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왼손잡이 골프     협회     및 세계     왼손잡이 골프 선수권     대회에 관하여

Chairman of WALG Richard Davison

세계 왼손잡이 골프 협회

세계 왼손잡이 골프 협회(World Association of Left-Handed Golfers)는 1979 년에 설립

되어 미국, 호주, 영국 등 상임 13 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만

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WALG 는, 호주의 전 회장이었던 더글라스・크로스비 씨가 1970 년

대 중반, 왼손잡이 골퍼들의 모임이 미국과 뉴질랜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 국의 모임

을 소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WALG 의 본부는 현재 호주에 있으며 회장은 뉴질랜드

의 리처드・데빈슨 씨입니다.

WALG HP：http.www//:walg.org

WALG 선수권 대회
세계 왼손잡이 선수권은 1 년 혹은 1 년 반마다 WALG 의 가맹국이 순서대로 주최하는 아

마츄어의 토너먼트입니다. 시합은 4 일 동안 72 홀, 스크래치의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됩

니다. 그러나 프로 토너먼트와 달리 참가자 전원이 즐길 수 있도록 플라이트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플라이트제란, 우선 참가자 전원이 전반 이틀간의 합계 스코어(GROSS SCORE)를 매겨, 상

위부터 성적 순으로 18 명씩 조편성(플라이트 나누어)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 이틀간의 합

계스코어(GROSS SCORE)를 더해 4 일간의 성적에 따라 각각의 플라이트마다 우승자를 정

합니다. 가장 명예를 얻게 되는 경기자는 제 1 플라이트의 우승자입니다만, 에버리지 골퍼

여도 각 레벨의 플라이트에서 우승 혹은 상위 입상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경기 부문은 오픈, 시니어(60 세 이상), 슈퍼 시니어(70 세 이상), 여성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

습니다.



2016  년 제  24  회 세계 레프티골프 선수권 미야자키 대회

일시 : 2016년 4월 17일(일) ~ 22일(금)  /  수요일(휴일)
주최 : 세계 레프티골프협회      주관 : 일본 레프티골프협회
후원 :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대회 실시 위원회 『팀 미야자키』
대회 회장 : 脇　勉(WAKI TUSTOMU)(일본 레프티골프협회 회장)
대회 실행 위원장 : 串間賢治(KUSIMA KENJI)(동 미야자키 지부장)
대회 사무국장 : 山田直也(YAMADA NAOYA)(동 본부 사무국장)

대회 본부
쉐라톤 그란데 오션 리조트 호텔 설치
(피닉스 씨 가이아 리조트 내)
대회선수 등록, 성적표 게시, 관광 외 정보의 제공

대회등록비용    86,400  엔  (4  회 플레이  )
패키지 가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4회의 골프 플레이 비용, 환영파티, 표창식 파티, 호텔-골프장간의 셔틀버스, 상품, 참가기념품

(골프셔츠, 골프 토트백 등), 대회 팜플렛 등 인쇄물, 소비세】

숙박  (1  인   1  박  )
●쉐라톤 그란데 오션 리조트
  트윈ROOM – Single Use : 16,500엔(세금, 서비스료, 아침 식사 포함, 서비스에 제한 있음)
               2인 사용 : 11,000엔(상동)

골프장
●피닉스 컨트리클럽(캐디 포함)
●미야자키 컨트리클럽(캐디 포함)
●UMK 컨트리클럽(캐디, 카트 포함)
●아오시마 골프클럽(캐디 미포함, 카트 포함)

골프장은 4곳 모두 일본의 프로골프 토너먼트에 사용되고 있는 코스 입니다.

파티 장소
4월 17일 (일) – 환영 파티 : 쉐라톤 그란데 오션리조트
                가벼운 식사(테이블 없는 부페 스타일)
4월 22일 (금) – 표창식 파티 : 미야자키 관광 호텔
                착석 만찬(부페 스타일)
※패키지 외 동반자의 각 파티 참가 비용은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관광
●아오시마/우도 신궁 코스 ●타카치호 코스 ●카고시마 이소정원 코스
●쿠마모토현/아소산 코스 ●쿠마모토성 ●사이토바루 고분군 코스
●된장/소주 만들기 견학 코스 등 : 요금은 6,500엔~10,000엔
                                 (요금은 참가 인원수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프 플레이
패키지 외 동반자로서 골프 플레이를 희망 하시는 분은 코스 배정 상황에 맞춰 현지에서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코스의 가격은 별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