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선수 공지사항 

 

1. 참가자격 

- 총 참가인원 102명 

가. KLPGA 

1) 2023 KLPGA 정규투어 출전자격 리스트 상위 72명 

2) 스폰서 추천 선수 3명 

나. SGA 

1) SGA 출전자격리스트 또는 상금순위 상위 21명 

2) 그 외 SGA 선수 6명 

 

2. 총상금 : SGD 1,100,000 

 

3. 대회장소 : Tanah Merah CC (Tampines Course) 

 

4. 대회방식 

- 3R 54홀 스트로크플레이(2라운드 종료 후 컷오프) 

 

5. 대회일정 

일자 내용 시간 비고 

12월 5일(월) 선수 등록 / 공식연습 07:00 ~ 17:00 자율 라운드/대회본부에서 등록 

12월 6일(화) 선수 등록 / 공식연습 07:00 ~ 17:00 자율 라운드/대회본부에서 등록 

12월 7일(수) 
프로암 09:00 ~ 캐디 동반 가능(도보) 

공식연습 14:00 ~ 자율 라운드/대회본부에서 등록 

12월 8일(목) 

프로암 09:00 ~ 캐디 동반 가능(도보) 

공식연습 14:00 ~ 자율 라운드/대회본부에서 등록 

갈라디너 18:00 ~ 21:00 프로암(1일차, 2일차) 참석자 전원 대상 

12월 9일(금)~11일(일) 1R~FR -  

※ 세부 시간은 기상상황 및 프로암 종료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싱가폴 입국안내 

싱가포르 입국 시 별도의 비자 발급 필요는 없으며(한국 여권 소지자 기준), 입국 카드(바로가기)는 필히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바로가기) 

- 입국일 3일 전(현지 도착일 기준)부터 작성 가능 → 완료 후 '확인 메일' 수신 

1. 예방접종 완료자 

- 예방접종 완료 기준 :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 경과(3차 접종 등 별도 부스터샷 접종 불필요) 

-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 후 28일 경과한 시점에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지난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분(확진증명서/백신접종증명서 각각 준비 필요>영문) 

- 출발전 코로나 검사 없음. 

- 백신접종증명서[영문] 필요(COOV앱 국제증명서 QR코드 또는 질병관리청 발행 영문접종증명서) 

2. 13세이상 예방접종 미완료자 

① 출국일 2일 이내 코로나 검사[PCR 또는 신속항원(ART/RAT)] 음성확인서 

-영문 발행, 여권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음성 결과 명시 

② 3만불 의료 보장을 포함한 여행자보험증서[영문] - 예약담당자를 통해 여행자보험증서[영문]를 전달받으셔

서 출국 시 지참 

 

7. 선수등록 

가. 일정 : 12월 5일(월) ~ 6일(화) / 07:00 ~ 17:00 

나. 장소 : 대회본부(드라이빙레인지 옆) 

※ 출입비표 수령, 야디지북 구입 등을 위해 필히 공식연습 티오프 전에 등록 요망 

 

8. 공식연습 

가. 일정 

일자 내용 시간 비고 

12/4(일) 
코스 확인 

(선수/캐디에 한해 도보이동) 
일출 ~ 일몰 연습그린 이용가능(06:15 ~ 18:00) 

12/5(월) 공식연습 07:00 ~ 17:00 최소 2인 이상 최대 4인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https://onedrive.live.com/?authkey=%21AG66AFVj2GLpLNI&cid=C98902A0E79CFDA4&id=C98902A0E79CFDA4%217960&parId=root&o=OneUphttps://onedrive.live.com/?authkey=%21AG66AFVj2GLpLNI&cid=C98902A0E79CFDA4&id=C98902A0E79CFDA4%217960&parId=root&o=OneUp


 

 

12/6(화) 

12/7(수) 

12/8(목) 
공식연습 14:00 ~ 17:00 프로암 종료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세부 시간은 기상상황 및 프로암 종료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운영방식 : Out/In 2way 자율라운드 

다. 신청 : 대회본부(드라이빙레인지 옆) 

라. 선수/캐디에 한해서만 도보로 입장 가능 

※ 코스 세팅을 위해 작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 선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습그린 이용 : 4일(일) - 06:15 ~ 18:00 / 5일(월)부터 11일(일)까지 - 05:30 ~ 18:00 

 

9. 프로암 

가. 12월 7일(수) 09:00, 8일(목) 08:30 샷건 티오프 / 변형 스크램블 

나. 경기방식 : 변형 스크램블 

구분 내용 

티샷 모든 선수들이 티오프를 한 뒤에, 가장 좋은 위치의 공을 정합니다. 

두번째 샷(파4/파5) 
고른 볼을 기준으로 모든 선수들이 골프 클럽 한 개의 범위 안에서 

볼을 떨어뜨려 두번째 샷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샷(파3) 
만약 가장 좋은 위치의 볼이 퍼팅 그린에 올라가 있다면, 모든 선수들이 정해진 

볼로부터 6인치 안의 위치에 자신의 볼을 놓고 두번째 샷을 퍼팅하도록 합니다. 

세번째 샷과 그 이후 

-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볼로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만약 본인의 팀 스코어를 향상시킬 수 없거나 팀에 기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경기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해당 홀의 플레이에 대한 포기를 권유드립니다. 

스코어링 

- 각 홀에서 (핸디캡 적용 이후) 전체 합산된 점수가 적용됩니다. 

(경기속도를 위해 파 이상은 모두 파로 기록) 

- 각 팀의 프로가 팀과 각 선수의 스코어를 기록하겠습니다. 

- 동점일 경우, 카운트백에 의거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 

다. 조식 및 중식 제공(조식은 07:00부터 식사 가능) 

라. 프로암 참가선수 캐디는 도보 이동 가능 

마. 프로가 동반 아마추어 스코어 기록 및 스코어접수 

 



 

 

10. 갈라 디너 

가. 일시 : 12월 8일(목) 18:00 ~ 21:00 

나. 장소 : Dusit Thani Laguna 호텔 

다. 대상자 : 프로암(1일차, 2일차) 참석 선수 

라. 셔틀 : 별도 안내 예정 

마. 드레스코드 : 캐주얼 정장(청바지 자제) 또는 칵테일 드레스 

※ 환복 후 참석 요망 

 

11. 비자 / 여행자보험 

가. 비자 

- 본 대회 참가로 인한 비자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 단,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출국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행자보험 

1) 담당자 : 마화란 차장, 윤정례 차장 

- 유선(02-2275-2300) 혹은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TYnzj/chat 

2) 보험금액 : 약 30,000원 (1인기준/생년월일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3) 조건 : 사망-2억원, 치료의료비-4천만원(해외치료), 3천만원(국내치료) 

 

12. 셔틀 – 별도 안내문 참고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탑승객이 많을 경우, 선수/캐디가 우선 탑승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3. 출입비표 

가. 선수등록 시 지급되는 출입증 이용 

나. 제공 비표 : PLAYER 1, CADDIE 1, PLAYER FAMILY 2 

※ 1R ~ FR는 PLAYER, CADDIE 비표 착용자만 클럽하우스 출입 가능 

※ 분실 시 재발급 불가 

http://pf.kakao.com/_TYnzj/chat


 

 

14. 하우스캐디 

가. 지원가능 인원 : 00명 

나. 캐디피 : S$150/1일 

다. 신청방법 : 링크 바로가기 

라. 신청기간 : 11월 24일(목) 17:00까지 

※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 

※ 캐디피는 하우스캐디에게 직접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15. 야디지북 

가. 구입일자 : 12월 5일(월) ~ 8일(목) 

나. 구입장소 : 대회본부(드라이빙레인지 옆) 

다. 구입가격 : S$50 or US$30 

※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 

 

16. 라커 이용안내 

대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라커룸 이용 가능 

※ 프로암 참가자는 참가일부터 이용 가능 

 

17. 드라이빙레인지 

가. 운영기간 : 12/5(월) ~ 12/11(일) 

※ 티오프 전후 1 회씩 1 일 2 회(40 분/회) 

나.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비고 

12/5(월) ~ 8(목) 06:00 ~ 18:00 
17:00까지만 볼 제공 

12/9(금) ~ 11(일) 첫 조 티오프 2시간 전 ~ 18:00 

다. 타석수 : 26타석 

※ PLAYER, CADDIE 비표 패용 시만 입장 가능 

 

https://forms.gle/UvDHfCJmn1boKPRB8


 

 

18. 호텔/골프장 식사 

호텔 

1) 식사장소 : 호텔 식당 

2)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비고 

12/4(일) ~ 8(목) 06:30 ~ 10:30 - 

12/9(금) ~ 11(일) 04:30 ~ 10:30 04:30 ~ 06:00에는 한정된 음식만 제공 

골프장 

가. 대회기간 동안에는 선수등록 시 지급되는 비표(선수/캐디)로 식사(조식/중식)가 가능합니다. 

1) 식사장소 : 선수라운지 

2) 이용기간 : 12월 5일(월) ~ 11일(일) 

※ 1R~FR 조식/중식만 무료 제공. 5일(월)~8일(목)은 별도 결제(카드) 후 식사 가능 

3) 이용시간 

구분 운영시간 비고 

12/5(월) ~ 6(화) 06:30 ~ 18:00 
개별 결제 

12/7(수) ~ 8(목) 06:30 ~ 18:00 

12/9(금) ~ 11(일) 

06:00 ~ 10:30 

11:00 ~ 15:30 

16:00 ~ 18:00 

뷔페 무료 제공 

※ PLAYER/CADDIE 비표 소지자만 이용 가능 

 

19. 병원/물리치료 

가. 운영기간 

- 12/5(월) ~ 8(목) : 07:00 ~ 18:00 *물리치료 : 08:00 ~ 18:00 

- 12/9(금) ~ 10(토) : 06:00 ~ 18:00 

- 12/11(일) : 06:00 ~ 17:00 

나. 장소 : VIP 라커룸(3A, 3B) 

 ※ 의사 1명, 트레이너 1명, 물리치료사 2명, 앰뷸런스 대기 

 



 

 

20. 우승자 부상 : 시몬느 보스턴백 세트 

※ 제세공과금 개별부담 

 

21. 본 대회 상금 공제내역 

- KLPGA 자격 출전선수 : 총 공제율 24.3% 

(싱가포르 세금 15% + 대한민국 세금 3.3% + KLPGA 특별회비 6%) 

※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싱가포르이므로,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싱가포르에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싱가포르에 납부한 세금은 추후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10년간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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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싱가포르 방역 지침 안내 

1) 실내외 구분없이 마스크 의무 착용 X 

   - 의료기관, 대중교통, 비행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할 수 있음 

2) 식사 인원 제한, 각종 행사장 출입제한 없음 

 

23. 대회담당자 : KLPGA 대회운영1본부 유동빈 대리(02-560-4413), 김우진 사원(02-560-4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