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IN(Golf Handicap & Information Network) 사용 신청서 – 2021년용                   체육회 등록선수 용 
월드핸디캡시스템 적용(매일 핸디캡 업데이트)

선수명 (영문 기재 필수)

국문

성별 남(     ) , 여(    )

영문

2021년 체육회 등록 여부 등록(     ) , 미등록(    ) 선수 소속시도

이메일 (필수) 연락처

스코어 기록

※ 스코어는 최소 3개 이상 본인이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 스코어는 반드시 코스레이팅이 시행된 골프장(현황표 별첨)의 라운드 스코어만 입력 가능합니다.

별도 스코어 제출 필요 없음

위의 기재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GHIN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대한골프협회 귀중

Ÿ GHIN 사용료  :  1인당 3만원; 반드시 신청자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 사용기간: 2021년에 한함(신청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환불조건: 신청 후 15일까지 취소 요청시 전액 환불. 그 외 기간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Ÿ 송금계좌  :  335-910017-25304(하나은행, 대한골프협회) 

Ÿ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hdcp@kgagolf.or.kr) 제출

Ÿ 주소 및 연락처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74(문발동), 031-955-2255(담당: 안형국 과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GHIN의 사용 및 보도기사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계 법령조항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따라 고지하오

니,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GHIN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집/이용 항목]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이용, 보유 기간]  본 서비스 사용 신청 후 1년(첫 서비스 시행 1년 후 소각폐기)

                 (단, 기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GHIN(Golf Handicap & Information Network) 사용 신청서 – 2021년용                   체육회 등록선수 용 
월드핸디캡시스템 적용(매일 핸디캡 업데이트)

선수명 (영문 기재 필수)

국문 홍길동

성별 남( √ ) , 여(    )

영문 HONG Gildong

2021년 체육회 등록 여부 등록( √) , 미등록(    ) 선수 소속시도 경기도 

이메일 (필수) hdcp@kgagolf.or.kr 연락처 010-1111-1111

스코어 기록

※ 스코어는 최소 3개 이상 본인이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 스코어는 반드시 코스레이팅이 시행된 골프장(현황표 별첨)의 라운드 스코어만 입력 가능합니다.

별도 스코어 제출 필요 없음

위의 기재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GHIN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대한골프협회 귀중

Ÿ GHIN 사용료  :  1인당 3만원; 반드시 신청자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 사용기간: 2021년에 한함(신청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환불조건: 신청 후 15일까지 취소 요청시 전액 환불. 그 외 기간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Ÿ 송금계좌  :  335-910017-25304(하나은행, 대한골프협회) 

Ÿ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hdcp@kgagolf.or.kr) 제출

Ÿ 주소 및 연락처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74(문발동), 031-955-2255(담당: 안형국 과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GHIN의 사용 및 보도기사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계 법령조항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따라 고지하오

니,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GHIN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집/이용 항목]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이용, 보유 기간]  본 서비스 사용 신청 후 1년(첫 서비스 시행 1년 후 소각폐기)

                 (단, 기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작성 예시



GHINⓇ 사용을 위한 기본 안내

Ÿ 핸디캡 카드는 2021년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프로그램(GHIN)으로 사용합니다. 

Ÿ 핸디캡 자동 계산: 핸디캡은 매일 자동 계산됩니다. 스코어는 최소 3개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Ÿ 소유권:  GHIN 용어를 포함한 모든 소유권은 미국골프협회(USGA)와 대한골프협회(KGA)에 있으며, 기타 

핸디캡 산정 목적 이외의 특수 활동은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Ÿ 코스레이팅: KGA에서 시행한 코스레이팅, 슬로프레이팅 유효값이 있는 골프장의 스코어만 입력 가능합니

다. 골프장의 레이팅 값이 GHIN에서 표출이 안 될 경우 KGA로 문의바랍니다. 

Ÿ 활동 시즌: 우리나라의 활동 시즌은 365일 연중 매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골프장에서 언제나 

라운드 한 스코어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수 주의 사항 

Ÿ 사용자가 기록한 스코어 및 핸디캡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로 핸디캡 검토를 시행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확인될 경우 KGA에서 사용자의 핸디캡인덱스 조정 및 스코어 삭제 시행 – WD 표기)

Ÿ 스코어를 잘못 입력한 경우 반드시 단체의 대표가 이메일로 수정 요청 바랍니다(hdcp@kgagolf.or.kr).

핸디캡의 활용 - “목표스코어를 설정하여 라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할 골프장의 코스핸디캡으로 변환 -> 플레이할 티의 코스레이팅 값 합산 -> 목표스코어 설정

 

예: 라운드 할 골프장의 Regular티가 코스레이팅 72.5, 슬로프레이팅 125일 경우

-> 코스핸디캡 21로 변환(핸디캡인덱스: 19.3) + 코스레이팅 72.5 = 94(목표스코어  93.5의 반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