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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및 진행 안내

 일    시    2020년 8월 22일(토) 8:00am  

                  참가자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7:00am까지 도착 및 참가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뉴욕 컨트리 클럽(New York Country Club)  

                    103 Brick Church Road, New Hempstead, NY 10977  

 참 석 자    KOCHAM 회원사 및 회원사 초청 인사   

 주요일정

 

일 시 주요 내용 비 고

 7:00  참가자 접수
- 참가 접수
- 등록 시 기념품 전달 및 라플 판매

 아침식사 - 조식 도시락

 7:40  단체사진촬영 - 연습장으로 이동

 7:45
 카트착석
 일정 및 경기규칙 안내

- KOCHAM 사무국 윤성용 부회장

 7:50-8:00  각 홀로 이동

 8:00  Tee-off
- 홀 도착 즉시 조장의 리드로 
  Tee-off 

 8:00-12:30  경기 진행

 12:30-13:00  스코어 카드 제출 및 경기 정리 - 조장이 점수 기입 및 제출

 13:20  오찬/시상식
- 사회: KOCHAM 사무국 윤성용   
  부회장

 13:10
 블라인드(Blind)홀 추첨
 내외빈 소개, 행사분과위원 소개

 13:30-  축사 - 장원삼 뉴욕 총영사

 13:45  라플 추첨 및 시상식

 14:50  폐회사 - 고재린 KOCHAM 수석부회장

  

 
참가자기념품

  

 골프 공(CESNA GROUP), POCKET CADDY(Unicorn Graphics), KF-94 마스크

(LG 생활건강), 종가집 김치 큰컵라면(대상), 마스크 팩/로션/비누(Sunny/Earth 

Therape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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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 티켓
   

 기본 1매 제공, $20/1매  (2매한 구매 가능)

   * 판매수익 전액은 COVID-19 극복 재난 구호기금으로 기부됩니다. 

경기 방식
   

 신페리오 (NEW PERIO) 방식 

TEE BOX
   

 WHITE TEE (남성), RED TEE (여성)

조편성 기준
   

 ∙ 그룹 A : 1A ~ 13A 조로 편성

 ∙ 그룹 B : 1B ~ 18B 조로 편성

  * 조는 연령에 따라 나뉘지만, 일부 예외 있음

  * A조부터 Tee-Off, 조(1~18) 번호와 START 홀 번호가 동일 ※1A, 1B는 1번 홀에서 START

드레스코드
   

 ∙ 상의 : 칼라(Collar)있는 셔츠

 ∙ 하의 : 긴 면바지 (벨트 있는 반바지도 가능)

시상 목록

   

 ∙ 메달리스트 ∙ 챔피언

 ∙ 1등상 ∙ 2등상

 ∙ 장타상 ∙ 근접상    ※근접 스폰스홀

   * 신페리오 방식 기준, A그룹, B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수상자 선정

   * 여자부는 챔피언만 시상, 단, 근접상과 근접 스폰스홀 시상은 B조에 속해서 시상

   * 고른 시상을 위해 상기 시상 목록의 중복 수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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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규칙

 

1  
 미국 골프협회가 승인한 골프규칙과 경기위원회가 규정한 로컬룰을 적용 

2  
 페어웨이(Fairway) 규칙 

3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한 로컬 규칙 

 

a   홀당 최대 타수는 더블파(Double Par)로 제한

    b   OB, 숲, 또는 기타지역에서 공을 Lost할 경우 1벌타 가산, Drop 가능

           * 단, Drop은 페어웨이 위에 할 수 없고, 그린 반대 방향으로 잃어버린        
장소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할 수 있음(리더가 지정하는 First-cut에서만 가능)

c   퍼팅시 hole-out을 원칙으로 하되, 퍼터 Shaft 길이 이내에서는 Give 허용

    d   파3홀에서 다음 팀이 티샷을 할 수 있도록 On-Green 후 Wave를 해줄 것

      

4  
 스코어카드 기록 및 제출

a   각 조의 조장(Leader)이 스코어카드 기록

b   스코어카드는 Net타수만을 합계하여 모든 선수의 확인 서명

           *예) Par 4홀에서 5타를 친 경우, ‘1’로 기록  

c   서명을 받은 스코어카드는 조장이 대표로 본부석에 제출 요망

 페어웨이(Fairway) 위에 안착한 공이 흙 땅 위에 있을 경우,

 그린 반대 방향으로 1야드 이내의 거리에서 잔디 위에 무벌타로 Replace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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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및 집계 방식

                                   

점수 집계    신페리오 (NEW PERIO) 방식  

  전반 3홀, 후반 3홀 삭제, 총 12홀 스코어 기준  

  시상은 A그룹, B그룹으로 구분하여 개별 시상

메달리스트(A/B)    18개홀 기준, 가장 낮은 스코어 경기자

                      * 동점자 처리: 핸디 낮은 순→높은 연령 기준

챔피언(A/B/L)    신페리오 핸디대비 가장 낮은 스코어 경기자

                       * 동점자 처리: 12개홀 Net Score 낮은 순서→핸디 낮은 순→높은 연령 기준

    * 여자부 별도 시상

1등(A/B)

2등(A/B)   

 
 신페리오 핸디대비 챔피언 이후 차 상위 스코어 경기자

                       * 동점자 처리: 12개홀 Net Score 낮은 순서→핸디 낮은 순→높은 연령 기준

근접상(A/B)    12번 홀(137/122야드), 지정된 홀에서 최근접타자

                      

장타상(A/B)    14번 홀(387/380야드), 지정된 홀에서 최장타자

홀인원    12번 홀(137/122야드), 시상품: Mercedes-Benz 

                       * 시상품 New York Country Club 후원

홀인원    8번 홀(180/158야드), 시상품: $50,000

                       * 시상품 Unicorn Insurance Agency 후원

근접 스폰스홀   3번 홀(133/127야드), 시상품: A/B조 각 1등($300), 2등($200)  

                       * 시상품 HRCap 후원(총 $1,000), 여자부는 B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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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및 라플 상품 안내

구 분 시상품 협찬사 

챔피언

A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B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L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메달리스트
A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B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1등상
A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B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2등상
A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B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장타상(#14)
A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B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근접상(#12)
A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B  트로피, $100 상품권  KOCHAM 회원사 제공

홀인원(#12) -  Mercedes-Benz GLB-Class  뉴욕컨트리클럽

홀인원(#8) -  $50,000  Unicorn Insurance

스폰스홀(#3)
A  1등($300), 2등($200)  HRCap

B  1등($300), 2등($200)  HRCap

라플 상품

 $100 상품권(5)  두산공작기계

 $100 상품권(5)  한화 인터내셔널

 $100 상품권(5)  코오롱 USA

 $100 상품권(5)  삼성자산운용

 롯데뉴욕팔레스호텔 1박 숙박권(2)  롯데뉴욕팔레스호텔

 TaylorMade SIM Max Driver(1)  이코노 에이전시

 Apple Watch(2)  Choi&Park 로펌

 Samsung Galaxy Tab(2)

 Samsung Soundbar System(2)

 Samsung 65" UHD TV(1)

 삼성전자

 LG OLED 65“ TV(1)  LG전자

 비즈니스 클래스 한국 왕복 항공권(1)  대한항공**

  

  ** 한국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은 두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가 격년으로 협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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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사 및 협찬 상품 안내

구 분 협찬사 상품 내역 수 량 

홀인원
Unicorn Insurance Agency  $50,000

New York Country Club  Mercedes-Benz GLB-Class

홀스폰서 HRCap  $1,000

참가자

기념상품

CESNA GROUP  Titleist Golf Ball(3) 전원

Unicorn Graphics Pocket Caddy(Golfer's Survival Kit)(1) 전원

대상 아메리카  종가집 김치 큰컵라면(6) 전원

 Sunny/Earth Therapuetics  아보카도 마스크/로션/비누(1) 전원

LG생활건강 KF-94 마스크(2) 전원

현금

협찬

뉴욕지역 은행협의회  $2,000 1

CJ America, 현대해상화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삼성SDS, 삼성물산, SK USA, 
무역협회, POSCO America, 

POSCO International, 
한국관광공사, Pantos USA

 $500/각사

상품

협찬

대한항공  한국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1

LG전자  LG OLED 65“ TV  1

삼성전자

 Samsung 65“ UHD TV 1

 Samsung Soundbar System

 Samsung Galaxy Tab
각 2

두산공작기계  Amazon Gift Card($100) 5

코오롱 USA  Amazon Gift Card($100) 5

한화 인터내셔널  Amazon Gift Card($100) 5

삼성자산운용  Amazon Gift Card($100) 5

Choi&Park 로펌   Apple Watch 2

롯데뉴욕팔레스호텔  롯데뉴욕팔레스호텔 1박 숙박권 2

이코노 에이전시  TaylorMade SIM Mas Driver 1

코참 회원사 VISA Gift Card($10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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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스폰서

                        

         Hole #8

        (180/158 야드)

 
                         

  
  HOLE #12

      (137/122야드) 

           

  

   Unicorn Insurance 
Agency

$ 50,000

뉴욕컨트리클럽
Mercedes-Benz 
GLB-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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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스폰서

비즈니스 클래스 한국 왕복 항공권 1매

Samsung 65" UHDTV 1대     Samsung Soundbar System 2대

         Samsung Galaxy Tab 2대   
   

LG OLED 65" TV 1대

   

 
          

홀스폰서

HOLE  3

$1,000
   1등 $300 (A, B조 각각)
    2등 $200 (A, B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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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스폰서

 

     

                

  

    뉴욕지역 은행협의회

$2,000

$500     $500        

$500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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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스폰서

$500     $500

   

            

$500

$500

KOCHAM 회원사 일동

VISA Gift Card 
$100(13매)

Amazon Gift Card
$100(5매)

AmazonGift Card
 $100(5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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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스폰서    

     
Amazon Gift Card

$100(5매)
      

롯데뉴욕팰리스호텔

1박 숙박권(2매) 

   

     

    

TaylorMade SIM Max 
Driver(1대)

AmazonGift Card
 $100(5매)

Air Fryer(5대)

Apple Watch(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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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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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Start Hole 안내

     

Hole Par
WHITE
RED

조 Hole Par
WHITE
RED

조

1홀 5
523

502
1A 1B 10홀 4

308

297
10A 10B

2홀 4
379

356
2A 2B 11홀 4

323

312
11A 11B

3홀
(현금 

스폰서홀)
3

133

127
3A

12홀

(HIO/

근접홀)

3
137

122
12A  

4홀 4
402

388
4A 4B 13홀 5

535

511
13A 13B

5홀 4
385

344
5A 5B

14홀

(장타홀)
4

387

380

6홀 4
365

350
6A 15홀 4

387

355
15B

7홀 5
530

517
7A 7B 16홀    4

375

300
16B

8홀
(HIO홀)

3
180

158
8A 17홀 3

149

135
17B

9홀 4
337

314
9A 9B 18홀 5

450

436
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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