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2021년 10월 28일(목) ~ 10월 31일(일) / 핀크스(EAST, WEST)

선수 공지 사항
코로나19 관련
1. 본 대회는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 선수 및 대회 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관중 대회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선수 및 캐디, 관계자 외에는 대회장 출입이 불가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선수 및 캐디, 관계자는 골프장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 출입불가)
- 대회기간 중 대회장 최초 출입 시 문진표를 작성하여 검역소로 제출
- 선수, 캐디 및 대회 관계자 전원은 대회장 출입시 최초 1회 자가 검진 키트 실시 후 음성 확인시 입장
가능.
- 출입구에서 실시되는 체온 확인, 일일 문진표 작성, 방명록 작성 후 체온 확인 스티커 수령
- 체온이 37.5℃ 이상일 경우, 대회장 출입불가
- 코스 내, 골프장 이동 시 2m 거리 두기, 악수 금지 등 선수 간 신체 접촉 최소화
- 연습그린, 연습장 등 대회장 내 마스크 착용 필수
1) 라운드 전/후 골프장 내 모든 구역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단, 라운드 중 착용 여부는 선수 선택
2) 캐디는 라운드 중, 전/후 관계없이 대회장 내 반드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 대회장 내에서 캐디비표 항시 착용
- FR 미진출자는 골프장 내 대회방역 구역 입장 불가
- 코스 내 장비 이용 : 고무래, 깃대 등 맨손으로 접촉 금지
※ 상기 지침 미준수 시 선수(캐디 적발 시 해당 선수)는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
3. 격리실 운영 : 유증상자 혹은 체온이 37.5℃ 이상일 경우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임시 격리소로 이동
4. 골프장내 장소별 출입 안내
비표

클럽하우스

미디어센터

코스 내

연습장

선수/캐디

○

╳

○

○

스폰서

○

○

○

○

MEDIA

╳

○

╳

╳

SBS골프

╳

○(일부)

○

╳

Staff

○(일부)

○(일부)

╳

○(일부)

Marshal

╳

○

╳

○

※ 대회장 무단출입 또는 관계자의 안내에 불응할 시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음.

대회 일반사항

1. 대회 일정
가. 프로암 : 10월 25일(월) ~ 26일(화) / 2일
나. 공식연습일 : 10월 27일(수)
다. 본 대회 : 10월 28일(목) ~ 10월 31일(일)[4R]
라. 예비일 없음.
2. 프로암
가. 일정
구분

일정

팀수

출발방식 / Tee Off 시간

1일차

10월 25일(월)

19팀(4인 1조 / 선수1명 + VIP 3명)

순차출발 / 첫조 11시

2일차

10월 26일(화)

19팀(4인 1조 / 선수1명 + VIP 3명)

순차출발 / 첫조 11시

나. 경기방식 : 신페리오 방식(단체) / 스트로크 플레이(개인)
다. 유의사항
1) 참가자는 티오프 1시간 전에 미리 골프장에 도착 요망
2)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및 핀크스 홀에서 티오프 1시간 전부터 조별 조식 진행
(프로암 참가선수 의무 참석)
3) 조별 기념 촬영 진행(1H / 10H) - 기념 촬영시 마스크 착용 필수
4) 1, 4, 7, 10, 13, 16번 홀에 생수 비치
5) 프로암 라운드 전, 후 코스 개방 없음
6) 골프장 락커 및 샤워 가능.
7) 프로암 종료 후 시상식은 없으며, 참가자 환복 후 만찬 진행(프로암 참가선수 의무 참석)
3. 공식연습일
구분

내용

일 시

10월 27일(수)

운영방법

Open Practice

시간

07:30 ~ 17:00

내용

14:00 이후 1H/10H 신규 티샷 불가

출발방식

비고

코스정비로 인해 17시 이후 연습 불가.
선수가 플레이중 17시가 되면,
전 홀 코스에서 철수해야함.

OUT/IN 2Way 출발
(10분 간격 / 1T, 10T 성명 기재 후 티오프)
- 온라인 신청 : 없음
- 생수 비치 홀 : 1, 4, 7, 10, 13, 16 홀에 생수 비치
- 출발시 1H/10H 성명 기재 후 티오프

기타

- 전동 핸디 카드 제공 불가
- 카트 이동 홀 지원 : 8G→9T, 18G→1T
- 선수 관계자(선수 부모, 코치, 매니저 등) 대회장 출입 불가
- 코스 내 이동 간 마스크 착용 필수

4. 별도 대회 주차패스 제공
본 대회는 제주도 대회로 선수분들의 렌터카 이용이 많아 별도의 대회용 주차패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선수분들께서는 반드시 지급된 주차패스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LPGA에서 지급한 주차패스 사용 불가
가. 지급일자 : 공식연습일 - 10월 27일(수)
나. 지급장소 : 클럽하우스 프론트 옆 배부처
※ 선수 1인당 1개의 주차권이 발급될 예정이오니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제공 절대 없음)

5. 식사 쿠폰
구분

내용

비고

1일 1인 2매
지급수량

- 1, 2R : 4장
- 3, 4R : 4장(컷 통과 선수)

지급 수량 외 현장 결제

지급일시

공식연습일 ~ 본 대회

분실시 재발급 불가

지급장소

클럽하우스 프론트 옆 데스크

선수 본인에게만 지급

식사장소

클럽하우스 1층

식당 운영 시간

첫조 티오프 1시간 30분전 ~ 16시

Break time 없음 / 라스트 오더 15:30

6. 대회 관련 사항
구분

내용

비고

캐디텐트

연습그린 옆

하우스캐디

지원없음

수동카트

지원없음

포어캐디

2, 4(3곳), 6, 7, 10, 13, 15, 16(2곳)

카트이동

전 라운드 - 8G -> 9T
3, 4R - 18G -> 1T(9홀 턴)

생수제공

1, 4, 7, 10, 13, 16번홀

손 소독제 비치

전 홀

7. 연습장(드라이빙 레인지) 운영
가. 운영기간 : 10월 25일(월) ~ 10월 31일(일)
나. 장
소 : 핀크스 골프클럽 내 드라이빙레인지
다. 사용횟수 및 제공 수량
1) 프로암 : 선수 1인당 1일 1회 사용 가능 / 1박스 40개
2) 공식연습일 ~ 본 대회 : 선수 1인당 1일 2회(오전 1회, 오후 1회) 사용 가능 / 1박스 40개
라. 타 석 수 : 19타석
마. 운영시간
구분

시간

정비시간

프로암 1일차 - 10월 25일 (월)

오전

09:00 ~ 11:00

프로암 2일차 - 10월 26일 (화)

오후

13:00 ~ 15:00

오전

05:30 ~ 11:00

오후

12:30 ~ 14:30
15:30 ~ 17:00

14:30 ~ 15:30

1R - 10월 28일 (목)

오전

06:00 ~ 10:30

10:30 ~ 14:00

2R - 10월 29일 (금)

오후

14:00 ~ 18:00

* 관계자 식사시간
06:00 전, 10:30 ~ 14:30

오전

07:30 ~ 11:30

11:00 ~ 13:00

공식연습일 - 10월 27일 (수)

3R - 10월 30일 (토)

FR - 10월 31일 (일)

오후

15:30 ~ 18:00

오전

06:20 ~ 11:30

11:00 ~ 12:30

11:30 ~ 15:30
* 관계자 식사시간
06:00 전, 10:30 ~ 14:30
* 관계자 식사시간
06:00 전, 10:30 ~ 14:30
마지막 조 Tee Off 후 운영 안함.

8. 야디지북(지원) 및 그린북 판매 안내
구분

내용

비고

10월 27일(수) 공식연습일

배부일자

06:00 ~ 09:30 / 10:30 ~ 12:30

제공사항

야디지북  1권당 3만원
그린북  1권당 5만원

추가 구매 시 1권당 3만원

배부장소

스타트광장 입구로비 (경기과 출입문 옆)

맵 마스터 직원 대기

추가 구매 문의처

맵 마스터
정상옥 팀장 010-2745-5258

카카오톡 ID : mapmaster

9. 스포츠 클리닉 및 엠블런스 지원
구분

내용

비고

업체

솔병원

운영 장소

스포츠클리닉  여자 락커 내 파우더 룸
엠블런스 - 클럽하우스 인근 주차장
매 라운드 티오프 1시간 30분 전 ~

운영 시간

마지막 조 스코어 접수 30분 후까지

테이핑 희망 시 개인 테이프 지참

10. 특별상
구분

시상내역

우승자 부상

템퍼 매트리스 & 모션베드

코스레코드

포도호텔 로얄스위트룸 숙박권(2박)

비고

이정은6 - 63타
핀크스 골프클럽

14H

뱅골프코리아 아이언 세트

뱅골프코리아

17H

BMW THE5

내쇼날 모터스 BMW 공식 딜러

홀인원(홀별 최초 기록자)

11. 대회 담당자 및 출장자
가. 담당자 : 대회운영 1팀 차범철 차장(02-560-4415, 010-4766-1260, hare@klpga.org)
나. 출장자 : 대회운영 1팀 류양성 팀장, 차범철 차장, 유동빈 대리, 전략마케팅팀 이재준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