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지산 박영길 화백배 전국 골프대회 요강 
 

[대회명] 
제 11 회 지산박영길 화백배 전국골프대회 

 

[대회기간] 
예선 : 2019 년 10 월 28 일(월) 

본선 : 2019 년 11 월 11 일(월) 

 

[대회장소] 
예선 : 버드우드 GC (천안) 

본선 : 버드우드 GC (천안) 

 

[대회코스 ] 
예선 : 10 월 28 일(월) 버드&우드 코스 / 12 : 50분 ~ Tee-Off 

본선 : 11 월 11 일(월) 버드&우드 코스 / 12 : 50분 ~ Tee-Off 

 

[참가자격] 
전국 골퍼(KSPGA 회원 우선) 

당 대회의 참가자격은 전국 골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가방법] 
대한스포츠프로골프협회(KSPGA) 홈페이지 (www.pga.or.kr) 또는 

전화(032-831-1986)으로 대회 신청 후 참가가 가능하다. 

** 대회 신청 후 신청금 입금 순으로 참가 확정. 

 

[대회 신청금 ] 
예선 : 20 만원(신청금, 그린피, 카트비, 중식포함) 

본선 : 25 만원(KSPGA 정회원) / 50 만원(비회원)  

* 그린피, 카트비, 중식, 만찬포함 

KSPGA 정회원은 대한스포츠프로골프협회 프로를 뜻하며 이외의 

참가자는 비회원에 속한다. 

 

[대회 방식] 
예선 : 120 명 참가 / 대회 신청금 입금순 

본선 : 20 명 / 예선 참가자 스트로크 순 20위까지 선발 



** 본선진출자 선발 규정 ** 

120명의 예선참가자 중 스트로크 성적순 20위까지 선발한다. 

단, 본선진출자 중 여성 진출자가 본선 대회인원의 20%(24명) 미만 

일 경우, 최소 5% 여성진출자를 선발 

 

[경기방식] 
예선 : 샷건 / 스트로크 

본선 : 스트로크 

 

[총 시상 규모] 

약 1억 5천만원 
우승 : 20호 작품(3,000 만원) 

준우승(남/여) : 10호 작품(각 1,500 만원) 

홀인원 : 20호 작품(3,000 만원) 

LONGEST(남/여) : 족자 삼품(450 만원) 

NEAREST(남/여) : 족자 상품(450 만원) 

매너상, 행운상 등 : 기타 상품 

참가상 : 기념 타월 외(전원 증정) 

 

[주최 / 주관] 
대한스포츠프로골프협회(KSPGA) 

 

[대회규정] 
1. 기본 규정 

1) 남성은 White-Tee, 여성은 Lady-Tee 에서 진행한다.(시니어 

규정없음) 

2) 대리참가 적발 또는 라운딩 중 스코어 조작 및 하락이 있었다고 

경기위원회에서 판단 할 경우 실격 시킬 수 있다. 

3) 경기운영상 3인 또는 4인 팀 플레이로 진행되며, 정산은 팀별 1/N. 

4)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예선 컷 오프 마지막 순위자 또는 본선 수상자가 다수일 경우 

제출된 최종 

스코어의 Back Count 방식으로 결정함 

※ Back Count 방식: 동 타자가 2인 이상이어서 우선 순위를 가려 

순위를 결정해야 할 경우, 해당 라운드의 백 9, 백 6, 백 3 순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그래도 동 타일 경우 18 번 홀에서 1 번홀 

순으로 확인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5) 지산박영길 화백배 골프대회의 작품 시상품은 본인부담금 10% 가 

부과된다. 

2. 예선 규정 

1) 120 명이 참가하며, 스트로크 성적순으로 20 위까지 본선에 

진출한다. 

2) 120명의 예선참가자 중 스트로크 성적순 20위까지 선발한다. 

단, 본선진출자 중 여성 진출자가 본선 대회인원의 20%(24명) 미만 

일 경우, 최소 5% 여성진출자를 선발 

3) 예선은 만찬 및 시상식이 없으며, 그늘집 및 식사는 개별정산. 

4) 예선에서 홀인원한 인원이 나올 경우 족자(450 만원)이 수여된다. 

3. 본선 규정 

1) 본선은 예선 통과 명단에 있는 참가자에 한해 시상 자격이 

주어진다. 

2) 만찬 및 시상식이 있으며 라운딩 종료 후 안내에 따라 장소로 

이동한다. 

 

[조편성] 
조편성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대회 당일 

경기위원회에서 조편성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용구 및 사용클럽] 
1. 사용구 

공인구로써 ONE 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클럽 

14 개 이내의 본인 클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클럽의 변경은 불가하다. 

 

 

[경기속도] 
경기 위원회는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로컬 룰] 
1. 참가 선수가 임의로 룰을 만들 수 없으며, 필요 시 경기위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구제 여부는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3. 대회 참가자가 경기위원의 지시를 불이행 할 경우 실격 시킬 수 

있다. 



4.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회 참가가 불가 할 경우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단, 사전 통보 없이 대회에 불참 하였으나 

경기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5. 골프 에티켓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참가자의 플레이에 

영향을 끼친 참가자는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격처리 될 수 있다. 

6. 갤러리는 대회에 참관할 수 없다. 

7. 대회 종료 시점은 우승자에게 트로피 및 상품이 전달 된 시점으로 

한다. 

대회 종료 후에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인정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결정은 경기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다. 

8. 모든 규칙은 R&A 의 규정에 준하며, 경기위원회 결정이 최종이다. 

 

[복장규정] 
1. 타인에게 실례가 되지 않게 골프 복장을 착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식 후원사에서 의류를 제공하여 경기위원회에서 대회 

공식의류로 지정 되었을 경우, 참가선수는 제공받은 의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경기위원회에서 허가한 선수에 한에서만 제공된 골프웨어 

미착용이 가능하다. 

3. 복장 규정을 준수 하지 않는 참가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시상규정] 
1. 시상품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 시 시상에서 제외 됩니다. 

3. 동 타(동 순위)일 경우 18 홀 완료 라운드 수>백 카운트 순으로 

선정합니다. 

4. 수상자 중 본상을 중복하여 수상할 수 없다.(단, 본상이외 매너상, 

행운상, 참가상 등은 중복가능) 

5. 본상의 경우 본인부담금 10%가 부과된다. 

6. 시상품은 대회 종료 후 본인 부담금 10%를 납부하였을 경우 

인수할 수 있으며, 대회 종료 후 30 일 이내에 미납시 시상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 실사규정] 
대회 중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대회 

경기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에게 실사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실사는 대회 경기위원회의 R&A 실사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실사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회특전] 
* PRO 부문 

티칭프로 : 남자 79 타 이내 / 여자 81 타 이내 

세미프로 : 남자 76 타 이내 / 여자 79 타 이내 

[시니어기준 : 남 50 세이상, 여 40 세 이상 / 기준 타수에 +2 타] 

*지도자 부문 

지도자 2 급 : 85 타 이내 

지도자 3 급 : 89 타 이내 

 

[대회관련 및 대회특전 문의] 
대한스포츠프로골프협회 : 032-831-1986 

김춘인 본부장 : 010-9279-6807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