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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시즌

◈ 평균상금액 ‘2017 6.9억원’ → ‘2018 7.4억원’

- 10개 대회 총상금 증액

◈ 총상금 5년전 대비 약 51% 증가

2019 시즌

◈ 국내 2개, 해외 2개 신규대회 개최 협의 중

→ ‘역대 최대 규모 시즌’ 예상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2개

27개

29개
32개

■ 대회 수
206억+@

■ 총 상금

30개

131억

165억

185억

212억 207억 206억

28개

28개+@

‘상금증액+신규대회 개최’를 통한 정규투어 질적성장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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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19개

12.8억

26.9억

22개

2016 2017 2018

16개 16개

20개

4.8억 4.8억

6.4억

2016 2017 2018

10개

6.1억

13억

13개

- 2018년 21개 대회, 총상금 26.9억원

- 전년 대비 총상금 약 3억원 증가

- 2018년 20개 대회, 총상금 6.4억원

- 전년 대비 총상금 1억 6천만원 증가

- 2018년 18개 대회, 총상금 13억원

- 전년 대비 대회 수 2개 증가

23.8억

21개

14.5억

15개

Champions Tour

스폰서들의 지속적인 투자로 투어 경쟁력 강화

■ 대회 수

■ 총 상금

■ 대회 수

■ 총 상금

■ 대회 수

■ 총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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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SION OF KL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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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o.1 Tour
투어의

지속성장확립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 강화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CSR)

회원교육
프로그램및
복지제도강화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5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KLPGA투어
7

2. VISION OF KLPGA



(2026-2028) 

(2018-2021) 

〮투어규모∙인프라질적강화

〮기존사업∙파트너십기반강화

〮국가별∙업종별파트너십유치및확대

〮정규투어30개-총상금300억이상

〮대회운영내실화∙투어별체계확립

〮국내파트너십해외진출확대

(국내 스폰서의 해외 대회 유치 등) 

〮해외거점∙현지기반강화(해외지사 설치)

〮정규투어33개-총상금400억이상

(2022-2025) 〮세계 최고 수준 투어 위상 확립
(상금 규모, 개최지∙참가자의 다국적화 등)

〮 국내외 파트너십 기반 공고화

〮해외 거점과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정규투어35개-총상금500억이상

글로벌 No.1 투어
(Global Leadership)

세계 2대 투어 도약

(Expansion) 
아시아 골프 허브
(Consolidation)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실현하는 글로벌 No.1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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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변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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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원 탄력적 운영

1~2R 조편성 기준

시드권 부여 기간 변경

- 최소 102명 ~ 최대 144명

※일출, 일몰 시간 및 중계방송 시간 등을 고려

- 방송조(마지막 조 제외)선수를 순서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대회별 이슈 및 다양한 흥미요소 고려

- 일반대회(2년간 → 2개 시즌) / 메이저대회(4년간→3개 시즌) / 全(전) 메이저대회(10년간→5개 시즌)

- 시드권 보유자가 연간 3개 대회 미만 출전시 1개 시즌씩 시드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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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변경 규정 - 정규투어



특별 시드권 부여

추천프로 자격요건 강화

프로암 참가 선수 기준 - 주최측

- 해외투어 활동 중인 KLPGA 회원(단, 미국, 일본 풀시드권자에 한함), 외국인 선수 중

신청자 대상으로 기준 심사 및 의결을 통해 다음연도 1년간(시즌) 시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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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투어 상금순위 120위 이내자 / 시드순위 100위 이내자

- 드림투어 상금순위 70위 이내자

- 각국 여자프로골프투어 상금순위 100위 이내자

- 상기 사항 외에 최대 1명 가능 ※당해연도 입회자도 가능 (정회원에 한함)

- 추천 1일 7명 이내

- 대회 주최 측의 소속선수, 해외 활동 선수는 추천인원에서 제외(Ex. 추천 7명+ α)

3. 신규/변경 규정 - 정규투어



프로암 대회 불참 시 징계기준

해외투어 참가 제한

동일대회 2년 연속 불참 제한

- 초청된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 6개월 간 출장정지(벌칙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 정규투어와 동일한 기간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해외투어 출전은 한 시즌 최대 3회까지 가능

단, KLPGA 메이저대회와 해외투어가 겹칠 경우, 메이저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

- 규정 위반 시, KLPGA 공식대회 최대 10개 대회까지 출장정지 + 벌칙금(10만원~최대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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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대회 참가자격자가 2년 연속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벌칙금 1,000만원

3. 신규/변경 규정 - 정규투어



글로벌화를 위한 IQT 규정

해외선수 특별추천 규정

KLPGA 공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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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T 우승자 : 차년도 정규투어 KLPGA챔피언십 대회 유자격 참가

- IQT 참가선수 전원(아마 제외) 해외선수 특별추천규정에 따름

- 선수 1명 당 상, 하반기 각각 5회(연간 총 10회) → 1개 시즌 당 총 10회

- 특별추천 인원은 대회당 4~6명

- KLPGA 회원은 각종 대회 또는 행사에 1명 이상 참가를 할 경우 협회의 ‘각종 대회 또는 행사 공인 기준’

규정을 따라야 함

3. 신규/변경 규정 - 정규투어



우승자 상금요율 변경

드림투어 운영방식 변경

드림투어 활성화를 위한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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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각 디비전별 순차 운영 4개 골프장을 순차적으로 운영

④ 군 산 ①
⇗ ⇘

무 안 휘닉스

③
⇖

백 제
⇙

②

군산 → 휘닉스 → 백제 → 무안

- 드림투어: 20%→ 18%

- 점프/챔피언스 투어 : 18% → 15%

- 차기년도 정규투어 시드권 부여 자격 기준 : 드림투어 최종 상금순위 6위→ 20위

3. 신규/변경 규정 – 드림/점프/챔피언스 투어



드림투어 연간 시드권 부여 기준

챔피언스투어 연간 시드권 부여 기준

챔피언스투어 상금 분배 인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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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드림투어 최종 상금순위 40위 → 50위

변경 전 변경 후

최종 라운드 60위까지
총 상금 1억원 이상 : 최종 라운드 70위까지

총 상금 1억원 미만 : 최종 라운드 60위까지

- 전년도 챔피언스투어 최종 상금순위 40위 → 50위

3. 신규/변경 규정 – 드림/점프/챔피언스 투어



4. KLPGA 지원사항



〮 [SBS골프]와 5년(2017~2021) 중계권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미디어 노출

〮 정규투어 전 대회 생중계 / 드림, 점프, 챔피언스 투어 녹화 중계 실시

〮 스폰서 패키지 2016년 기준으로 5년간(2017~2021) 동결

〮 예비일 or 최종일 종료 후 잔여 라운드 진행 시 SBS골프가 비용을 부담

안정적인 방송중계 환경 조성 현행

<2018 시즌 SBS골프 중계진><2018 SBS골프 중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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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대회별특색과다양한선수가부각되는중계방송제작

4. KLPGA 지원사항



〮 전체 투어 라운드당 생수 및 음료 1~3천개 지원 <롯데칠성>

〮 ‘THE K9’ 홀인원 차량 지원 <기아자동차>

〮 엠뷸런스, 응급구조사(간호사), 의료기기 등 현장 의무 지원 <올림픽병원>

<‘THE K9’ 홀인원 수상> <대회장 내 올림픽병원 엠뷸런스><대회장 내 비치된 아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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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공식시계, 항공등 마케팅파트너확대유치

4. KLPGA 지원사항

KLPGA 파트너 서비스 지원 현행



〮 골프티/디봇수리기 : 전체투어 참가선수 전원 제공

〮 위너스 타올 : 전체투어 우승자 제공

〮 로고 볼 : 정규투어 프로암 참가자 제공

〮 스폰서 기념액자 : 전체투어 대회스폰서 제공

<선수 지원물품> <위너스 타올> <스폰서 기념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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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LPGA 지원사항

스폰서 및 선수 지원물품 제공 현행

발전방안 선수및스폰서만족도제고를위한지원물품확대



〮 VIP Hospitality ‘KLPGA 플라자’ 설치

〮 선수 편의를 위한 ‘플레이어 라운지’ 설치

〮 갤러리 홍보용 ‘케이버스’ 운영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케이버스

CreaS F&C KLPGA 챔피언십
KLPGA 플라자

한화클래식
플레이어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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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스폰서와협의하여대회에적합한신규이벤트기획

4. KLPGA 지원사항

메이저대회 이벤트 지원 현행

※이벤트 비용 협회에서 부담



〮 대회별 이슈를 부각시키는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각종 주요기록, 주요선수 인터뷰, 이벤트 및 기타 홍보 포인트

〮 포털사이트 골프뉴스, 각종 SNS에 업로드하여 홍보

<주요대회 특징 소개> <대회 이벤트 소개> <선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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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대회의특색과분위기가반영되도록카드뉴스업그레이드

4. KLPGA 지원사항

대회 홍보 카드뉴스 제작 현행



〮 ‘KLPGA 기록실 + 미디어가이드북’에 기초한 빅데이터 통계 센터

〮 타겟 유형별(스폰서, 갤러리, 미디어, 선수 등) 최적화된 데이터 서비스 제공

〮 KLPGA 경기 기록의 빅 데이터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재설계

<데이터센터 – 투어기록 페이지> <데이터 센터 – 대회기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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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세부검색이용이하도록 사용자편의성지속향상

4. KLPGA 지원사항

KLPGA 데이터센터 구축 신규

※2018년 12월말오픈예정



〮 정규/드림/점프/챔피언스 투어를 아우르는 통합 랭킹 시스템

〮 KLPGA 주최/주관 대회에 출전하는 국내외 전체선수에게 순위를 부여

〮 새로운 랭킹 시스템 도입으로 대회 흥행 및 이슈 메이킹에 일조

<롤렉스랭킹 페이지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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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투어별특성을강화하고, 미디어및골프팬의관심을유도

4. KLPGA 지원사항

K-랭킹 시스템 구축 신규

<롤렉스랭킹 페이지 참고 2>

※ 2019년 1~2월시범운영, 3월오픈예정



〮 대회 로고, 톤 앤 매너를 반영한 ‘대회 기념상품’ 기획

〮 공식 라이센싱 파트너를 통한 ‘프로암 패키지’ 개발

〮 KLPGA 정규투어 국내대회(제주도 제외)에서 상품판매 진행

<KLPGA 라이센싱 제품 – 캐릭터 라인(예시)> < CreaS F&C KLPGA 챔피언십 – KLPGA SHOP 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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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스폰서및갤러리니즈에부합하는다양한상품개발

4. KLPGA 지원사항

KLPGA 라이센싱 제품 개발 신규



〮 KLPGA 홈페이지 내 별도 이벤트 전용페이지 개설

〮 각 대회의 경품이벤트, SNS이벤트, 팬사인회 등 각종 이벤트를 노출

〮 KLPGA 앱 푸시메시지와 병행하여 대회 이벤트 홍보효과 극대화

<한국배구연맹 – 이벤트 전용 페이지 운영 중> <KLPGA 앱 푸시메시지를 활용한 이벤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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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대회별이벤트를효과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업데이트

4. KLPGA 지원사항

이벤트 전용 페이지 개설 신규



5. KLPGA 요청사항



〮 별도 주차공간 마련 및 특별배너 설치 요청

〮 추가 식사쿠폰 지원

〮 야디지북 무상 제공

K-10 선수 편의사항 지원

〮 스코어 접수 시 외부 공간과 구분된 단독적인 공간 요청

〮 선수들이 팬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

- 스코어카드 접수 직후 사인, 사진촬영 등 팬서비스 제공

공식 스코어접수처 설치

<스코어접수처 예상 이미지><K-10 선수 별도 주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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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LPGA 요청사항



〮 전 대회 참가인원 및 대회장 전년도 12월까지 확정

〮다음 시즌 대회일정 발표 시 참가인원 및 대회장 함께 공지 예정

〮 대회개최 6개월 전 1회, 한달 반 전 1회 총 2회 코스답사 진행

참가인원 및 골프장 연말확정

〮 첫조 티오프 2시간 전, 대회 종료 후 1시간까지 운영

〮 운영시간 고정으로 선수들의 혼선을 차단

〮 운영시간을 고정해 참가선수들의 형평성 개선

드라이빙 레인지 운영시간 고정

<대회장 드라이빙 레인지 모습> <투어세미나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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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LPGA 요청사항



〮 스코어 접수처 인근에 별도 인터뷰 공간 마련

〮 분리된 공간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도록 백월, 차단봉 지원

〮 미디어 서비스 개선으로 취재기자 만족도 향상

스탠딩 인터뷰존 마련

〮 공식연습일에 주요선수 기자회견(인터뷰) 진행

〮 선수섭외, 사진촬영, 자료배포 등 협회 지원 가능

〮 대회 개최 전 흥행 분위기 조성 및 보도자료 다각화

사전 기자회견 개최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중도해지OK정기예금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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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LPGA 요청사항



〮 선수와 가깝게 갤러리가 위치할 수 있도록 설치

〮 갤러리 만족도 제고 및 관람서비스 개선이 목적

갤러리 로프 페어웨이 안쪽으로 설치

<PGA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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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LPGA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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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LPGA 요청사항

11.0

20.4

33.9

26.7

8.0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 단위:  % >

31.4

주차장 등 교통시설

12.3

22.8

32.1

26.1

6.7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 단위:  % >

35.1

화장실 등 위생시설

10.8

23.9

40.1

20.4

4.8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 단위:  % >

34.7

식음료 가격

〮 주차가능 공간 부족 문제

〮 갤러리 주차장→대회장 이동이 어려움

〮 화장실 수 부족 및 접근성이 낮음

〮 위생에 대한 불만 다수 존재

〮 식음료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음

〮 가격과 더불어 식사공간 협소 문제 제기

갤러리가 요구하는 서비스

※기준 : 2017년 시즌 정규투어 3개 대회, 총 775명 갤러리 대상 설문조사(더폴스타)



관전 스탠드 확대전홀 휴지통 비치간이의자 제공갤러리 셔틀버스 운행

〮 갤러리 주차장 위치 안내 철저

〮 주차장↔대회장 셔틀버스 간격↓

〮 갤러리 스탠드 확대

〮 갤러리 스탠드 안전하게 설치

〮 간이의자에 대한 수요 ↑

〮 갤러리의 관람편의 ↑

〮 갤러리용 휴지통 비치

〮 휴지통 위치 명확히 표시

대회장 방문부터 관람까지 편리한 갤러리 서비스 제공

갤러리 관람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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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LPGA 요청사항



갤러리 응급 의료 지원화장실 편의 제공 유모차/휠체어 대여수유실/기저귀 교환대

〮 화장실 수 증대 및 위생관리 철저

〮 코스 중간중간에 간이 화장실 설치

〮 가족단위 갤러리를 위한 서비스 향상

〮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장 서비스 구축

〮 갤러리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 지원

〮 갤러리 프라자 내 의료지원 공간 마련

갤러리를 위한 종합적인 편의 서비스 제공

갤러리 편의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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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LPGA 요청사항



갤러리 편의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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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LPGA 요청사항

식음료 및 피크닉 존을 확대하여 갤러리 만족도 제고

식음료 서비스 확대 피크닉 존 운영

〮 다양한 메뉴의 간편한 먹거리 편성(패스트 푸드, 분식, 커피, 주류 등)

〮 피크닉 테마 공간 구성(돗자리, 비치 파라솔 등)



Any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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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KLPGA 투어 규정 관련 세부내용

[ 정규투어 ]

1. 정규투어 참가인원(Field Size)

2. 정규투어 1~2R 조편성 규정          

구 분 내 용

마지막 조

가. Defending Champion

나. 직전대회 우승자 

다. 상금랭킹 순위 순 또는 ROLEX 랭킹 상위 순

마지막 앞 조

(방송조)

대회별 이슈 OR 다양한 흥미요소를 고려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선수를 순서에 관계없이 편성할 수 있다.

 - 당해연도 우승자

 - 전년도 OR 당해연도 상금순위 LPGA 50위, JLPGA 30위, LET 30위 이내자

 - 대회 주최사 소속 프로 3명 이하에 한하여 주최사 요청 시 방송조 편성

 - 스토리텔링 조(ex : 상금랭킹, 신인상, 해외선수 등 언론이슈 용)

 - 당해연도 상금순위 순(단, 시즌 3번째 대회까지는 전년도 상금순위 순)

 - 상기사항 외에 협의를 통해 약간 명의 선수를 방송 조에 편성 할 수 있다.

 ※ 방송조 이외 Random 편성

 ※ 방송조 : 10개조 이하

실시 시기 2019 시즌부터 실시

구 분 내 용

참가인원 기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2~120명 102명~144명 102명~144명 102명~144명 102명~132명 102명~120명 102명~108명 102명

일출 : 05:58

일몰 : 19:06

일출 : 05:24

일몰 : 19:33

일출 : 05:11

일몰 : 19:54

일출 : 05:23

일몰 : 19:52

일출 : 05:48 

일몰 : 19:25

일출 : 06:13

일몰 : 18:41

일출 : 06:39

일몰 : 17:56

일출 : 07:10 

일몰 : 17:22

※ 해당 월 정의 : 본 대회 1R를 기준으로 함

가. 일반대회 : 일출, 일몰시간 및 중계방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102명에서 최대 144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최소 102명 / 108명 / 120명 / 132명 / 최대 144명)

나. 유자격(Limited Field) 및 해외 공동 주관대회의 경우 별도 규정 및 협의에 따른다.

실시 시기 2019 시즌부터 실시



- 2 -

3. 정규투어 우승 시 시드권 부여 기간 변경

4. 정규투어 특별 시드권 부여
구 분 내 용

특별시드 적용대상
- 해외투어 활동 중인 KLPGA 회원(단, 미국, 일본 풀시드권자에 한함)
- 순수 외국인 선수

시드 부여 인원 - 약간 명

초청 / 추천
- 추천/초청 횟수 미 적용(횟수 제한 없음)
- 공식 상금랭킹 및 기타 기록 누적 처리 (공식랭킹 적용)

 단, 특별시드권 부여 대상자 이외 일반 초청/추천 선수는 기존 규정에 따름

출전자격 기준 - 출전자격자 리스트 10번 카테고리

적용 기준

1) 상기 특별 시드권 부여 대상자 중 공식 상금랭킹 상위 0명 
   (인원수 : 약간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시드권 부여

- 심사 기준 항목
․ 당해 KLPGA 상금랭킹 및 누적 상금액
․ 과거 KLPGA 대상 시상식 수상 내역
․ 과거 해외투어 수상 내역
․ 과거 KLPGA 투어 누적 취득 상금액
․ 과거 해외투어 누적 취득 상금액
※ 상기 특별시드적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특별 시드권 부여

부여 기간 - 다음연도 1년간(시즌)

심사 절차 - 선수신청 → 적용기준 및 시드부여인원 심사 (집행부) → 이사회 의결 → 시드권 부여

실시 시기 2019년 시즌부터 시드권 부여

구 분 대 회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시드권

부여 기간

일반대회 해당 시즌 + 2년간 해당 시즌 + 2개 시즌
* 추천/초청자 우승 시 해당시즌 

  + 1개 시즌 시드권 부여
메이저대회 해당 시즌 + 4년간 해당 시즌 + 3개 시즌

全(전) 메이저대회 해당 시즌 + 10년간 해당 시즌 + 5개 시즌

시드권 소멸
시드권 소멸

(시드권 보유자)
-

- KLPGA 정규투어 시드권 보유자가 KLPGA 투어 대회에  

  연간 3개 대회 미만 출전시 1개 시즌씩 시드권 소멸. 

  단, 출전대회는 공식기록 인정 대회에 한함.

- 해외투어 진출선수 포함 

- 산휴, 부상자 시드권 연장자 제외

- 소급적용 제외  

실시시기 - - 2019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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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규투어 추천프로 자격요건 강화

6. 정규투어 본대회 프로암 참가 선수 기준

구 분 내 용

회원

1) 대상자 : 정회원에 한하며, 당해연도 입회자도 가능

2) 추천자격

   - 정규투어 상금순위 120위 이내자

   - 정규투어 시드순위 100위 이내자

   - 드림투어 상금순위 70위 이내자

   - 각국 여자프로골프투어 상금순위 100위 이내자

   - 상기 사항 외에 최대 1명 가능

3) 대상기간 : 대회개최 4주전 화요일 기준 ~ 2년 이내

4) 대상대회 : KLPGA 주최·주관대회에 한함

※ 당해연도 입회자 먼데이(정규투어 대회 별도 예선전) 참가 가능

비회원

(국외프로포함)

1) 해외투어 라이센스 소지자 중 과거 2년(대회개최 4주전 화요일 기준) 내에 각국 여자프로골프투어 상금순위100위 이내자

2) 월드랭킹 200위 이내자(대회개최 4주전 화요일 기준)

3) 해외선수 특별추천 자격요건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실시 시기 2019 시즌부터 실시

구 분 내 용

기준

가. 명예의 전당 헌액자

나. 디펜딩 챔피언

다. 대회 주최 측 추천 1일 7명 이내

    1) 프로암 2일인 경우 총 14명 이내 추천 가능

    2) 대회 주최측의 소속선수, 해외 활동 선수는 추천인원에서 제외(EX. 추천 7명+α)

라. 당해연도 시즌 우승자

마. 상반기(시즌시작~7월) : 전년도 시즌 상금순위 30위 이내자, 당해연도 시즌 상금순위 순으로 결정

바. 하반기(8월~시즌 종료) : 당해연도 시즌 상금순위 순으로 결정

실시 시기 2018 시즌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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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규투어 프로암 대회 불참 시 징계기준

8. 해외투어 참가 제한 규정

9. 정규투어 동일대회 2년 연속 불참 제한 규정

구 분 내 용

내용 정규투어 프로암 대회에 의무적으로 초청된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징계기준 6개월 간 출장정지를 부과(벌칙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장정지가 부과되며, 이와 병행하여 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징계처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응할 경우 별도의 심의에 의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단, 파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6개월 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되, 벌칙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파. 정규투어 프로암 대회에 의무적으로 초청된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실시 시기 2018년 8월부터 실시

구 분 내 용

해외 투어
KLPGA 정규투어 선수 중 정규투어와 동일한 기간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해외투어의 출전은 한 시즌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 

단, KLPGA 메이저대회가 해외투어와 동일한 기간에 개최될 경우, KLPGA 메이저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징계 내용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KLPGA 공식대회 최대 10개 대회까지 출장정지가 부과되며, 이와 병행하여 벌칙금(10만원 ~ 최대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예외 사항
해외투어 풀 시드권 자는 예외로 한다. 

단, 최초 발표된 KLPGA의 시즌 대회 수 기준, 정규투어 대회 30%(반올림) 이상 참가한 선수는 해당 시점부터 KLPGA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실시 시기 2019 시즌부터 실시 

구 분 내 용

규정적용 대상자 해당대회 참가자격자가 2년 연속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대상 대회 한국여자오픈을 제외한 KLPGA가 주관하는 정규투어 전체(해외개최 대회 포함)

징계 내용 벌칙금 1,000만원 

정당한 사유 천재지변, 친가 및 외가의 4촌 이내 친척 결혼 또는 사망, 출산, 결혼, 입원치료 등

예외 사항

가. 당해연도 해당대회가 차기연도에 미 개최하고, 차차기연도에 대회개최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해외투어 유자격 선수, 협회 비회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해외투어 유자격 선수
       - 해외투어 시드권자 및 시드순위자로 대회 유자격으로 출전한 자
       - 해외투어의 해당대회 대회요강 상 명기된 KLPGA 자격 기준(KLPGA 상금순위 순 등)으로 출전한 자

실시 시기 2018 시즌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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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LPGA투어 글로벌화를 위한 IQT 규정

구 분 내 용

자격

부여

기준

정규 투어

가. IQT Stage1 종료기준 상위 30% 이내자: 정규투어(예선) 시드전 참가

나. IQT Stage1 우승자: 차년도 정규투어 KLPGA챔피언십 대회 유자격 참가

다. IQT Stage1 종료기준 1~3위 선수 차년도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면제(본선 직행)

드림 투어

가. IQT Stage1 종료기준 상위 60% 이내자: 드림투어 시드전 참가

나. IQT Stage1 종료기준 1~5위 선수: 차년도 드림투어 연간 시드권 부여

다. IQT Stage1 종료기준 6~10위 선수: 차년도 드림투어 시드전 예선 연간 면제

점프 투어
가. IQT Stage1 종료기준 상위 60% 이내자: 점프투어 시드전 참가

나. IQT Stage1 종료기준 6~10위 선수: 차년도 점프투어 연간 시드권 부여

추천

가. IQT Stage1 참가선수 전원

  1) 프로 : 정규/드림/점프투어 추천 선수로 본 대회 참가 가능(I-Tour회원 여부 관계없음)

   단, 정규투어 추천선수는 ‘KLPGA 정규투어 해외선수 특별추천규정’을 따름

  2) 아마 : 점프투어 추천 선수로 본 대회 참가 가능

나. 선수 1명 당 추천횟수는 연간 총 10회로 제한

다. 특별 추천 인원 : 대회당 6명 이내

  ※ 스폰서 추천 인원과 별개로 운영한다.

   Ex> 정규 인원 + 추천 인원 + 특별 추천 인원

  ※ 참가인원(Field Size), 일출일몰(시기,계절별) 등을 고려하여 대회 주최사와 협의 진행

자격 유지 기간

가. IQT Stage1 종료 직후 ~ 차년도 시즌 종료까지

나. 정규투어 시드순위 100위 이내 기록 시 차차년도 I-Tour 회원 자격 유지 및 차년도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예선) 참가 자격 부여

다. 드림투어 최종 상금순위 100위 이내 기록 시 차년도 I-Tour 회원 자격 유지 및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예선) 참가 자격 부여

참가비 USD 50

입회비 / 협회비
신규 1,000,000원 / 월 20,000원

자격 재획득 입회비 없음, 협회비 월 20,000원 납부

입회 절차

- IQT Stage1 통과선수는 정규/드림/점프 투어 시드전까지 I-Tour회원으로 

  입회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음I

- 상금 책정 대회 참가 시 I-Tour회원 입회 후 참가

   단, 정규투어 시드전은 상금이 책정되더라도 입회하지 않고 참가(상금은 순위에 따라 동일하게 수령)

IQT 면제 기준
전년도 USLPGA

상금순위 125위

전년도 JLPGA

상금순위 95위

전년도 LET

상금순위 45위

전년도 CLPGA

상금순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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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규투어 해외선수 특별추천 규정

구 분 내 용

해외선수 특별추천

자격요건

가. 순수 외국인인 자(혈연주의에 입각해 부모님 중 1명이라도 한국인인 경우 제외)

나. 프로 : 해외투어 라이센스 소지자 및 최근 3년(당해년도 포함)내에 각국 여자 프로 골프투어(단, USLPGA, JLPGA, LET 제외) 

          상금순위 100위 이내자 (당해연도는 대회 4주전 화요일 상금순위 기준)

다. 아마추어 : 소속국가 국가대표 또는 핸디캡 5 이하(소속 단체에 따라 핸디캡 증명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대회의 경기실적증명서

               첨부) 소지자

라. 상기 요건을 갖춘 자 외에 KLPGA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기록한 선수 중 약간명은 스폰서 추천없이 

    특별 추천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마. 선수 1명 당 추천횟수는 상, 하반기 각각 5회(연간 총 10회) 

    → 1개 시즌 당 총 10회(상,하반기 구분 없음)로 제한한다.

※ KLPGA 정규투어 전 대회 적용(단, 해외투어와 공동주관대회 및 한국여자오픈 제외)

특별추천 인원

대회당 4 ~ 6명

※ 스폰서 추천인원과 별개

※ 대회운영은 정규인원에 “+@” 형태로 운영한다. 

※ 참가인원(Field Size), 일출일몰(시기,계절별) 등을 고려하여 대회 주최 스폰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실시 시기 2018 시즌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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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LPGA 공인 기준

    

    cf) 각종 대회 또는 행사 공인 기준

장소 구 분
KLPGA 

주최 or 주관

KLPGA 

공식기록 인정
상금 유무 해당 대회 비 고

국내

공

인

공식 대회 O O O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챔피언스 투어 등 유사대회

- KLPGA 출전자격 리스트 상 시드권 및 시드순위자 

  60명 이상 참가(초청 또는 추천인원은 제외) 

  단, 외국협회와 Co-Saction 또는 Tri–

  Saction하는 대회의 경우 KLPGA 회원 30명 

  이상 참가 하여야 공식기록 인정

비공식 대회 O / X X O / X
더퀸즈, 드림투어 왕중왕전,

정회원 선발전 등 유사대회

해외투어 대회 O / X O / X O - 해외투어가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경우

이벤트

대회 O / X X O
LF포인트 왕중왕전,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 트로피 등 유사대회

행사 O / X X X
각종 기업 이벤트 프로암 등 유사행사

(홍보용 캘린더 제작 포함)
- KLPGA 회원이 9명 이상 참가할 경우 공인 必

비

공

인

대회 X X O / X
스크린 골프 대회, 지역 단위 대회 등 

유사대회

행사 X X O / X
KLPGA 회원이 8명 이하로 참가하는 

이벤트 프로암 등 유사행사

구 분 내 용

KLPGA 공인 기준

가. KLPGA 회원은 각종 대회 또는 행사에 1명 이상 참가를 할 경우 협회의 ‘각종 대회 또는 행사 공인 기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금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나. 각종 대회 또는 행사의 공인료는 KLPGA와 주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관례 및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으로 한다.

다. 협회 경기위원 및 직원 파견은 KLPGA와 주최사가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징계 내용
KLPGA 회원이 ‘각종 대회 또는 행사 공인 기준’에서 정한 대회 또는 행사 중 공인을 못 받았거나, 안 받은 곳에 참여할 경우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최대 10개 대회까지 출장정지가 부과되며, 이와 병행하여 벌칙금(10만원 ~ 최대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예외 사항
해외투어 풀시드권자는 예외로 한다. 

단, 최초 발표된 KLPGA 투어의 시즌 대회 수 기준, 30%(반올림) 이상 참가한 선수는 해당 시점부터 KLPGA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실시 시기 2018년 11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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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점프, 챔피언스 투어]

1. 드림투어, 점프투어, 챔피언스투어 우승자 상금요율

2 드림투어 운영 규정 개정

3. 드림투어 활성화를 위한 특전 기준

          

4. 드림투어 연간 시드권 부여 기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드림투어 20% 18%

실시 시기 : 2019 시즌부터 실시점프투어

챔피언스 투어
18% 1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차기년도 정규투어

시드권 부여 자격 기준
드림투어 최종 상금순위 6위 드림투어 최종 상금순위 20위 실시 시기 : 2019 시즌부터 실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군산 → 휘닉스 → 백제 → 무안

각 디비전별 순차 운영

군산 → 휘닉스 → 백제 → 무안

군산-휘닉스-백제-무안

4개 골프장을 순차적으로 운영

④ 군 산 ①⇗ ⇘
무 안 휘닉스

③ ⇖ 백 제 ⇙ ②

실시 시기 : 2019 시즌부터 실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드림투어 연간 시드권 

부여 기준

전년도 드림투어 상금순위 

40위까지 기록한 선수

전년도 드림투어 상금순위 

50위까지 기록한 선수
실시 시기 : 2019 시즌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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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챔피언스투어 연간 시드권 부여 기준

6. 챔피언스투어 상금 분배 인원 기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챔피언스투어 연간 시드권 

부여 기준

전년도 챔피언스투어 상금순위 

40위까지 기록한 선수

전년도 챔피언스투어 상금순위 

50위까지 기록한 선수
실시 시기 : 2019 시즌부터 실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분배 인원 최종 라운드 60위까지
총 상금 1억원 이상 : 최종 라운드 70위까지

총 상금 1억원 미만 : 최종 라운드 60위까지
실시 시기 : 2019 시즌부터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