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EASIA™ 2018  큐 스쿨 참가 신청서 ( 쿠알라 룸푸, 말레시아) 

날짜: 2018 년 5월 28일 – 6월 1일 

장소: 
Sultan Abdul Aziz Shah Golf & Country Club - SAASGCC 
No 1, Rumah Kelab, Jalan Kelab Golf 13/6, 40100, Shah Alam, Malaysia 

참가비: US$1,250 (스폰서 보조금)  + US$200 (5일 간 캐디 & 버기 피는 필수입니다.)   총금액: US$ 1,450 

접수마감: 2018 년 5월 25일 ( 금요일)  

게임방식: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참가 인원이 한 코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원을 초과할 경우, 원아시아가 임의로 한 곳이상의 

  장소/코스에서 본선전을 시행할 수 있다.  

*36홀 경기 후 80등 동점자까지 컷. 

참가자격 
a) 모든 프로 골퍼들; 

b) 마감일 기준으로 핸디캡 3 이하의 아마추어들. 

예상혜택 

원아시아 큐스쿨 우승자는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카테고리 4 번(원아시아 토너먼트 및 큐스쿨 

우승자)으로 일(1)년간 면제됨. 본 카테고리는 모든 원아시아 토너먼트(공동승인 대회 포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원아시아 큐스쿨 2-5위 선수들은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카테고리 7번으로 면제됨. 본 카테고리는 

대다수의 원아시아 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원아시아 큐스쿨 6-20 위 선수들은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카테고리 9 번으로 면제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선 마지막 36홀 스코어에 따라 등위가 결정됨. 

 

그 외 본선 대회를 끝마친 상기 등수 이후의 선수들에게는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카테고리 13 번 

(원아시아 큐스쿨 참가자들)으로 면제됨. 본 카테고리 선수들은 마지막 36 홀의 스코어에 따라 

등위가 결정됨. 

 

최종 1, 2, 3위 결정은 필요에 따라 홀 바이 홀 플레이 오프로 승자를 가리고 나머지 동점자들은 

카드 플레이 오프 - 베스트 마지막 36, 18, 9, 6, 3, 1 번홀 스코어로 등위를 결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홀 바이 홀 매치 플레이로 가린다. 

 

주: 카테고리는 원아시아 이사회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마추어 골퍼  경기 조건 
 

R&A Rules Ltd가 명시한 룰에 의거,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투어에서 시행하는 큐스쿨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마추어 자격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모든 대회에서의 상금수령을 포기한다는서명을 반드시 사전에 마쳐야 한다. 

이 서명은 큐스쿨 장소 현지 선수등록처에서 할 수 있다. 

 

상금수령 포기 서명을 한 아마추어 선수가 원아시아(또는 원아시아 파트너 투어)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순위로 

대회를 마쳤다면, 그 선수가 아마추어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원아시아 큐스쿨 본선에 참가를 원하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과 함께 참가비를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아래 이메일로 직접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rsong@oneasia.golf 
 
  
ENTRY FEE PAYMENT 
 

참가 신청서는 반드시 참가비 결제와 함께 접수되어야 합니다.  참가비가 결제되기 전에는 접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가비는 은행송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선수의 

이름이 아닌 타인계좌로 송금시 참가선수의 이름을 꼭 넣어주시기바랍니다. 

 
WITHDRAWALS 
 

참가 취소시 반드시 원아시아로 통지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 ( 2018년 5 월 25일) 이전에 취소를 통지할 경우 참가비 전액 환불 

접수 마감일 ( 2018년 5월 25일) 이후에 취소를 통지할 경유 US$1,000 환불 

사전 통지 없이 무단으로 티 박스에 나오지 않을 경우, 참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으며 더불어 경우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도 있음. 

 

엔트리 통지 
 

참가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신청서및 관련서류 접수와 함께 참가비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참가자 

에게 엔트리가 확정되었다는 안내문을 발송함. 

 

연락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어/한국어 – Rachel Song  rsong@oneasia.golf   +852 2523 3660 

 

**원아시아는 언제라도 퀄리파잉 스쿨의 대회 진행 및 경기방식 그리고 컷 레벨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뭘리파잉 스쿨의 명시된 홀 갯수만큼 경기를 마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명시된 홀 갯수보다 

적게 경기가 끝난 경우에는 원아시아의 재량으로 적은 홀 갯수로 마치거나 또는 큐스쿨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 

니다. 

 
 

결제방법 

 

참가비는반드시  은행송금(TT)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Beneficiary Name:  One Asia Group Limited 
Account No: 57601723502 
Bank Name:  RHB BANK BERHAD  
Bank Code: 7366 
Branch Name & Code : Jalan Besar Branch (00005) 
Bank Address: 10 Jalan Besar, #01-03 Sim Lim Tower, Singapore 208787 
SWIFT CODE : RHBBSGSG 
   

송금인의 신원확인이 용의하도록 송금영수증에 참가선수 이름을 기재하여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송금시 발생하는 제수수료 ( 수취인 수수료 포함)는  선수 본임부담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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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큐스쿨 참가 신청서 

 
 

본인은 본선에 참가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하는 칸에√ 표를 하시오) 

□ 장소: Sultan Abdul Aziz Shah Golf & Country Club – SAASGCC - Malaysia 

개인 신상 

성 명 

이름 ( 별명 이나 대회때 불리고 싶은 이름) 

국적 ( 여권) 생년월일(일/월/년도) 

주소 

거주국가 우편번호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주소 

 

참가선수  세부사항 

선수자격:  프로   아마추어 

프로인 경우, 프로전향 날짜 (일/월/년도) 

프로선수협회 또는 프로투어의 회원인가요?  예  아니오 

만약 회원이라면, 소속된 투어나 협회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아마추어인 경우, 현재 핸디캡 

주의: 참가자의 핸디캡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당국가의  골프 관련 협회 또는 조직에서 발급한 공식 핸디캡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명:                  날짜:      

본 신청서를 복사하여 본인의 기록 보관용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본 신청서는 선수 본인의 원아시아 세금  

인보스입니다. 

 

                                                        리마인더: 마감일은 2018년 5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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