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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라 골프리조트 (일본규슈/가고시마) 

 

교새라 골프리조는 일본굴지의 교세라그룹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 골프장 관리가 매우 

철저하며, 인천공항에서 1 시간 내에 도착이 가능할 만큼,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행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잠자리와 먹거리도 매우 수준이다. 

일본 우주기지의 현관 ‘가고시마’ 

   

연중 온난한 기후의 가고시마현은 ‘규슈’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그 크기는 북쪽 경계에서 

남쪽 경계까지 약 600km 에 이른다. 가고시마현은 온대에서 아열대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풍요로운 혜택을 받고 있다.  

가고시마는 6~8 월을 제외하고는 골프치기에 최적의 기온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계시즌에도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를 연상케 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최고의 골프 

목적지로 통하는 교세라 CC 의 진면목을 살펴보자. 

남국의 빼어난 자연에 위치한 ‘교세라 CC’  

교세라 CC 는 철저한 잔디관리와 골프장 내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한번 이곳을 찾는 고객들은 꼭 다시 찾는 골프장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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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의 No.1 골프장인 교세라 골프리조트는 LPGA 토너먼트 코스로 ‘LPGA 교세라 

여성 오픈 및 큐슈 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곳으로 플레이어를 매료시키는 남국의 웅대한 

자연에 둘러쌓인 18 홀 정규 코스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골프장이다.  

1991 년 12 월 오픈했고 코스규모는 18 홀, P72, 6961 야드이며 가고시마 공항에서 

40 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최상의 지리적 여건이 큰 장점이다.  가고시마 시내 및 주변 

골프장 무료송영 서비스(가고시마 36, 미조베, 케도인)와 가고시마 관광버스(옵션)를 

운영해 교통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코스는 금방 친숙해질 수 있는 아웃코스와 난이도가 높은 인코스로 이뤄져 있으며, 

연못들이 전략성을 높이는 코스로 라운드에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다양한 홀을 

자랑하고, 남녀노소는 물론 초보자부터 싱글 플레이어까지 누구나가 각자의 레벨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다. 

교세라 CC 골프리조트 

골프리조트는 객실이 70 실 규모로 아담하지만 다양한 온천 욕장과 부대시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교세라그룹의 철저한 관리시스템으로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일본축구 국가대표님이 전지훈련장으로도 사용할 만큼 천연잔디가 빼어난 

축구장을 비롯 실외수영장, 테니스장, 탁구장, 노천온천, 대욕장, 레스토랑, 헬스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굳이 시내에 나가지 않아도 리조트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세라 CC 골프상품 

 모든 상품은 중식, 캐디피, 클럽랜탈비만 불포함 되어 있고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황제골프 수준의 상품구성이다.  2 박 3 일 일정, 54 홀 라운딩에  999,000 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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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라CC 코스 레이아웃 
 

 
 

HOLE 1 2 3 4 5 6 7 8 9 OUT

 

HDCP 5 11 7 15 13 1 17 9 3  

BLUE 455 535 382 328 205 451 173 575 436 3,540

WHITE 413 520 366 312 189 400 156 559 398 3,313

GOLD 393 501 350 295 151 380 138 541 380 3129

RED 374 454 332 277 132 358 122 522 363 2934

PAR 4 5 4 4 3 4 3 5 4 36

HOLE 10 11 12 13 14 15 16 17 18 IN TOAL 
COURSE 

RATING 

HDCP 18 4 8 12 10 2 6 16 14    

BLUE 556 396 387 176 383 415 200 377 531 3,451 6,961 73.1 

WHITE 529 381 351 158 367 366 168 362 515 3,197 6,510 71.4 

GOLD 486 363 327 135 350 346 147 347 480 2,983 6,112 70.0 

RED 467 323 283 115 333 324 130 332 458 2,765 5,699 68.6 

PAR 5 4 4 3 4 4 3 4 5 36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