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디 등록 신청서

    1. 캐디 등록

    2. 캐디 관리 규정

      KLPGA 투어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대회 기간 동안 캐디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하며, 선수는 캐디를 관리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KLPGA투어 캐디 규정은 본 대회의 프로암, 공식연습일 및 본 대회에 적용된다. 캐디로 등록된 사람은 본 대회 주간 첫날부터 최종 

     결과가 게시되는 날 자정까지 모든 선수의 캐디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하우스캐디를 제외한 모든 개인 캐디는 매 대회 주간 첫날 전까지 캐디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캐디 등록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캐디는 해당 선수에게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 위반 시 선수 징계 : 1회 벌금 20만원, 2회 벌금 50만원, 3회 벌금 100만원

        나. 캐디는 본부에서 지급한 캐디복, 출입 비표를 경기 기간 동안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선수 징계 : 1회 벌금 100만원, 2회 실격 부과(1개 대회 기준)

        다. 대회 기간 중 캐디는 항상 복장은 단정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스파이크 골프화를 착용할 수 없다.

            2) 슬리퍼, 샌들을 착용할 수 없다.

            3) 대회 개최지에 따라 특정 색(色)의 옷은 제한될 수 있다. 

            4) 길이가 짧은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카고 스타일의 바지 등과 같이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노출이 심한 복장,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은 금지된다.

            - 위반 시 선수 징계 : 1회 벌금 20만원, 2회 벌금 50만원, 3회 벌금 100만원

        라. 캐디는 퍼팅 그린위에 앉거나 누울 수 없다. 

        마. 개인 캐디의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공식연습일 또는 코스가 개방되지 않은 대회 기간 중 캐디는 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스에 입장할 수 없다. 

        바. 캐디는 선수가 샷을 마친 즉시 코스 개선을 위해 디봇 정리, 벙커 정리를 하여야 한다. [단, 위반시 벌은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에 

            의해 선수에게 적용된다.] 

        사. 캐디는 대회가 개최되는 골프장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 캐디는 해당 본 대회(연습라운드, 프로암 제외)라운드 중 휴대전화 및 전자 기기를 이용할 수 없다. 

            [단, 경기위원 호출 비상 상황(응급상황) 발생 시 등 예외.]

        자. 대회 기간 동안 캐디는 대회 코스에서 플레이할 수 없으며, 공식 연습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차. 본 대회 기간 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프로암/공식연습일의 기간 중 선수 주차장이나 캐디에게 금지된 다른 구역에 주차

            해서는 안 된다. 

        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하우스캐디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협회를 통하여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타. 대회기간 중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KLPGA 명예가 훼손되는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협회는 해당 캐디의 캐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파. 캐디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벌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수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낼 때까지 캐디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캐디의 행위에 대한 경중은 협회에서 심의 후 KLPGA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기 본인은 캐디 관리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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