
선수 공지사항 

공식연습 

10/18(월) : 코스 폐쇄, 연습시설 미운영 

10/19(화) : 모든 연습시설 06:00부터 운영. 1T/10T 07:00부터 자율 라운드. 모든 선수는 LPGA 

공식연습 규정에 따라야 함. 

10/20(수) : 프로암으로 인해 공식연습 없음. 

*드라이빙레인지와 밸리 9번홀 사이에 위치한 숏게임 연습장 이용 가능 

AON 리스크/리워드 홀 : 11번홀, 505야드, 파5 

코로나19 검사/검역 

모든 선수/캐디는 파라다이스 호텔에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호텔 체크인 후 

16층에서 검사/등록 진행. 매일 호텔에서 대회장으로 출발 전에 BMW 대회 앱에 접속하여 

체온 및 증상을 입력해야 함. 

대회 관계자 

Rules Officials – Ian Davis, Brian Fahey, Annie Giangrosso, Donna Mummert 

Executive Leadership/Tour Operations – Heather Daly-Donofrio 

Player Services – Alexis Abraham 

Media – Megan McGuire; David Kim 

TBA – Ji Hahn (Inner Bubble), Sean Pyun (Outer Bubble) 

Security – Chris Sanchez 

*LPGA 본부는 클럽하우스 1층에 위치. 미디어 관계자(Inner Bubble)는 클럽하우스 외부에 상주. 

비표 

  모든 선수는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 화요일 오전부터 호텔 로비에 위치한 대회 안내

데스크에서 대회 비표 수령 가능. 

공식 셔틀 

  모든 선수/캐디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대회장으로 이동 시, 대회 공식 셔틀을 이용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호텔과 대회장의 안내 데스크에 문의. (호텔↔대회장 약 30-40분 소요) 

선수 지원사항 

  대회장 : 화요일 06:00부터 선수 라운지에서 조식, 중식 제공. 



  호텔 : 화요일부터 16층 파노라마룸에서 석식 제공. 18일(월)에는 룸서비스 이용. 

  *조식 뷔페 : 06:30-10:00 / 석식 뷔페 : 18:00-22:00 

프로암 만찬 없음 

야디지북/그린북 

  야디지북/그린북은 사전에 구매해야하며, 파라다이스 호텔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수령 가능.   

화요일부터는 대회장 LPGA 본부에서 수령 가능. 

물리치료 

   선수 라커룸에 물리치료사 대기. 이용시간은 물리치료사와 사전 조율 요망. 

클럽 수리 

   타이틀리스트, 나이키, 핑의 밴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드라이빙레인지 상주 예정. 

짐 보관 

  골프백은 라커룸에 보관 가능하나 보안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관계로 귀중품은 호텔 객실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 

의료 

  대회 주간에 의료진 상주 예정. 치료가 피료한 경우, Alexis Abraham 또는 Donna Mummert에

게 문의. 

홀인원 부상 

  13H – iX xDrive40 sport plus 

  16H – 745Le sDrive DPE LCI 

  *부상은 최초 기록자에게 수여 

중계 

Golf Channel : 목요일 14:00-18:00 EDT, 금요일/토요일 17:30-21:00 EDT 

일요일 17:30-21:30 EDT 

JTBC Golf : 목요일 ~ 일요일 11:00-16:00 Local KST  

JTBC : 일요일 14:00-16:00 Local KST  

총 상금 $200만. 우승 상금 $3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