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2022년� 10월� 13일(목)� ~� 16일(일)� /� 익산(동,� 서)

선수 공지사항

1.� 본� 대회를�참가하는�모든�선수,� 캐디� 및� 대회�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지침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

� � � 아래의�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을�반드시�지켜주시기�바랍니다.

� � � 가.� 모든� 선수� 및� 캐디,� 관계자는�골프장�출입� 시� 반드시�마스크�착용�권장

� � � 나.� 코로나19� 방역지침�미준수�시� 선수(캐디�적발� 시� 해당� 선수)는� 상벌분과위원회에�회부될�수� 있음

2.� 골프장내�장소별�출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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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구분 클럽하우스 미디어센터 VIP 라운지

선수/캐디 ○
△

(인터뷰 시 선수만)
△

OFFICIAL ○ ○ ○

MEDIA X ○ X

SBS GOLF
△

(PD, 아나운서)

△

(PD, 아나운서)
X

SPONSOR ○ X ○



1.� 대회� 일정

� � � 가.� 프로암� :� 10월� 10일(월),� 11일(화)

� � � 나.� 공식연습� :� 10월� 12일(수)

� � � 다.� 본� 대회� :� 10월� 13일(목)� ~� 16일(일)

� � � 라.� 예비일�없음

2.� 프로암

가.� 일정� :� 10월� 10일(월),� 11일(화)� 첫� 조� 11:30� 티오프,� 40팀� 전홀� 샷건

나.� 유의사항

� � � � � � 1)� 개회식이� 11:00에� 클럽하우스�입구에서�진행될�예정이오니�티오프� 1시간�전까지�골프장�도착�요망

� � � � � � 2)� 조식� 제공(조별�식사)

-� 장소� :� 클럽하우스�레스토랑

� � � � � � 3)� 라운드�종료� 후� 환복,� 만찬� 진행(만찬장까지�선수�개별� 이동)

-� 장소� :� 웨스턴라이프호텔�지하� 2층�그랜드볼룸

-� 시간� :� 17:30� ~

� � � � � � 4)� 라커� 이용�및�샤워� 가능

� � � � � � 5)� 프로암�전� 11:00까지� 코스개방(도보로�코스�체크)

� � � � � � 6)� 프로암�참가선수�외에�연습그린�이용�가능(11:30� 이후)

� �
3.� 공식연습

4.� 주차� 구역

� � � 가.� 기간� :� 1R� ~� FR

� � � 나.� 구역

� � ※� 클럽하우스�내� 캐디� 주차장은� 3R,� FR만� 운영이�되며� 1R,� 2R는� 익산종합운동장(익산시�무왕로� 1397)에�

주차한�후,� 셔틀을�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셔틀�정보>

-� 05:00,� 05:30� 1대씩� 운영

-� 06:00부터는� 20분�간격으로�상시�운행

대회�일반사항

구분 내용 비고

온라인�신청
10월� 8일(토)� 20:00� ~� 10일(월)� 10:00�

-� 포토콜�및�공식행사�참가선수�사전� 티오프�시간� 조율
선착순�신청

시간 09:00� 첫� 조� 티오프 -

출발방식 OUT/IN� 2Way� 출발� (10분�간격) -

기타
-� 생수�비치�홀� :� 연습그린,� 1,� 3,� 5,� 7,� 10,� 14,� 16,� 18번홀

-� 선수�관계자(선수�부모,� 코치,� 매니저�등)� 클럽하우스�출입�불가
-

구역 대상자

P1 선수,� 대회� 관계자

P3 방송�관계자

P5
1R,� 2R� :� 선수,� 대회�관계자

3R,� FR� :� 캐디



5.� 식사

6.� 대회� 관련�사항

7.� 연습장(드라이빙�레인지)� 운영

구분 내용 비고

지급�수량 공식연습부터� 1일� 1인� 2매
추가�구매�시

19,000원

지급일
- 공식연습,� 1R,� 2R� 쿠폰� :� 공식연습일�오전

- 3R,� FR� 쿠폰� :� 3R� 오전
분실�시�재발급�불가

지급�장소 클럽하우스�로비 선수�본인에게만�지급

식사�장소 클럽하우스� 1층� 레스토랑 -

운영시간

공식연습

첫�조� 티오프� 1시간� 30분� 전� ~� 16:00

-

본�대회 -

구분 내용

캐디텐트 없음

하우스캐디
공식연습일� :� 150,000원,� 본� 대회� :� 350,000원/1일

※�하우스캐디�신청� :� 익산CC� 경기과�노병래�과장(010-3673-2403)

수동카트 미지원

포어캐디 1,� 2,� 3,� 5,� 6(3곳),� 10,� 12,� 14,� 15,� 16,� 17(2곳),� 18(2곳)번홀

카트이동 없음

생수제공 연습그린,� 1,� 3,� 5,� 7,� 10,� 14,� 16,� 18번홀

캐디�등록�및

출입�관리

-� 대회기간�중� 클럽하우스�출입�시� QR코드(KLPGA� 출입�시스템)� 태그� 후� 입장

-� 선수는�필히�캐디�등록을�완료하여야�하며,� 캐디는�부여된� QR코드�태그�후�입장

구분 내용

운영기간 10월� 12일(수)� ~� 16일(일)

장소 익산CC�퍼블릭� 1번홀

제공수량 오전/오후� 1회씩(30개)

타석�수 14타석

운영시간

구분 시간 Break� Time

공식연습 07:00� ~� 18:00 -

본�대회 첫�조� 티오프� 2시간�전� ~� 18:00 -



8.� 야디지북

9.� 스포츠�클리닉

� � �

구분 내용 비고

업체 솔병원 -

운영�장소 클럽하우스�여자�라커룸 -

운영시간
매�라운드�티오프� 1시간� 30분�전� ~�

마지막�조� 스코어�접수� 30분�후까지
테이핑�희망�시�개인� 테이프�지참

� � � ※� 상비약(두통약,� 반창고�등)� 개인� 지참� 요망.� 응급상황�외에는�라운드�중� 코스�내�솔병원�지원�불가

10.� 특별상

� � �

구분 시상내역 비고

라운드

최고�점수
300만원 -

최다�이글상 보석�트로피,� 300만원
※�컷�통과자�중�최다�이글� 기록�선수

※�스코어카드�선제출자�우선

홀인원

4H
르네블루�호텔�숙박권

(1,500만원� 상당)

홀별�최초�기록자

8H
프레드릭콘스탄트�매뉴팩처�투르비용

(3,100만원� 상당)

13H
유럽크루즈� 4인�여행권

(4,000만원� 상당)

16H
골든볼

(5,000만원� 상당)

11.� 채리티�존

12.� 대회� 담당자�및�출장자

� � � � 가.� 담당자� :� 대회운영� 1본부�유동빈�대리(02-560-4413,� 010-4110-9473,� fuseme@klpga.org)

� � � � 나.� 출장자� :� 대회운영� 1본부�류양성�본부장,� 이광호�차장,� 유동빈�대리,� 김우진�사원

전략마케팅�본부�임정수�과장

구분 내용 비고

지급일
10월� 12일(수)� 공식연습일

07:30� ~� 11:00
-

금액 무상제공(선수당� 1권) 추가�구매� 시� 40,000원/권

지급�장소 클럽하우스�프런트�앞 -

추가�구매�문의처 맵마스터�정상옥�팀장(010-2745-5258) 카카오톡� ID� :� mapmaster

구분 내용 비고

기부금�적립

9H� 채리티�존에�프로� 선수�티샷�안착� 시

1인� 30만원�기부금�적립

※�한도� :� 3,000만원

전북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희귀난치질환�환자�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