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시안 투어 Q 스쿨
※본 한국어 버전의 양식은 단순 가이드이며 영문안내문이 최종입니다.

Stage 1 (72 홀 예정)

2018 년 1 월 3 일 – 1 월 6 일
1. Rayong Green Valley Country Club, Rayong, Thailand

2. St. Andrews 2000, Rayong, Thailand
3. Silky Oak Country Club, Rayong, Thailand
4. Windsor Park & Golf Club (Course A & B), Bangkok, Thailand
Final Stage (90 홀 예정)

2018 년 1 월 10 일 – 14 일
1. Rayong Green Valley Country Club, Rayong, Thailand

2. St. Andrews 2000, Rayong, Thailand
2R 컷오프 후 1~2R 와 동일한 코스(Rayong Green Valley Country Club / St.
Andrews 2000)에서 2 라운드를 추가로 진행한다.
4R 컷오프 후 FR 는 Rayong Green Valley Country Club 에서 진행된다.
신청마감일 : 2017 년 12 월 20 일
1.

경기 방식
Q 스쿨은 2 차전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된다.
(A)

Stage 1

Stage 1 은 4 개의 코스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Final Stage 로
자동출전권이 주어진 선수 이외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적용된다. (자동 출전권에 대한 사항은 (B)항목 참고).
Stage 1
대회 일자 (72 홀)

:

2018 년 1 월 3 일 – 1 월 6 일

연습 라운드

:

2018 년 1 월 1 일 & 2 일

Stage 1 장소

i)

Rayong Green Valley Country Club.

ii)

St. Andrews 2000.

iii)

Silky Oak Country Club.

iv)

Windsor Park and Golf Club (Course A & B).

참가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코스를 선착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첫 예선전은 4 라운드 72 홀로 이루어 집니다. 36 홀 후 동점자 포함 80 위가 3R 에 진출한다. 만약
참가인원이 100 명 미만일 경우 참가인원의 2/3 로 컷 오프된다.
Final Stage 로 진출하는 인원수는 대회 중에 발표된다. Final Stage 진출은 동점자를 포함한다.

(B) Final Stage (90 홀 예정)
90 홀

:

2018 년 1 월 10 일 – 14 일

연습 라운드

:

2018 년 1 월 8 일 & 9 일

아래 해당하는 선수는 Final Stage 에 바로 참가할 수 있다.
a.

Asian Tour 면제 카테고리 선수가 아닌 1995 년 이후 Asian Tour Order of Merit 수상자

b.

2017 Asian Tour Final Order of Merit 기준으로 61 위 – 95 위로(동률 포함) 마무리한 선수.

c.

Asian Tour 면제 카테고리 해당선수가 아닌 2004 년-2016 년도 Asian Tour 각 대회 우승 선수

d.
e.
f.

2013-2016 Asian Development Tour Order of Merit 1 위 선수
2017 Asian Tour Order of Merit 에서 국가 면제 선수로 추천된 선수
2017 Asian Development Tour Final Order of Merit 에서 6 위에서 35 위까지의 순위로 마감한 상위 15 명의
선수.

g.

면제 해당 선수가 아니며, 2017 US PGA 투어 또는 European Tour Final Order of Merits 상위 125 위중 상위
5 명의 선수

h.

면제 해당 선수가 아니며, 2017 JGTO Final Order of Merit 상위 70 위중 상위 10 명의 선수

i.

면제 해당 선수가 아니며, 2017 PGA Tour of Australasia Final Order of Merit 상위 30 위중 상위 5 명의 선수

j.

면제 해당 선수가 아니며, 2016/2017 Southern Africa (Sunshine) Tour Final Order of Merit 상위 30 위 중
상위 3 명의 선수

k.

면제 해당 선수가 아니며, 2017 MENA Tour Final Order of Merit 상위 10 위중 상위 3 명의 선수

l.

면제 해당 선수가 아니며, 2017 PGA Tour Canada Final Order of Merit 상위 10 위 중 상위 1 명의 선수

m.

면제 해당 선수가 아니며, 2017 PGA Tour Latinoamerica Final Order of Merit 상위 10 위 중 상위 1 명의 선수

n.

면제 해당 선수가 아니며, 2017 년 시즌 종료 후 Asian Tour’s Career Money List 21-50 위의 선수

o.

Asian Tour Q 스쿨 조직위원회 추천선수

p.

다음의 아마추어 이벤트에서의 개인전 우승선수 : a) Eisenhower Cup

b) Nomura Cup

q.

2017 년 12 월 18 일 기준으로 월드아마추어 골프랭킹 상위 10 위 이내 상위 3 명

r.

Asia Pacific Golf Confederation 에서 추천된 아시아 선수 3 명

2

Final Stage 장소:
i)

Rayong Green Valley Country Club.

ii)

St. Andrews 2000.

5 라운드 90 홀 스트로크 플레이이며 최대 264 명의 선수가 2 라운드를 플레이한다. 36 홀 후 동점자 포함
140 위가 3R 에 진출한다. 72 홀 후 동점자 포함 70 위가 FR 에 진출한다. 상위 35 명 (동점자 포함)이 2018 시즌을
위하여 최종 선발될 것이다.
참고: 면제 카테고리 해당 선수가 아닌, 2017 Asian Development Tour Final Order of Merit 우승자는 자체
카테고리로 나눠진다. 2018 아시안투어 Q 스쿨 상위 4 명은 Q 스쿨 상위 35 위 카테고리에 첫번째, 세번째,
다섯번째, 일곱번째로 각각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2017 Asian Development Tour Final Order of Merit 2 위, 3 위,
4 위, 5 위 선수는 Q 스쿨 상위 35 위 카테고리에 두번째, 네번째, 여섯번째, 여덞번째로 각각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순위 1 위를 제외한 모든 타이기록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순위가 나눠진다:(a) 최종 36 홀 성적, (b) 최종 18 홀 성적, (c) 최종 9 홀 성적 (d) 최종 6 홀 성적 (e) 최종 3 홀 성적
그래도 동점이라면 최종 라운드 18 번 홀에서 역순으로 hole by hole 점수가 적용된다
1 위가 동점일 경우 연장홀 (hole-by-hole 방식) 플레이오프로 치뤄진다
5 라운드가 불가능할 시에는 4 라운드 이후에 결과 발표를 할 것이며, 4 라운드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분적/또는 전체 대회 일정을 옮길 수 있다.

2. 참가 자격
a)

모든 프로 골프선수.

b)

핸디캡 2.4 이하의 아마추어 골프선수 (대한골프협회 영문 핸디캡 증명서 필요)

c)

본 대회 참여를 위한 나이제한은 없으나 Asian Tour 나 Asian Development Tour 에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만 16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 R&A Rules Ltd 에서 재정한 아마추어 자격규칙에 따라, 아마추어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 서면으로
해당 경기에서 상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아마추어 자격규칙에 위반 없이 모든 프로투어의
퀄리파잉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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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마추어 골퍼가 처음으로 Qualifying School 대회에 프로로서 참가한 후 탈락 시 아마추어로서의 복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Amateur Status Committee 에서는, 첫 규정 위반이라는 전제 하에 선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3 개월 후 아마추어 골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재정 9-2b/3).

3.

참가 비용
US$2,000.00 (Stage 1 과 Final Stage 모두 포함된 금액임)
모든 참가 신청서는 참가 비용이 첨부되거나 계좌로 지불 후 제출해야 한다.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접수가 처리되지 않는다.

4.

참가비 납부 방법
은행송금과 신용카드 지불만 가능하다. 은행송금 시 송금비용은 모두 신청자 부담.
신청자 명의와 다른 명의로 지불할 시 아래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필히 송금주/카드소유주 명의의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해당 이메일에는 송금주/카드소유주의 이름(계좌/카드와 동일한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중요사항 : 모든 신청자는 카드납부 시 해당 카드에 충분한 잔액/잔여 한도가 남아있는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받는이

:

Asian Tour (Tournament Players Division) Pte Ltd

계좌 번호

:

260-356571-179

은행명

:

The HSBC(Singapore) Limited
21 Collyer Quay #02-01 HSBC Building,
Singapore 049320

Swift 코드

:

HSBCSGS2

(국제 은행코드)
Chips

:

9548

(국제 은행간의 결제 시스템)
결제내역 확인을 위해 송금/결제 후 참가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름이 적힌 영수증이나 결제처리 접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참가 신청서는 참가비와 함께 제출되야 하며, 해당될 경우 핸디캡 증명서도 첨부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
및 모든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져야 한다.
Asian Tour, Entries Department, Lot 1.01A, Block B, Wisma Prosper, Kelana Centre Point, No 3, Jalan SS 7/19,
47301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전화: (603) 7880 3714 팩스: (603) 7880 1141
이메일:

5.

Q-School2018@asiantour.com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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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은 2017 년 12 월 20 일 17 시 (말레이시아 시간, 한국시간 18 시)
참고 : 국가 면제 선수로 추천된 선수도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천받은 선수가 2017 Final Order of Merit
자격으로 Q 스쿨을 면제받게 된다면 새로운 선수가 추가 될 수 있다.
2017 시즌이 종료되는 순간 2017 아시안투어 상금순위와 61 위부터 95 위까지의 선수들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은 마감일안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6.

참가 취소
참가 취소시 Asian Tour Entries Department 에 통보해야 한다.
a. 2017 Asian Tour Final Order of Merit 에 따라 Q 스쿨 참가면제가 될 경우, 전액 환불된다.
b. 마감일 이전 취소 할 시에는 US$1,850 이 환불된다 (US$150 은 처리비로 환불불가)
c. 마감일 이후 취소 할 시에는 US$1,500 이 환불된다 (US$500 은 처리비 및 접수비용으로 환불 불가)
d. 마감일 이후라도 건강관련 이유로 참가 취소시에는 US$1,800 이 환불된다 – 진단서 필요 (US$200 은
접수비로 환불 불가)
e. 통보 없이 불참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징계여부 또한 결정될 수 있다. 티오프 후에는 환불
불가능

7.

참가 승인 통지
참가 승인은 Email 로 통지 될 것이며 예선전을 치르는 선수들은 해당 날짜와 장소 또한 통보 될 것이다.
접수마감 후 Stage 1 참가자는 배정된 경기장 및 기타 필요 정보에 대해 안내받을 것이다. Asian Tour 는 신청자의
통지확인 여부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신청자는 자신의 참가 여부와 장소 및 시간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다.
필요 시 날짜와 장소에 대한 선택권은 Asian Tour 에게 있으며, 한번 통보된 장소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8.

일반 규정
(a) The Asian Tour 는 상기 규정, 법, 참가승인여부 및 대회일정에 대해 언제든 (Stage 1 대회 중 이라도)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플레이 및 그런 소지나 기록 또한
참가에 대한 거절 통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b) 신청인은 본 2018 Asian Tour Qualifying Tournament 에 대한 참가 결정이 이에 적용된다. Asian Tour 와 Asian
Development Tour 의 회원 자격은 본 대회의 성적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시안 투어는 모든 회원신청자의
회원자격 부여 여부에 대한 결정 시 다른 합리적인 기준(성격, 행동, 재정, 책임 등)을 적용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안 투어에서는 재량에 따라 결정에 대한 별도의 사유 언급 없이 아시안 투어에 참가하는
모든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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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보험. 모든 선수는 사망 및 장애에 이를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개인상해보험을 가입할 개인적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모든 선수는 본인의 대회 참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상해 또는 피해에 대해 최소
USD 1,000,000 규모의 개인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고된다.
(d) 배상 및 면책. 참가자는 본인의 규정위반, 부주의, 고의적 부정행위, 불법행위 등으로 야기된 아시안투어의
모든 법적책임, 청구, 비용, 피해 및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
(e) 법적책임 면책사항. 참가자는 골프 종목에 내재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이해하며 아시안투어는 사망, 부상 및
기물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회 참가 중 일어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만
아시안투어의 기만행위와 직접연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클럽과 볼의 사양
(1) 클럽과 볼의 사양
(a) 적격 드라이버 헤드 리스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에는 반드시 R&A 가 발행한 현행 적격 드라이버 헤드 목록에 등재된 모델과
로프트가 확인된 클럽 헤드가 있어야 한다.
•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규정위반 클럽 소지 시 페널티 – 홀 당 2 벌타, 최대 4 벌타

•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규정위반 클럽 사용 시 페널티 – 실격

(b) 그루브와 펀치 마크 사양(재정 4-1/1)
선수의 클럽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 골프규칙에 따른 그루브와 펀치마크 사양에
부합해야 한다.
•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규정위반 클럽 소지 시 페널티 – 홀 당 2 벌타, 최대 4 벌타

•

만약 홀과 홀 사이 이동구간에서 규정위반 클럽 발견 시, 다음 홀에서 발견된 것으로 간주하여 벌타 부과

•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규정위반 클럽 사용 시 페널티 – 실격

(c) 볼의 사양(규칙 5-1 주)
(i) 적격 골프 볼 리스트
선수의 볼은 반드시 R&A 가 발행한 적격 골프 볼 목록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상기 규정 위반 시 페널티 – 실격
(ii) 원 볼 컨디션
라운드 중에 선수가 플레이하는 볼은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등재된 동일한 브랜드와 모델이어야
한다.(예외: 이 조건은 프로암, 이벤트성 골프대회에 참가하는 프로선수와 아마추어선수에게는
예외)

•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상기 규정 위반 시 페널티 – 홀 당 2 벌타, 최대 4 벌타

변형과 마모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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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합당한 클럽이 마모되어서 변형되었을 경우에도 규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클럽을
의도적으로 변형하거나 고쳤을 경우에는 새 클럽으로 간주하며 규정에 부합해야 사용 가능

10. 여행 및 숙박
Asian Tou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1. 공지
프로다운 품행 : 선수들 자신 스스로가 프로다운 매너로 행동해야 한다.
용모 : 선수들은 항상, 골프장이나 대회 행사에서 프로 골퍼로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투어의
결정에 맞는 의류와 개인 몸단장 모두 깔끔한 용모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선수들은 연습 라운드나 토너먼트 라운드시 데님 타입 청바지, 반바지와 티셔츠를 착용 할 수 없다.
또한, 선수들은 항상, 골프 클럽 복장 코드 및 클럽 하우스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12. 신규 회원 세미나 : 이 세미나는 모든 신규 회원(Final Stage 진출 선수)에 대하여 필수사항
대회의 규칙과 규정, 책임규약, 멤버십규정 등이 교육 될 것이다. 이에 맞추어 출발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신규회원 세미나는 2018 년 1 월 13 일(토)로 예정.

13. 미디어가이드북 프로필 작성 : Final Stage 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대회본부에서 프로필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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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8 ASIAN TOUR
2018 아시안 투어

QUALIFYING SCHOOL

Q 스쿨
APPLICATION FORM
참가신청서
(Please return this section only)
(이부분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INT NEATLY OR TYPE
정자체로 깔끔하게 입력 또는 수기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작성)
1.

NAME 이름………………………………………………………………………………………………………………
(FIRST) 이름

2.

(SURNAME/FAMILY NAME)성

HOW WOULD YOU LIKE YOUR NAME TO BE PUBLISHED IN THE DRAW?..………………………………………………..
이름이 출발시간표에 어떤 형식으로 표기되시기 바랍니까?
………………………………………………………………………………………………………………………………………………

3.

NATIONALITY (passport holder) (if UK please specify ENG, SCOT, WAL, IR or NIR) .………………………………………...
국적 (여권발급 국가) (영연방일경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또는 북아일랜드 중
하나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

CLUB / ATTACHMENT …………………………………………………………………………………………………………………..
클럽/소속

5.

MAILING ADDRESS (for correspondence) ……………………………………………………………………………………………
우편주소 (현주소)
………………………………………………………………………………………………………………………………………………

6.

CITY AND COUNTRY OF RESIDENCE ………………………………………………………………………………………………
거주국가 및 도시

7.

CONTACT TEL NO: (including international dialling codes)
연락처 (국가번호도 기재바랍니다)
Home ………………………………………………………..

Cell/Mobile ………………………………………………….

집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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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MAIL ADDRESS (valid e-mail address) …………………………………………………………………………………………….
(IMPORTANT Note: The venue allocation will be emailed to you)
이메일주소 (사용가능한이메일)
(중요공지: 참가승인 여부 및 일정통보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9.

DATE OF BIRTH………………………………………………………………………………………………………………………..
생년월일

10. INFORMATION
선수정보
(a) Are you a professional?

or an amateur?

프로골퍼
아마추어
(b) If Amateur-Current Handicap ………………………………………………………

Certificate Enclosed?

핸디캡 (아마추어한하여)
핸디캡증명서 첨부여부
(c) Of which PGA are you a member? ……………………………………………………………………………………………….
어느 PGA 멤버이십니까?
(d) Have you played in QS before and when? ………………………………………………………………………………………
과거 아시안투어 Q 스쿨 참가여부 및 언제였는지
11. I WISH TO ENTER VIA:
희망참가단계, 날짜 및 장소:
Stage 1, 3 - 6 January, 2018
i)

Rayong Green Valley CC, Rayong, Thailand

ii)

St. Andrews 2000, Rayong, Thailand

iii)

Silky Oak Country Club, Rayong, Thailand

iv)

Windsor Park & Golf Club, Bangkok, Thailand (Course A&B)

Please insert i), ii), iii) or iv) for your preferred course. There will be no guarantee that venue requests will be
honoured. Venue allocations will not be confirmed until the day after the close of entries.(빈칸에 자신이 원하는
1, 2, 3, 4 순위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경기장에 배정된다는 보증은 없습니다. 참가접수 마감
후 다음 날까지 코스배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2. EXEMPTIONS
Stage 1 면제
I am eligible to the Final Stage under category:
(Final Stage 에 직행하는 선수는 본인에게 알맞은 참가자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a
o

b
p

c
q

d
r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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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

k

l

m

n

13. PAYMENT METHOD
참가비납부방법
I am paying by
다음의 방법으로 지불하겠습니다
Bank Transfer

(Please submit remittance advice slip)

은행계좌송금

Credit Card
신용카드

(송금 통지 전표를 제출해주세요)

Note: Bank charges for bank transfers are to be borne by the applicant
참고: 은행 송금에 대한 은행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Credit Card Information – ONLY VISA & MASTER ARE ACCEPTED (NO AMEX CARD)
신용카드정보
Type of Card

–

카드 종류
Card Holder’s Name

비자와 마스터카드만가능 (AMEX 는불가)
Visa

Master

비자

마스터카드

카드소지자이름: ……………………………………………………..

Card No
카드번호
*CVC (Card Verification Code)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에 나와있는 마지막 3 자리

Valid From (mm/yy) _____________Expiry Date (mm/yy) ________________
발급일 (월/년)
만료일(월/년)
Amount : USD 2,000.00
금액 : USD 2,000.00
Cardholder’s Signature (as it appears on the card)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 ______________
카드소시자사인 (카드와동일해야함)

날짜

REMINDER – your entry will not be processed until your full entry fee has been received and banked.
주의 – 결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참가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I acknowledge the sole authority of the Tournament Committee and Board of the Asian Tour to establish the Qualifying School
Rules and Conditions as published in this application for entry and agree to abide by these and any amendments made by them
or persons acting with their authority, that may from time to time be made. 저는 Asian Tour 이사회와 위원회의 권한과,
규정, 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추후변경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 accept that I will abide by the decisions of the Tournament Committee, Board of Directors, Executive Chairman, Director of
Tour Operations or other authorised person. 저는 대회위원회, 이사회, 회장 및 투어 디렉터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동의 할 것을 서약 합니다.
I certify that I will conduct myself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Behaviour of the Asian Tour as specified in the current Asian
Tour Members General Regulations Handbook. Copies are available from Asian Tour HQ in Singapore and Operations Office in
10

Malaysia or from the Tournament Office at the Qualifying School venue. 저는 Asian Tour 규정과 프로로서의 기본규범 및
기본예의 규범에 따를 것에 대해 서약합니다. 기본예의 규범에 대한 핸드북은 Asian Tour 싱가폴 HQ,
말레이시아 운영사무소 또는 대회장소에 비치되어있습니다.
Asian Tour may collect, use and/or disclose the applicant’s personal data to process his application and where necessary for
business purposes. The collection, use and/or disclosure of personal data are governed by Asian Tour Personal Data Protection
Policy (“PDP Policy”) implementing the relevant law. The PDP Policy is posted on Asian Tour website. By submitting this application,
the applicant acknowledges he has read the PDP Policy and he agrees to it. 아시안투어에서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참가접수 및 기타 필요한 목적을 위해 수집, 사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집, 사용 및 제공은 Asian
Tour Personal Data Protection Policy(아시안투어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따릅니다. 이 규정은 아시안투어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상기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Applicant’s Signature : …………………………………………………….

Date : …………………………………………..

참가자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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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항목

다음 서류를 첨부하셨습니까?

a.

핸디캡증명서 (아마추어만 해당)

b.

은행송금영수증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알고계십니까?

a.

참가신청은 참가비 전액 납부와 핸디캡증명서(아마추어)가 첨부 되지 않았을 경우
처리되지 않습니다.

b.

장소통지는 마감일 후 2일 후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c.

참가신청서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읽기가 불가능할 시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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