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골프오픈 대회규정]
대회규정]
1. 개요
1) 본 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대회이다.
2) 본 대회를 마음골프의 "마음골프오픈" 이라 칭한다.
3) 경기방식은 샷 건(동시 티오프)으로 스트로크,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한다
4) 대회는 마커(MARKER)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한다.

2. 경기 매너
1) 티오프 시간 20분 전에는 티오프 준비를 한다
2) 본인이 속한 조 편성의 숙지 및 동반자를 사전 확인한다
3) 티 그라운드 및 그린(페어웨이 포함)에서 정숙 한다
4) 라운드 전에 휴대전화는 반드시 진동이나 꺼놓도록 한다
5) 상기 외의 경기 매너는 일반적인 매너에 따르도록 한다

3. 경기 룰
1) 티 그라운드
- 경기 중 티샷은 정해진 티 그라운드에서만 허용한다 (남자 : 화이트 티, 여자 : 레드 티)
- 골프 클럽세트와 골프 볼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고발발 클럽, 고반발 볼 허용)
- 첫 홀에서의 순서는 샷건 방식에 따르며 팀 내의 순서는 조 편성 순서대로 한다
- 티업은 티의 표지로부터 2클럽 이내이고 티 구역 밖에서는 플레이 할 수 없다
- 볼의 식별을 위해 본인 볼에 표식을 해야 한다
2) 페어웨이
- 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볼부터 플레이해야하며 그 홀의 승자가 다음 홀의 티업 우선권을
갖는다. 단, 순서가 잘못된 것에 대한 벌 타는 없다
- 플레이 중에 볼의 파손 시에는 마커에게 확인 후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 해야 하며 규칙에서 허가된 부분을 제외하고 볼을 만져서는 안 된다.
- 볼이 벙커나 워터해저드에 있을 때 샷을 하기 전에 클럽이 모래나 물에 닿아서는 안 된다.
3) 그린
- 그린 위에서는 볼을 집어 닦을 수 있으며 다시 놓을 때는 정확한 지점에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 그린 위에서 볼을 굴리거나 문질러서 그린을 시험하지 못한다.
- 본인의 퍼팅이 끝난 후 퍼팅 연습은 하지 못한다
- 볼이 홀 가장자리에 걸쳐있을 때는 10초 동안 기다리고 홀인 되지 않을 경우 플레이를 한다.
4) 경기규칙 및 로컬 룰

- 티 그라운드에서 플레이 한 볼이 OB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골프장이 정해 놓은 특설 티에
서 제4구의 플레이를 한다 (특설 티가 없는 경우 티 그라운드에서 잠정 구 플레이를 한다)
- 파3홀에서의 OB는 1벌 타 부과 후 그 자리에서 제3구의 플레이를 한다
- 페어웨이에서의 OB는1벌 타 부과 후 그 자리에서 다시 플레이를 한다
- 최초의 볼이 분실 또는 OB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잠정 구를 선언한 후 잠정 구를 칠 수 있다
- 워터해저드는 해저드 특설 티에서 제3구의 플레이를 하며 특설 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홀과 가깝지 않은 지점에 드롭한 후 플레이 한다
- 플레이 한 볼이 지면에 박히거나 흙이 묻어있는 경우, 볼을 닦은 후 리플레이스 한 후
경기를 진행한다.
- 볼이 그린 주변 벙커 타인의 발자국에 들어갔을 경우 발자국 수리 후 리플레이스
하여 플레이를 계속한다. 벙커내의 돌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다.
- 카트 도로에 볼이 있거나 스탠스가 카트 도로 걸리는 경우 플레이 방향과 관계없이
코스 쪽으로(페어웨이 제외)으로 무벌타 드롭 후 플레이를 한다.
- 플레이어는 한 홀의 플레이 중에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 홀과 홀 사이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 본 대회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컨시드존을 적용한다.
- 타수는 더블 파까지만 기록한다.
- 본 대회는 거리측정기 사용을 허락한다.
- 사용하는 클럽의 수는 14개를 초과할 수 없다.
- 동반자간 멀리건 허용 및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플레이어 포함 동반자 전원 실격 처리한다
- 본 대회는 마커(MARKER)제도를 도입하여 스코어 기재 및 룰 적용에 관한 사항은 마커와 협의
결정하고, 마커와 협의가 안된 경우는 두 볼 플레이를 한 후 경기위원에게 확인을 받는다.

4. 동점자 처리
[스트로크 방식]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 카운트백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 티 오프 홀에 관계없이 후반9홀(10H~18H) 스코어 합산으로 순위 결정
2) 1)의 경우가 비길 시: 후반9홀 중 뒤에서부터 6홀 스코어 합산으로 순위 결정
3) 2)의 경우가 비길 시: 후반9홀 중 뒤에서부터 3홀 스코어 합산으로 순위 결정
4) 3)의 경우가 비길 시: 18번 홀부터 역순으로 홀 별 점수를 비교하여 순위 결정
[신페리오 방식]
신페리오 방식으로 산출된 핸디캡으로 결정한다
1) NET 스코어 산출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로 한다
2)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 연장자에게 시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