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TH KOCHAM CHALLENGE 2019! 

   < Charity Golf / Networking Gala Dinner > 

 

구  분 자선 골프대회 Networking Gala Dinner 

일  시 8월29(목) 11:00  17:30 8월29(목) 18:15  21:30 

장  소 
SICC ( Island Course ) 

Island Club Road/Venus Drive 

SICC The Grand Ballroom 

(3rd floor, Island Club House) 

인  원 144여명 430여명 

주  관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후  원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2. 자선행사 스폰서쉽 패키지 안내 

① 다이아몬드 파트너–후원금 S$15,000 & above  

<특혜> 

I. 다이아몬드 파트너로 특별대우 

II. 스폰서 포함 6명 골프참석  

III. 스폰서 포함 30명 만찬참석  

IV. 만찬참석자 2명은 G.O.H 와 같은 VIP테이블 배정 

V. 만찬식사 전 5분간 기업 PR 이나 상품/ 제품 프로모션 시간 제공 (사전 협의 필요) 

VI. 행사장 중요장소에 회사로고 및 배너 우선배치 

VII. 골프코스 중 한홀에 브랜드 A보드 설치 

VIII. 프로그램지에 회사로고 우선배치 및 간단한 회사소개 

 
 
 

 

② 플래티넘 파트너–후원금 S$10,000 ③ 골드 파트너–후원금 S$5,000 

<특혜> 

I. 플래티넘 파트너로 특별대우 

II. 스폰서 포함 4명 골프참석 

III. 스폰서 포함 15명 만찬참석 

IV. 행사장 중요장소에 회사로고 및 배너 우선배

치 

V. 골프코스 중 한홀에 브랜드 A보드 설치 

VI. 프로그램지에 회사로고 우선배치 및 간단한 

회사소개 

 

 

 

<특혜> 

I. 골드 파트너로 특별대우 

II. 스폰서 포함 3명 골프참석 

III. 스폰서 포함 10명 만찬참석 

IV. 행사장 중요장소에 회사로고 및 배너 우선배

치 

V. 프로그램지에 회사로고 우선배치  

 

④ 선택(Option) 1 (한 구좌당 S$2,500) ⑤ 선택(Option) 2 (한 구좌당 S$2,500) 



 

 

스폰서 포함 3명까지 골프 참석가능 

(싱가포르 저명인사 1인과 한팀 구성) 

+ 

스폰서포함 6명까지 만찬참석가능 

 

스폰서 1인만 골프참석가능 

+ 

스폰서 포함 10명까지 만찬참석가능 

⑥ 선택(Option) 3 (한 구좌당 S$2,800) ⑦ 선택(Option) 4 (개인) 

 

스폰서 포함 3명까지 골프 참석가능 

(싱가포르 저명인사 1인과 한팀 구성) 

+ 

스폰서포함 10명까지 만찬참석가능 

 

1인 골프+디너 : S$700 

Or  

1인 디너 Only : S$300 

골프홀스폰서쉽- 후원금 S$1,000 

 

한 홀에 회사홍보부스 설치 제품소개 및 경품행사 

Opportunity for signage, branding of a hole 
& marketing activity at that hole 
(Sponsors to provide materials). 

 

 보다 즐거운 행사 진행을 위해 경품협찬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만찬테이블배정은 행사신청 순으로 선착순 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사 주요일정 

① 자선골프대회 

구    분 행 사  내 용 

일    시 2019. 8. 29(목), 11:00  17:30 

장    소 SICC Island Course, 180 Island Club Road (S)578774 

참가인원 144여명 

프로그램 

11:00 

12:00 

12:30  17:30 

등록 (Bag Drop Point) 및 오찬 

기념촬영 및 경기규칙 설명 (Buggy Station) 

Tee Off (사이렌과 동시 시작) 및 경기 진행 

경기방식 샷건 방식 (18홀 동시 티오프), Peoria (Stableford) - 6 blind holes 

시    상 

Champion, Winner(Men and Lady), Longest(4), Nearest to Pin(18), Near 

the Line(13), Nearest to Pin(9) 

Hole in One 



 

 

② 만찬행사 

구    분 행 사 내 용 

일    시 2019. 8. 29(목), 18:15  21:30 

장    소 SICC The Grand Ballroom, 3rd Floor, Island Club House  

180 Island Club Road (S)578774 

참가인원 430여명 (복장: Smart Casual )  

프로그램 18:15  19:00 리셉션 오픈 및 등록 

19:00  19:40 개회 

19:40   만찬  

19:55  21:30 행운권 추첨  

기부금 전달 

골프대회 시상 

공연 

행운권 추첨  

 21:40  폐회 

 

4. 안내사항 

①  보다 즐거운 행사 진행을 위해 경품협찬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②  만찬테이블배정은 행사신청 순으로 선착순 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참가신청 : 참가 희망자는 별첨 참가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8월 8일(목)이전까지(가능하면 빨리 6/ 7월중) 이메일 신청 ->  

      신청이 접수 되면 ‘참가자 명단 양식’ 및 ‘후원금 인보이스’ 를 송부함 

④  문의처 :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사무국/담당자 : 서영수 사무국장 

(Tel. 6220-2220 Mobile. 9139-8011 / Email. info@korchams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