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K 퍼시픽링스코리아 챔피언십 with SBS Golf 대회 관련 공지사항

1. 참가자격

   가. 대회 참가 인원 총 96명

       1) 2023 KLPGA 정규투어 출전 자격 리스트 순 80명      

       2) 베트남 협회 등 해외 선수 10명      

       3) 추천 선수 6명 (프로 3명/아마추어 3명)

         ※ 2), 3) 항목에서 결원발생 시 1) 항목의 대기선수로 대체한다. 

2. 총 상금 : 7억원 (우승상금 1.26억원)

3. 대회장소  

  Twin Doves Golf Club (베트남 호치민 소재)

   가. 홈페이지 : http://www.twindovesgolf.com

   나. 전화번호 : +84-0274-3850-3860-211/212

   다. 주소 : 368 Tran Ngoc Len St., Hoa Phu Commune, Thu Dau Mot City, Binh 

              Duong, Vietnam

4. 대회 일정

    - 12월 14일(수) : 프로암

    - 12월 15일(목) : 공식연습일

    - 12월 16일(금) ~ 18일(일) : 본대회 

5. 대회 방식

   -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 2라운드 종료 후, Cut-Off

6. 대회 참가신청 기간(온라인 신청)

   가. 시드권자/시드순위자 : 2022년 11월 18일(금) 20:00 ~ 11월 25일(금) 10:00

      ※ 추가신청이 없으니 반드시 대회 참가신청 기간을 숙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출입비표

   가. 2022 시즌 시드권자: 2022년 출입 비표(KLPGA뱃지 및 ID카드) 사용

      ※ 2022년 출입비표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3 시즌 시드권자, 시드순위자, 추천 선수: 본 대회용 출입 비표 사용

      ※ 공식연습일에 제공

8. 비자

  본대회 참가로 인한 비자 발급 필요 없습니다.(참가선수, 관계자 등 전원)

  단, 15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신분께서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출국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9. 본대회 상금 공제내역     

   가. KLPGA 자격 출전선수 : 총 공제율 19.3%

                             (베트남 세금 10% + 대한민국 세금 3.3% + KLPGA 특별회비 6%)        

       1)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베트남이므로,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베트남

          에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베트남에 납부한 세금은 추후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10년간 이월공제)        

       3) 문의 : 경영지원본부(T) 김민정 차장 02-560-4425    

   나. 해외 국적 선수 : 베트남 세금 10%        

      - 해외 국적 선수의 경우 자국에서의 세금 신고/납부는 선수 본인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대회담당자 : KLPGA 대회운영1본부 김웅배 과장 010-5622-5635 / benkim@klp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