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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raki Golf Attractions

With easy access from Tokyo and Narita Airport, Ibaraki has various kinds of golf courses including Japan’s prestigious ones, among
which you can choose the best golf course ﬁt for your style. One of
major attractions of Ibaraki is its mild climate letting you play golf
throughout the year. Making the most of the dynamic geographical features such as the huge grounds and the beautiful ocean,
Ibaraki’s golf courses enable you to enjoy golﬁng on a huge scale.

茨城高爾夫球場的魅力
不論是從東京或成田機場過來都非常便捷，是日本數一數二
的高爾夫球場所在地，可以視個人需求選擇適合的高爾夫球
場。這裡四季氣候溫和，隨時都可以享受到打高爾夫球的樂
趣 � 這也是茨城球場的魅力之一。也是其魅力之一。依山傍

海的球場地形，讓你可以邊打小白球，邊欣賞四周美景。

이바라키 골프의 매력
이바라키현은 도쿄나 나리타 공항과의 액세스가 좋은
유수의 골프장이 모여 있으며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장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또 , 온난한 기후로 일년내내
이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의 하나로 웅대한 바다나
풍부한 지형을 활용한 장대한 스케일 속에서 골프를
수 있습니다 .

일본
골프
플레
산의
즐길

Golf Course Characteristics
Ibaraki’s golf courses boast of the length, the high average of course ratings and high quality. A wide variety of courses including champion
courses, where pro-tournaments have been held, and resort golf courses
with hot spring baths and spa will let you enjoy golﬁng to the fullest.

高爾夫球場的特色
茨城縣的高爾夫球場，不但球道距離長，難度高且品質極佳。
有可以舉辦職業選手巡迴賽的專業球場，也有和溫泉等娛樂
設施合併的渡假高爾夫球場等，選擇範圍廣泛。

골프장의 특징
이바라키현의 골프장은 거리가 긴 것，코스 레이팅의 평균
치가 높은 것，코스의 질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프로 토
너먼트가 개최된 챔피언 코스나 온천과 스파를 즐길 수 있
는 리조트 코스 등 다양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

TO IBARAKI
Ibaraki Tourist Attractions

Blessed with rich nature, Ibaraki provides magnificent views in
spite of the convenient location from the metropolitan area. Agriculture, dairy farming, ﬁshery are ﬂourishing in Ibaraki where
lots of good farmers send their products even to loyal families.
Also, there are so many sake breweries which are highly acclaimed
widely including overseas. Why don’t you visit tourist spots still not
familiar to sightseers when playing golf in Ibaraki?

茨城縣的魅力
茨城縣位於東京近郊，擁有豐富的大自然及多處知名的美麗
觀光景點。農業，畜牧業，漁業發達，有生產獻給皇室水果
的農家，也有享譽國內外的酒廠。建議在打高爾夫球之餘，
不妨一探茨城縣所蘊藏的所有魅力。

이바라키현의�매력

이바라키현은 도쿄 근교에 있으면서도 풍부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풍광명미（경치가 수려）한 관광지가 많습
니다 . 농업과 목축，어업이 번성하고 일본 제일，황실 헌상
품을 생산하는 농가나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양
조장이 많이 있습니다 . 꼭，골프와 함께 아직 모르고 있는
일본을 즐길 수 있는 이바라키현을 만끽해 주십시오 .

Ibaraki Navi
http://english.ibarakiguide.jp/

茨城觀光
http://tc.ibarakiguide.jp/

관광 이바라키
http:// korean.ibarakiguide.jp/

Information on each golf course

INFORMATION
ON
EACH GOLF
COURSE

1 Ibaraki Paciﬁc Country Club
http://ipcc.co.jp/
☎ 0293‑46‑4111

The 18 holes designed making the most of the gentle hill terrain command the Paciﬁc Ocean. The fairway is wide and ﬂat,
and the green has tender undulation. The ingenious layout will
encourage the players to play skillfully. Its hotel with spacious
guest rooms is popular, too.

位於太平洋旁，利用起伏的丘陵地型，設計出個性的 �� 洞球場。
寬廣平坦的球道搭配不規則的小波浪地形，球場設計巧妙，激
起打者的挑戰心。俱樂部內有完善的住宿設施。
태평양을 바라보는 완만한 구릉 지형을 활용한 18 홀 . 넓고 평
탄한 페어웨이，잔잔한 안쥴 레이션을 지닌 그린 . 교묘한 레이
아웃은 플레이어에게 의욕을 가지게한다 . 병설 호텔도 널찍한
객실로 인기 .
〒319-1714 1113 Kamiokakamikozawa, Sekinami-cho, Kitaibaraki
Facilities hotel/club rental/driving range

2 SHIN SEIZANSOU COUNTRY CLUB
http://www.unimat-golf.
☎ 0294‑70‑1234
jp/seizansou/

3 Spa & Golf Resort Kuji
http://spagolf-kuji.jp/
☎ 0294‑76‑1711

Opened in 1993. Laid out in an area 22 times as large as
Tokyo Dome, the 18 holes stimulate players to strategic golf.
The course features beautiful surroundings like mountains and
ﬂowering plants, making players feel relaxed. This course provides good accommodations, too.

Since the 18 holes have well-balanced layouts for strategic
golﬁng, this course deserves to be called an authentic one. It
juxtaposes a hotel, fairway front villas. and a natural hot spring
bath house, where you can slow down and feel relaxed.

於 ���� 年開幕，面積為東京巨蛋的 �� 倍，寬廣的 �� 洞球場
激發球友的好勝心。
球場周圍被山和花木圍繞，讓球友在追逐小白球之餘同時接受
大自然的洗禮放鬆身心。高爾夫球場內設有完善的住宿設施。
개장 1993 년 . 도쿄 돔 22 개의 넓이에 배치되어 도전 의욕을 불
러 일으키는 18 홀 . 주위에 펼쳐진 산과 꽃나무가 플레이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 골프장 부
지 내에는 숙박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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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002 1063 Shimookado-cho, Hitachiota
Facilities hotel

�� 洞兼具挑戰性與恰到好處的配置，可以說是高爾夫球的 “模
範” 球場。另外球場附設的別墅和住宿設施，溫泉，提供球友
一個舒適的打球環境。

전략적이면서 균형 있게 배치된 18 홀은 그야말로「정통파」라
고 부르기에 걸맞는 코스 레이아웃 입니다 . 또，페어웨이 프런
트의 별장이나 숙박 시설，천연 온천도 갖추고 있어 느긋하게
골프를 즐기고 싶으신 분에게는 추천입니다
〒313-0112
1398 Iwate-cho, Hitachiota
Facilities hotel/spa /club rental

4 Naka Country Club
http://www.naka-cc.co.jp/
☎ 0295‑53‑1161

5 Mana Golf Club
☎ 0295‑53‑7000

A long-established golf course since 1977. The strategic hilly
course consists of 27 holes with good layouts where the trees
and ponds are adroitly arranged. Even beginners can enjoy
golﬁng since the course provides some easy holes.

This golf course has ﬂat and unique 18 holes surrounded by rich nature with oak trees and cherry trees. They are also proud of the cozy
guest rooms where you feel relaxed viewing the entire golf course.

���� 年開業的高爾夫球俱樂部。球場內擁有 �� 洞球區的丘陵
地形球場，或利用樹木和水池，巧妙設計的挑戰型球場。另外
也有難度較低的球場，無論是初學者或老手，都可以在此獲得
打球樂趣。
1977 년 개장한 오래된 골프 클럽 . 27 홀로 구성된 구릉 코스는
나무와 연못을 교묘히 배치，변화무쌍한 전략적인 코스 . 어렵
지 않은 홀도 있어 초보로부터 선수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습니
다.
〒319-2222 690 Wakabayashi, Hitachiomiya
Facilities club rental/ driving range

http://www.managolf.jp/

被橡樹和櫻花等大自然環繞的寬廣球場，擁有個性十足的 ��
球區。從來賓休息室可以眺望到球場的全面風景，享受放鬆的
休閒時光。
졸참나무와 벚꽃의 자연에 둘러싸인 평탄하고 개성 강한 18
홀 . 코스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고 정말 편안히 지내시도록
쾌적성에 신경을 쓴 게스트 룸 .
〒319-2225

168 Nishishiogo, Hitachiomiya
Facilities hotel

6 Rock Hill Golf Club
http://www.rockhillgc.jp/
☎ 0295‑56‑3211

7 Ishioka Golf Club
☎ 0299‑58‑5111

This is an authentic champion course with 36 holes where
rocks and ponds are skillfully arranged. You can enjoy a wonderful 360-degree panoramic view from the club house. Why
don’t you stay at the hotel and enjoy golﬁng to the fullest?

Jack Nicklaus, the King, designed this course that features its
great combination of strategy and artiﬁcial beauty. 18 holes
requiring you high-level strategy were used as a champion
course for men’s pro tournaments held years ago. Why don’t
you try the course by using all types of your clubs?

利用岩石和水池的配置，巧妙設計的 �� 洞專業球場。從俱樂
部內往外眺望，可以欣賞 ��� 度的美景。推薦住宿這裡，盡情
享受打球的樂趣及身心放鬆的極致。
바위와 연못을 교묘히 배치한 36 홀의 본격적 챔피언 코스 . 클
럽 하우스에서의 조망은 아주 좋고 360 도 파노라마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 호텔에 숙박해 여유롭게 골프의 묘미를 만끽해
보십시오
〒319-2401

5374 Kamiose, Hitachiomiya
Facilities hotel/club rental

https://reserve.accordiagolf.com/
golfLinkCourseDetail/?gid=061

由帝王傑克 � 尼克勞斯所設計的專業球場，兼具挑戰性與造型
美感，其格調已達世界水準。曾在這裡舉辦過職業男子淘汰賽，
�� 個球區都需要細心的思考才能取勝。善用你的全部球桿，優
雅打一場吧 �
제왕 J·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전략성과 조형미가 멋지게 어우
러진 세계 수준의 코스 . 높은 전략성을 가진 18 홀은 과거에는
남자 프로 토너먼트가 개최된 챔피언 코스 . 모든 골프채를 사
용해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
〒311-3401

1050-1 Seraku, Omit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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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shioka Golf Club West Course
https://reserve.accordiagolf.com/
☎ 0299‑45‑3775
golfLinkCourseDetail/?gid=062

9 Uchihara Country Club
http://www.paciﬁcgolf.
☎ 029‑259‑2500
co.jp/uchihara/

Standing on a hill, this course views beautiful landscape, where you
can see seasonal changes. Each of the 18 holes is strategic because of
the skillfully arranged ponds. This ﬂat and wide course enables you
to try your best score, gaining popularity among ladies as well.

Making the most of a series of surrounding natural forests, this
is a champion course with excellent harmony with beautiful
nature. Each hole has its own uniqueness.

四季各異的大自然賦予丘陵地形美麗風貌。巧妙地在各處設置
水池，讓 �� 個球區更富挑戰性。不過以整體而言，球區寬廣
且較為平坦，常常可以讓客人打出好成績，極受女性打者歡迎。
구릉에 설정되어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을 볼수 있는 코스 .
곳곳에 교묘히 배치된 연못이 관련되는 전략성이 풍부한 18
홀 . 아주 넓고 평면적인 코스여서 언제나 베스트 스코어의 갱
신을 노려 볼 만하며 여성들에게서도 대인기입니다 .

將球場設計巧妙融入原有的山林中，創造出優美的打球環境。
每個球區各具獨特個性風格，是一處專業球場。
자연의 숲 지대를 그대로 살려 훌륭한 조화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각 홀은 각각 개성이 중시된 챔피언 코스입니다 .
〒319-0323
6798 Koibuchi-cho, Mito
Facilities club rental

〒319-0201

3355 Kamigo, Kasama
Facilities club rental

10 Windsor Park Golf And Country Club
http://www.wpgcc.com/
☎ 0296‑88‑2221

11 Old Orchard Golf Club
http://www.oogc.co.jp/
☎ 029‑292‑7777

This is a strategic champion course combined with natural and artiﬁcial beauty. Designed to ﬁt for everyone from beginners to seasoned
golfers. The high-quality fair ways and greens are acclaimed highly
and the British-looking club house is very popular with ladies!

This is a strategic course where only players thinking about
what is necessary to hole in can achieve one’s greatest potential. Also, it’s a high-quality, elegance one. The carts with GPS
navigation system take you easily to the holes.

融合大自然與造景，是一座極具挑戰性的專業球場。不論是初
學者或好手，都可以獲得極大的打球樂趣。優質的球道與果嶺
也大受好評。英國風格設計的會館很受女性喜愛。

擁有「激發自我最大潛能的腦力激盪」挑戰型和高尚優雅的異
風格球場。球車裝載有 ��� 衛星導航，讓球友輕鬆打球無負
擔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형미가 융합된 전략성이 풍부한 챔피언
코스 . 상급자로부터 초심자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조정
되었고 페어웨이 ・그린 모두 질이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
니다 . 영국식의 클럽 하우스는 여성에게 대인기 !

「플레이시 두뇌 플레이를 한 골퍼만이 자신의 가장 큰 가능성
에 도달할수 있는 」전략적인 코스이면서 고급스럽고 여유롭
고 우아한 코스 . GPS 네비게이션이 부착된 카트로 쾌적하게
라운드에 도전하실수 있습니다 .

〒311-4401
3473 Shiogo, shirosato Town, Higashi Ibaraki County
Facilities hotel/club rental/ karaoke/mah-jon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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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142
686-3 Torihata, Ibaraki Town, Higashiibaraki County
Facilities club rental

12 Kasama Sakura Country Club
http://www.
☎ 0296‑70‑7033
kasamasakura.com/

13 GOLF5 Country Kasama Forest
http://www.alpen-group.
☎ 0296‑74‑4561
net/kasama-forest/

Kasama Sakura Country Club provides you enjoyable golf
viewing natural beauty. The course consists of 27 holes with a
wide variety, which enables visitors to play in their own style.

Standing on a gentle hill with 40-meter altitude diﬀerence, each
hole of the course consists of diﬀerent undulation slopes that are
elaborately laid out. The excellent arrangement of ponds and
bunkers enhances this golf course to be a strategic one.

在這裡可以一邊追逐小白球，一邊欣賞大自然美景。多款變化
的 �� 洞球場，讓球友盡情揮桿。
유유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골프를 칠 수 있는 이바라
키의 골프장「카사마 사쿠라 컨트리 클럽」. 골프장내에는 27
개의 다채로운 코스가 있으며 여러가지 플레이 스타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311-4406

高低差為 ��� 的平緩丘陵球場，每個球道的坡度不同，整體
設計多樣富變化。另外，水池和沙坑的配置也極為巧妙，需要
些戰略的思考方能打出一場好球。

높낮이 차 40m 의 완만한 구릉 코스에서 각 홀은 모두 다른 안
쥴 레이션에 의해 다양한 레이아웃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또，
연못과 벙커 배치가 교묘해 전략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504 Shimoakasawa, Shirosato Town, Higashiibaraki County
Facilities club rental

〒309-1634

14 GOLF5 Country Sunny Field
http://www.alpen-group.
☎ 0295‑55‑3232
net/sunnyﬁeld/

15 Summit Golf Club
☎ 0299‑44‑1234

Designed by Jack Nicklaus, this flat golf course boasts of its
beautifulness with meticulous care. It boasts the great combination of fairways and ponds with less steep rims. 57 grass bunkers and 71 bunkers make this course a kind of American course.

Making the most of the natural beauty of Yasato area, this
course commands the magnificent view with Mt. Tsukuba.
Players are fascinated by the beautiful surroundings in every
season and they will ﬁnd the greatest delight in golﬁng.

由傑克 � 尼克勞斯所設計，是一座平坦且處處精緻的優美球場。
球道和無高低差的水池配置恰到好處，同時搭配 �� 個雜草坑
和 �� 個沙坑，整體散發濃郁的美國風情。

301Fukuhara, Kasama
Facilities shoes rental

http://www.summit-golfclub.jp/

以雄偉的筑波山為背景，將八�的美麗大自然，巧妙地置入球
場的設計當中。�� 洞球區除了令人讚嘆的景觀之外，其挑戰難
度也是不容小覷，確確實實網絡了小白球愛好者的心。

J· 니클라우스 설계에 의한 평탄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쓴 아
름다운 코스 . 페어웨이와 높낮이 차이가 없는 연못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는 여기저기 있는 57 개의 글래스 벙커와 71 개 벙
커가 아메리칸 타입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

웅대한 쓰쿠바산을 바라보는 야사토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
로 살려서 설계된 골프 클럽 . 아름다움 속에 높은 전략성을 지
닌 18 홀은 사계절을 통해서 도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지
않을 겁니다 . 충만한 여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

〒311-4503
1743-14 Noguchi, Hitachiomiya
Facilities shoes rental

〒315-0114

139 Karasuri, Ishioka
Facilities club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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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hishido Hills Country Club
https://www.shishido.
☎ 0296‑77‑2141
co.jp/shishido/

17 JGM Yasato Ishioka Golf Club
http://www.jgmyasato.
☎ 029‑251‑2323
co.jp/

As one of Japan’s top-class golf courses, it has two courses, West and East,
and the former is the most demanding difficult one where Japan Golf
Tour Championship took place, and the latter is known as a forest bathing course surrounded by nature. This course is familiar to lots of golfers.

This course has a garden-like atmosphere and most of the holes
are facing ponds, as the waterfalls flowing from the pond at
11th hole is situated at the side of teeing ground of the 14th
hole. This course features high-quality maintenance and excellent caddies serving at a reasonable price.

分有東西 � 個球場，是國內知名舉辦淘汰賽的場地。西球場舉
辦了「森房產� 日本高爾夫巡迴賽� 森房地產盃」，此球場的難度
極高，在這裡打球需要比較優的技術。東球場又名「森林浴球
場」，受到相當廣大的球友喜愛。
동서 2 코스로 구성되어 국내 굴지의 토너먼트 코스 . 서쪽 코스
는「일본 골프 투어 선수권 모리 빌 컵」이 개최되어 높은 기술
이 요구되는 난관 코스 . 히가시 코스는 자연을 살린「삼림욕 코
스」로 많은 골퍼들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

연못에 면한 홀이 많고 11 번 홀의 연못을 원천으로 한 폭포
가 14 번 홀의 티 그라운드 옆으로 배치되어 정원을 방불케
하는 정취가 있습니다 . 고품격의 코스 관리와「캐디가 딸린
플레이」를 그다지 비싸지 않게 제공제공하고 있습니다 .

〒309-1725 1340 Minamikoizumi, Kasama
Facilities hotel/club rental

〒315-0131 2665-1 Shimobayashi, Ishioka
Facilities club rental/driving range

18 Shirosato Golf Club
http://www.shirosato-gc.
☎ 0296‑88‑3611
com/

19 Mito Golf Club
☎ 029‑251‑2323

Each of the 27 holes in this course features its combination
of aﬄuent natural beauty and strategic golﬁng. Various kinds
of improvement works implemented to enhance strategy and
grade-up will enable players to enjoy more exciting golﬁng.

This course had been used for ‘Japan Match-Play Championship’ from 1983 to 1987. Designed for competitions, this
course is completely divided by Japanese red pine forests and
cedar forests. However, you can try teeing shots aggressively
since every hole has a wide fairway.

�� 洞球區兼具大自然美景與挑戰性。以『提高挑戰級數』為構
思，陸續改良了不少球區，讓球友越打越刺激。

넘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교한 전략성을 융합한 27 홀 .
『전략성과 등급 향상』을 주제로 수많은 개량된 코스는 플레이
하실때마다 흥분을 줍니다 .
〒311-4407

436-1 Tokura, Shirosato Town, Higashiibaraki County
Facilities hotel/club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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很多球區都是面對著水池，�� 號發球區旁的瀑布，水源來自
�� 號球區的水池，有種類似人工造園的趣味。保養良好的高品
質球場及桿弟，都以合理的價格提供球友。

https://reserve.accordiagolf.com/
golfLinkCourseDetail/?gid=011

���� 〜 �� 年在這裡舉辦了日本高爾夫球比洞賽。是一座以赤
松林和杉木區隔球區的專業競技球場。每個球區和球道都十分
寬敞，讓球友可以放手大膽開打。
1983 〜 87 년까지 일본 매치 플레이 챔피언 십의 무대가 된 코
스 . 적송 숲이나 삼나무로 완전히 세퍼릿된 경기 지향의 코스
입니다 . 각 홀 , 페어웨이 폭이 충분하고 과감하게 티샷을 칠수
있는 코스입니다 .
〒311-4163 1760 Kakurai-cho, Mito
Facilities club rental

20 Edosaki Country Club
http://www.edosaki-cc.
☎ 029‑892‑2711
co.jp/

21 Kashimanomori Country Club
http://www.paciﬁcgolf.
☎ 0299‑69‑0500
co.jp/kashimanomori/

Celebrated its 50th anniversary in 2014, this is a historic course
with two courses of 36 holes, East and South, and the former is
a champion course where pro tournaments were held. The both
courses are diﬃcult, demanding and popular with lots of golfers.

Run by PGM (Paciﬁc Golf Management), this course boasts of
its course rate 77.6, which means it’s one of the most strategic
courses in Japan. The 7,730-yard course setting with lots of
unique bunkers will stimulate players a lot at any time.

是一處頗有歷史的球場，自建立以來已經歷了 �� 幾年。分為東
與南的 � 個球場（�� 洞），東球場具專業水準，常在這裡舉辦
職業淘汰賽。兩的球場的難度都挺高，需要相當的戰策力，相
當受到球友推崇。

2014 년에 개장 50 주년을 맞은 역사 있는 골프 코스 . 동쪽과
남쪽 2 코스（36 홀）에서 동쪽 코스 프로 토너먼트도 열린 챔
피언 코스 . 두 코스 모두 난이도가 높고 전략성이 요구되는 코
스 . 폭넓은 플레이어에게 인기 코스입니다 .
〒300-0525 2048 Haga, Inashiki
Facilities club rental/shoes rental

由 ��� 經營的高爾夫球場，難度為 ����，是日本首屈一指的
戰略性高爾夫球場。不但每個沙坑都很有特色，加上距離有
����� 碼遠，高難度的設計叫球友欲罷不能。
PGM 이 보유 운영하는 코트 레이트 77.6 의 일본 굴지의 전략
적인 골프장입니다 . 특징적인 벙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7,730
야드의 거친 코스 세팅이 플레이 하는 골퍼의 도전 정신을 자극
합니다 .
〒311-2206 1877-1 Takei, Kashima
Facilities club rental/shoes rental

22 Kasumigaura OGM Golf Club
https://www.orix-golf.
☎ 029‑896‑0811
jp/kasumigaura/

23 Kasumigaura Country Club
http://www.paciﬁcgolf.
☎ 0299‑55‑2311
co.jp/kasumigaura/

This is a huge ﬂat course viewing Lake Kasumigaura. It has
27 holes with gentle sloping and thick woods. The course lays
out 13 water hazards consisting of both small and large ponds,
which makes this course beautiful and strategic.

This course with 18 holes is a flat, wide one with elegance,
situated between the forests, and featuring good combination
of water and woods. The course design aims at players’ delight
related with their strategy and comfort. Fit for every golfer.

善用霞浦湖畔和緩的起伏地形和豐盛的樹林，為平坦寬敞的 ��
洞球場。設在各處的 �� 個水障礙，為球場在優美之中加入了
令人躍躍欲試的挑戰性。

湖水搭配綠林，相互襯托的效果，讓寬廣平坦的球場顯得極度
優雅。�� 洞球區不僅給你舒適的打球空間，當然也加入了挑戰
的刺激，絕對可以滿足所有球友的需求。

가스미가우라의 광대하고 평면적인 코스 . 가스미가우라 호반
의 완만한 기복과 풍부한 수목에 둘러싸인 27 홀입니다 . 크
고 작은 13 의 워터 해저드가 점재 하는 아름다움과 전략성
을 겸비한 코스 레이아웃입니다 .

연못과 녹음이 어우러진 평평하고 아주 넓은 우아한 임간 코
스 . 플레이어를 위한 전략성과 컴포트감이 공존하는 18 홀 . 모
든 골퍼에 만족하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

〒300-0202 5136 Tabuse, Kasumigaura
Facilities club rental

1000 Serizawa, Namegata
Facilities club rental

〒31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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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asumidai Country Club
https://reserve.accordiagolf.com/
☎ 029‑894‑2021
golfLinkCourseDetail/?gid=094

25 Sakura Golf Club
☎ 029‑894‑2211

This is a quite large hilly course with 36 holes. The average
fairway width is 70 meters, where you can enjoy exhilarating
golfing. Kasumi Course requires precise shots and stimulates
golfers’ ﬁghting sprits, which will please all the visitors.

The golf course commands the entire view of Lake Kasumigaura, having 27 holes of diﬀerent types. Designed by Torakichi
Nakamura pro and other excellent professionals, this challenging course will encourage players to struggle with. Please enjoy golﬁng to the fullest here.

擁有 �� 個球區的龐大丘陵球場。寬廣的球道平均為 ���，恣
意揮桿任你。霞球場需要精準的揮桿技術，雄偉的筑波球場則
能激發球友的衝勁，可依照需求自行選擇。

웅대한 36 홀의 구릉 코스 . 페어웨이가 평균 70m 와 넓고 상쾌
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샷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안개
코스，웅장한 홀이 도전 의욕을 일게하는 쓰쿠바시 코스 모두
폭넓은 만족을 드립니다 .
〒300-0623 3405 Shika, Inashiki
Facilities club rental

從球場內的 �� 個球區，可以放眼觀賞霞浦的美景。這裡是由職
業球員中村寅吉以及其他職業高爾夫球員設計打造的球場，特別
激發球友的好勝心。櫻花高爾夫球俱樂部歡迎你來大展身手。
가스미가우라를 둘러볼 수 있으며 여러가지 표정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27 홀 . 나카무라 토라키치 프로를 비롯한 왕년의 프
로 골퍼가 설계한 코스로 골퍼의 도전 의욕을 불러 일으킵니
다 . 꼭，사쿠라 골프 클럽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
〒300-0633 1148 Okaiide, Inashiki
Facilities club rental

26 The Royal Golf Club
http://the-royal-golf-club.com/
☎ 0291‑39‑7511

27 The Imperial Country Club
https://booking.paciﬁcgolf.
☎ 029‑892‑1177
co.jp/guide/52.html

In order to make golﬁng in Japan become the world’s standard,
this course was designed by making the most of the ideas from
the world-famous professionals. Standing up in comparison to
the famous golf courses in the world, the setting and its beauty
are excellent. This is an unparalleled fruit of Japan pride.

This course with 27 holes has a kind of American atmosphere.
Especially, its 100 unique bunkers will give players a kind of
pressure. Also, the driving range in the site is worth seeing.
Every round group can use the golf carts equipped with GPS
navigation.

為日本最自傲，獨一無二的球場，集結了日本職業好手的智慧
所打造的，賦予日本高爾夫球場 “世界第 � 的水準”。其優美的
環境和睿智的球道，完全不輸任何世界級的高爾夫球場，是培
養國內好手揚名國際的最佳場地。
일본의 골프를 “세계 기준” 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프로패셔널들의 지혜를 결집한 골프 클럽 . 세
계의 유명한 코스에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과 세팅 . 재팬 프라
이드가 만든 유일무이한 골프장입니다 .

10

http://sakuragc.golftk.com/

〒311-2117 200 Okura, Hokota
Facilities hotel

美國式風格的 �� 洞球場。球場內共設有 ��� 障礙處，讓球友
倍感壓力。附設的練習場，以很�得前往一試。可以搭乘 ���
衛星球車，輕輕鬆鬆打一場。
27 홀이 있는 아메리칸 스타일인 코스 . 특징적인 벙커가 100
군데 배치되어 플레이어에 부담을 주는 코스 . 병설된 연습장은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다 . 조 전체가 카트에 탑승 플레이（GPS
네비게이션 전 카트에 부착）.
〒300-0508 1324-1 Sakurayokomine, Inashiki
Facilities club rental/driving range

28 JGM Golf Club Kasumigaoka Course
http://www.
☎ 029‑894‑2112
jgmkasumigaoka.co.jp/

29 Shiraho Country Club
http://www.shiraho.jp/
☎ 0291‑33‑4131

This course has 27 holes on a gentle hill along Lake Kasumigaura viewing Mt. Tsukuba. You can enjoy various attractions
including buffet-style meals at the popular restaurant. This
course is ﬁt for every player from beginners to senior golfers.

This is a flat and wide course where you can hit the ball far
without worrying about OB. However, the bunkers surrounding the greens will require players to swing aggressively and
precisely. Please develop the eﬀective strategy to shoot bravely
and elaborately and enjoy golﬁng to the fullest.

屬於丘陵地形，位於霞浦湖畔的 �� 洞球場，同時可以眺望筑
波山美景。之前也舉辦了大受好評的吃到飽自助餐等活動，老
少咸宜，深受所有球友的喜愛。

球場平坦寬廣不怕小白球打出界。球道周圍佈滿沙坑，球友必
須具備良好的積極性與正確性才能大力揮桿，漂亮闖關。

쓰쿠바 산을 바라보는 가스미가우라 호반의 완만한 구릉지에
전개되는 27 홀 . 대호평의 바이킹 등 다채로운 행사가 풍성 .
초보자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골퍼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있
습니다 .

OB 을 개의치 않고 힘껏 칠수 있는 평펑 & 아주 넓은 코스 . 그
린 주변은 벙커로 둘러싸여있어 적극성과 정확성을 필요로 하
는 코스입니다 . 과감한 샷과 잘 고려한 샷을 적절히 사용하셔
서 마음껏 즐겨 봐 주십시오 .

〒300-0623
2002 Shika, Inashiki
Facilities club rental

〒311-1526

30 Central Golf Club
☎ 0299‑72‑1155

308-4 Habara, Hokota
Facilities club rental

https://reserve.accordiagolf.com/
golfLinkCourseDetail/?gid=081

Since its opening in 1974, numerous major national golf competitions have been held here for professionals and amateurs.
Each of the east and west courses has 37 holes and they are ﬁt
for the large-scale competitions. How about trying these true
champion courses?

31 Central Golf Club New Course
https://reserve.accordiagolf.com/
☎ 0299‑73‑0077
golfLinkCourseDetail/?gid=080

Designed by Tom Watson, this is a beautiful and attractive
course where golfers are required to use every kind of club
and will feel like trying again and again. It might remind you
of Augusta National Golf Club at a glance of this beautiful
course. Players can enjoy golﬁng casually as well.

自 ���� 年開幕以來，舉辦了許多日本知名職業・業餘名人賽
等高爾夫球賽。東・西球場皆為 �� 球洞，經常入選為比賽會場。
來這裡挑戰貨真價實的一場吧 �

由美國名將湯姆瓦臣所設計的，讓你的全部球桿都能派上用場。
這裡擁有優美的環境及令人上癮的魅力。有讓人聯想起阿古斯
塔的美麗球區，也有讓人輕鬆上場的休閒球區。

1974 년 개장 이후，일본에서 이름이 알려진 주요 경기를 개최 .
프로와 아마 수많은 공식전의 무대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 동
서 코스 모두 대회의 무대가 되기도 했으며 어느쪽도 메인의 37
홀 . 진정한 챔피언 코스에 도전해 보심은…

톰 와트슨 설계 . 모든 골프채를 사용해야하는 코스， 아름다
움과 몇번이라도 도전하고 싶은 매력 가득한 코스 . 오거스타
골프장을 방불케 하는 홀도 있는 아름다운 코스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

〒311-3832 2196 Aso, Namegata
Facilities hotel/club rental

〒311-3816 1006-9 Komaki, Namegata
Facilities club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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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suchiura Country Club
https://reserve.accordiagolf.com/
☎ 029‑894‑2311
golfLinkCourseDetail/?tab=1&gid=033

33 North Shore Country Club
http://nscc.golftk.com/
☎ 0291‑35‑1900

This is a course between forests on the hill in the southern part
of Lake Kasumigaura. The naturally grown pine forests divide
this course into 3 parts (with 27 holes), featuring the great
layout with a wide variety. The ponds and bunkers laid out
dexterously will fascinate you.

Japan Senior Open and Dream Match used to take place here,
where lots of professional players took part in. The strategic
course surrounded by rich nature provides different aspects
with refreshing breeze from Lake Kitaura.

位於霞浦南湖畔，為丘陵地形的林間球場。由松林隔出 � 球場
（�� 洞），整個球場構圖多彩豐富。巧妙設計的水池與沙坑，
激發球友的好勝心。
가스미가우라 남쪽 호반의 구릉지에 펼쳐지는 임간 코스 . 자
생한 소나무 숲에서 세퍼릿된 3 코스（27 홀）는 버라이어티
풍부한 레이아웃 . 교묘하게 배치된 연못과 벙커가 플레이의 충
실감을 더욱 높혀 줍니다 .
〒300-0635 419 Horinouchi，Inashiki
Facilities club rental

과거「일본 시니어 오픈」이나「드림 매치」로 세계의 프로가
경쟁을 한 본격적인 챔피언 코스 . 풍부한 자연과 잘 어우러진
전략적인 코스는기타우라의 바람이 불어서 다양한 느낌을 보
여줍니다 .
〒311-1704 2423 Yamada, Namegata
Facilities club rental

34 Wildduck Country Club
https://reserve.accordiagolf.com/
☎ 0299‑93‑1111
golfLinkCourseDetail/?gid=128

35 Oneway Golf Club
http://onewaygc.co.jp/
☎ 029‑830‑3200

The 2008 GI tournament was held here. This course boasts its
garden-like design featuring lots of ponds ﬁlled with water and
refreshing breeze from the Kashima sea, as well as good fairways with delicate undulation, which will please both pleasureoriented players and authentic athletes.

This is a through-play course which asks every player to start at
the ﬁrst hole, with the principle of ‘Going out coming in.’ It’s
open all year round, and the starting time is between 5 am and
2 pm, according to your convenience, which makes this course
more popular.

���� 年舉辦了 �� 淘汰賽，平坦的地形搭配庭園風格景觀設計。
鹿島灘吹來的徐徐涼風，水量充足的水池，起伏的球道等，無
論是輕鬆派或認真派，都可以享受到打球樂趣。
2008 년 GI 토너먼트 개최 코스이며 평면적인 지형에 정원풍의
경관 속에 카시마만 으로부터의 바람이나 물이 가득 찬 연못，
페어웨이의 미묘한 안쥴 레이션 등， 가볍게 즐기시는 분부터
선수들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
〒314-0114 2519 Nikkawa, Kamisu
Facilities club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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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去曾舉辨「日本長青公開賽」和「夢幻組合賽」等大賽，是職
業球手都稱讚的專業球場。將大自然巧妙融入球場設計中，增加
球場整體的挑戰性。

徹底實踐「�������������������」規則，所有的球友都必須
從 � 號球道開始打，可以掠過午餐時間。整年營業無公休日。
在 � 〜 �� 點時段內，皆可從 � 號球道出發打球。

모든 플레이어가 1 번부터 시작하셔서「Going out coming in」
을 실천하는 스루 플레이의 골프장입니다 . 365 일 연중 무휴 .
출발 시간은 최대 5 〜 14 시로 언제든지 골프를 칠 수 있는 인
기 있는 코스 .
〒300-0023 3476 Okijuku-machi, Tsuchiura
Facilities club rental

36 Iwase Sakuragawa Country Club
http://www.
☎ 0296‑75‑5511
iwasesakuragawa-cc.co.jp/

37 Kasumigaura International Golf Course
http://www.kasumigaura☎ 029‑836‑1154
kokusai-golf.com/

Each teeing ground commands its green, which means every
course is flat. However, players need to think of a strategic
approach towards the course with well-balanced layouts. The
buﬀet-style lunch is popular, too.

This course boasts of its magniﬁcent view combined with beautiful pine forests and large and small sized ponds, which matches
well as a tasteful course. The relatively ﬂat course has deep and
large bunkers and each green is large. Also, the fairways are wide
and long. It’s a public course for every player for pleasure.

全球區皆可從發球處看見果嶺，雖然屬於直線型設計，但是還
是需要思考攻略方式，才能打出好成績。自助式午餐也極受好
評。
모든 홀이 티 그라운드 보다는 그린이 보이는 직설적인 코스이
면서 전략성이 필요한 밸런스가 좋은 코스 . 점심 뷔페도 인기 .

將周遭壯觀的景色和美麗的松林及大小水池，巧妙的融合在一
起，是一座氣氛風雅的球場。球道平坦但障礙是又深又大，果
嶺也較一般果嶺要大，為此球場的特色。球道寬廣，距離也�，
不論是誰都可以享受到小白球之樂。
OB 을 개의치 않고 힘껏 칠수있는 평펑 & 아주 넓은 코스 . 그
린 주변은 벙커로 둘러싸여있어 적극성과 정확성을 필요로 하
는 코스입니다 . 과감한 샷과 잘 고려한 샷을 적절히 사용하셔
서 마음껏 즐겨 봐 주십시오 .

〒309-1341

2150 Kadoke, Sakuragawa
Facilities club rental

〒305-0063 368 Shimohara, Tsukuba
Facilities club rental

38 Koga Golf Links
☎ 0280‑22‑4000

http://www.kogalinks.com/

This is an authentic links course, which is rare in Japan. The
greens are bent and undulant, consisting of one green. The
course is a little bit diﬃcult with various mounts of small and
large sizes.

在日本也很少見的蘇格蘭式球場。球場內全年使用 ���� 草皮，
且多處設有大大小小的突出區，增加打球的困難度，球友一定
要來挑戰看看。
일본에서는 희소한 본격적인 링크스 코스 . 그린은 벤트의 원그
린으로 굴곡이 있고 코스 내에는 크고 작은 마운드가 점재 하고
있어 공략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
〒306-0038

10-1 Nishi-machi, Koga
Facilities club rental

39 Shimodate Golf Club
http://shimodate.co.jp/
☎ 0296‑20‑1111

The elevation diﬀerence is only 3 meters on the course situated between
woods, which commands Mt. Tsukuba (nicknamed as Shiho) that has
been loved as in saying ‘Mt. Fuji is in western Japan while Mt. Tsukuba
eastern. ‘The layout with special arrangements of ponds and natural forests
brings you strategic golﬁng that enables players to take delight in playing.

位於關東平野區的中央處，球場的高低差僅 ��，相當平坦。而且從
球場可以欣賞到被讚譽為「西富士，東筑波」的紫峰筑波山。水池和
大自然樹林巧妙編織出具難度的構圖，
可以滿足球友的球癮，
大呼過癮。
「서쪽의 후지，동쪽은 쓰쿠바」라고 하는 시호 쓰쿠바 산을 바라는 관
동 평야의 중앙에 위치한 높낮이 차이 불과 3m 의 평면적인 임간 코스
입니다 . 연못과 자연의 수목을 교묘히 배치한 전략성 있는 레이아웃
으로 골프의 묘미를 즐겨 보십시오 .
〒308-0811 1858-10 Moda, Chikusei
Facilities club rental/shoes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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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n each golf course

40 Spring Fields Golf Club
http://www.paciﬁcgolf.
☎ 0296‑57‑9811
co.jp/sﬁelds/

41 Toride Sakuragaoka Golf Club
https://reserve.accordiagolf.com/
☎ 0297‑82‑7300
golfLinkCourseDetail/?tab=1&gid=141

This is a ﬂat course between the forests with 10 doted ponds
ﬁlled with water from a spring which makes this course beautiful. It is acclaimed as a tough layout course situated in the
magniﬁcent landscape. Please try this champion course!!

Less than an hour away from the metropolitan area, this course
boasts its convenient location Also, the free shuttle bus runs
between Fujishiro Station and right front of the club house. The
course is generally ﬂat with a slight diﬀerence of elevation, which
is ﬁt for every player. It has a satisfying driving range, too.

平坦的林間球場，利用地下水建造了 �� 個水池，整體設計極
為美麗。穿梭在壯觀的景致中的是高難度球區配置及果嶺，超
專業球場就等你來挑戰囉 �

평탄한 임간 코스에는 용천수를 이용한 10 개의 연못이 점재
하고 조형적으로 아름답습니다 . 장대한 풍경 속에 전개되는
터프한 레이아웃으로 정평 있는 그린을 갖춘 챔피언 코스에
꼭 도전을 !!
〒309-1101
6588 Oguri, Chikusei
Facilities club rental

42 Bando Golf Club
☎ 0297‑35‑0711

http://www.bando.golf/

平坦的林間球場。不受天候影響，可以搭乘球車進入球道，輕
輕鬆鬆享受打球的樂趣。從圈央道坂東交流道下車後約 ���，
只要 � 分鐘就可以到達，交通十分方便。
날씨에 관계 없이 페어웨이에 카트 진입 가능해 편하게 플레이
를 할수 있는 평면적인 임간 코스입니다 . 켄오 자동차도 반도
인터에서 약 2km，3 분이라는 근접성도 양호 .

3377 Yuda, Bando
Facilities club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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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1 시간 이내로 근접성이 아주 좋음 . 조반선 후지
시로 역에서 5 분으로 무료 버스가 클럽 하우스 앞까지 다님 .
코스는 높낮이 차가 거의 없는 평탄한 코스로 누구라도 즐길
수 있습니다 . 연습장도 충실합니다 .
〒300-1534 1393 Shibunuma, Toride
Facilities club rental/driving range

Regardless of weather, you can drive the cart on to the fairway,
which enable every player to enjoy golfing on this flat course
created between forests. Since it’s a 2-kilometer drive of 3 minutes from Bando IC on Ken-O Road, access is easy.

〒306-0607

從東京過來只要 � 個小時，從常磐線藤代車站搭乘免費路線巴士
到俱樂部前下車即可。整個球場幾乎沒有高低差非常平坦，任何
人都可以在這裡得到打球樂趣。附設有練習場。

43 Friendship Country Club
http://www.friendship-cc.
☎ 0297‑43‑7311
co.jp/

Thanks to the opening of Ken-O Road in March 2017, this
course boasts its easy access along with access from Joban Expressway. This is a ﬂat course and new carts are introduced in
February 2018, which means it’s ﬁt for every player of all ages
as a convenient course.
高速道路圏央道於 ���� 年 � 月開通，連結原有常磐道，交通
更加便捷。球場平坦，在 ���� 年 � 月引進了新的球車，讓球
友能�輕鬆打球。是一個極受大眾歡迎的球場。

2017 년 3 월에는 켄오 자동차도가 개통되어 조반도와 함께
아주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 코스는 평탄하고 2018 년 2 월
에는 새로운 카트도 도입되어 보다 플레이도 하기 편합니다 .
남녀노소 불문하고 플레이어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300-2747 1955-2 Sakibusa, Joso
Facilities club rental

TAX-FREE GOLF SHOPS
Shop
Address

1

GOLF5
Mito Senba Shop

029-243-9931

URL

https://www.alpen-group.jp/store/golf5/shop_search/detail.php?shopid=0338

https://www.golfpartner.co.jp/9061/

URL

https://www.golfpartner.co.jp/

URL

https://www.golfpartner.co.jp/9006/

PGA TOUR SUPERSTORE

Tax-Free

37-1 Higashiarai, Tsukuba

URL

https://www.golfpartner.co.jp/998/

Opening Hours

10:00~20:00 *(Jan.~Mar.) Sun. 10:00~19:00

Tax-Free

1-6-34 Misugi-cho, Koga

TEL

0280-30-1361

URL

https://www.golfpartner.co.jp/994/

Opening Hours

10:00~20:00 *(Jan.~Mar.) Sun. 10:00~19:00

Tax-Free

188-1 Kasahara-cho, Mito

TEL

029-297-6400

URL

https://www.golfpartner.co.jp/9056/

Opening Hours

10:00~21:00

Tax-Free

250 Kobuki-cho, Mito

TEL

029-244-2211

URL

https://www.golfpartner.co.jp/960r/

Opening Hours

10:00~21:00 *Sat. Sun. public holidays 9:00~20:00

Tax-Free

347 Kyuchu, Kashima

TEL

0299-83-8731

URL

https://www.golfpartner.co.jp/997/

Opening Hours

10:00~20:00 *(Jan.~Mar.) Sun. 10:00~19:00

Tax-Free

1-5-8 Higashiishioka, Ishioka

TEL

0299-28-5035

URL

https://www.golfpartner.co.jp/989/

Opening Hours

10:00~20:00 *(Jan.~Mar.) Sun. 10:00~19:00

Tax-Free

1F Noble Home Headquaters, 1196-15 Kasahara-cho, Mito

TEL

029-243-9602

URL

http://www.honmagolf.co.jp/jp/shop/detail_7.html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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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0:00 *(Jan.~Mar.) Sun. 10:00~19:00

029-852-7140

Address

12 HONMA
GOLF Mito Shop

Opening Hours

TEL

Address

11 GOLF Partner
R6 Ishioka Shop

Tax-Free

3-2-1 Nakanedai, Ryugasaki

0297-60-8190

Address

10 GOLF Partner
Ibaraki Kashima Shop

0297-57-6591

10:00~20:00*(Jan.~Mar.) Sun. 10:00~19:00(Apr.~Dec.) Sat. & public holidays 7:00~20:00

TEL

Address

9 GOLF Partner
Mito Driving Range Shop

TEL

Tax-Free

https://www.golfpartner.co.jp/959/

Address

8 GOLF Partner
Victoria Golf Mito Shop

Tax-Free

10:00~20:00

Opening Hours

763-1 Kokinu, Tsukubamirai

Opening Hours

Address

7 GOLF Partner
R125 Koga Shop

10:00~21:00

6-12-8 Nakamuraminami, Tsuchiura

029-843-8130

Address

6 GOLF Partner
Tsukuba Shop

Opening Hours

TEL

URL

Tax-Free

1154-1 Nakamuranishine, Tsuchiura

URL

Address

5 GOLF Partner
Ryugasaki Shop

10:00~20:00

029-841-2176

Address

4 GOLF Partner
Yawara-Inter Shop

Opening Hours

TEL

Address

3 GOLF Partner XEBIO Dorm
Tsukuba Shop

2073-1 Senba-cho, Mito

TEL

Address

2 GOLF Partner Sakura-Tsuchiura-Inter Driving Range Shop

Remarks

Opening Hours

10:30~19:00

Closed:Tue.

Tax-Free

6-12-8 Nakamuraminami, Tsuchiura

TEL

029-843-8120

URL

http://www.supersports.co.jp/pgatour-superstore/

Opening Hours

10:00~20:00

Tax-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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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Spots

Daigo

3

旅遊景點����관광지

1 Hitachi Seaside Park
Hitachinaka

One of Japan’s 34 most beautiful places selected by CNN, Cable News
Network in the United States

Mito

「國營常陸海濱公園」被美國 ��� 評選為 “日本絕美景點 ��” 之一。

2

1

미국 CNN 이 선정한〝일본의 최고로 아름다운 34 선 으로 선정된
「국영 히타치 해변공원」

Ushiku

4

Kashima

5

This huge park is a ﬂower paradise where various ﬂowers in season are seen. Be captivated by the gorgeous seas of blue nemophila in spring and red kochia bushes in
autumn, both of which stretch on the huge hill!
名副其實的「花卉樂園」，四季百
花競相綻放。春天有著宛如海洋般
湛藍的可愛粉蝶花，秋天則有豔紅
似火的掃帚草，各自千秋，惹人喜
愛。

광대한 부지에 사계절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꽃의 낙원」．봄은 언덕 한면을 전부
선명한 파란색으로 물들이는 네모필라，
가을에는 몽실몽실하게 가득 심어진 새빨
간 코키아（댑싸리）가 볼거리 입니다 !

2 Kairakuen Garden
One of Japan’s three great gardens and designated as
a Japan Heritage, well-known for the spring plum
blossoms with a faint aroma
日本遺産・日本三名園之一「偕楽園」遍地梅花香
일본 유산・매화향 가득한 일본 3 대 명원중 하나
인「가이라쿠엔」

Mito, which used to be a
castle town of one of the
three Tokugawa Families,
has lots of historic sites including Kairakuen Garden
with 3,000 plum trees of
100 varieties. The entire
area around Kairakuen
Garden is huge, which is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as a city park, following New York Central Park.
水戶為徳川御三家所居重鎮，遺留下來許多具有歷史價�的史蹟。偕樂園就是其中之一，
園內共種植了百種 ����� 棵梅樹。
偕樂園及其周邊是繼中央公園，世界第 � 大的都市公園。在這裡可以欣賞隨著四季變
化的自然美景。
도쿠가와의 3 가계의 성이 있는 거리・미토에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사적이 많
고 일본 3 대 명원중 하나인 가이라쿠엔에는 100 종 3,000 그루의 매화가 심어져 있습니
다 . 가이라쿠엔 주변에는 도시공원으로는 센트럴 파크에 다음가는 세계 제 2 의 면적을
자랑，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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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ukuroda Falls
One of Japan’s three most beautiful waterfalls
日本三名瀑之一「袋田瀑布」
일본의 3 대 명폭포중 하나인「후쿠로다 폭포」

This waterfall boasts of its
120-meter height and 73-meter width, which is one of the
biggest scale waterfalls in Japan. It is nicknamed Yodo-notaki, since the cataract is ﬂowing down on the four levels
and people say that you should
visit here four times a year, or
every season, to appreciate the
real greatness.

高 ����，寬 ���，為日本最具代表性的瀑布之一。因瀑布為 � 階段傾下，再加上此處的
風景還被讚譽為必須每季都來訪，才能真正體會到瀑布的美麗，所以又被稱為「四度瀑布」。
높이 120m，폭 73m 의 크기를 자랑，일본 굴지의 폭포 네개의 단에 걸쳐 떨어지는 것，또
4 계절을 계절마다 방문해 비로소 그 진가를 맛볼수 있다는 것에서 별명으로「四度 ( 요
도 : 네번 ) 폭포」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

4 Ushiku Daibutsu (Buddha)
Listed on the Guinness Book
金氏世界紀錄「牛久大佛」
기네스 북에 선정된「우시쿠 대불」

This 120-meter Buddha statue
is registered in the Guinness
World Records as the tallest
standing bronze statue in the
world. Taking the elevator
up to the 85-meter-high observation gallery in the statue
enables you to enjoy the magniﬁcent landscape.

為「青銅製佛像」
，高為 ����，
被金氏世界紀錄認定為世界最大的佛像。在大佛胸前 ��� 處設有展望台，可以搭乘電梯
前往眺望遠處美景。
전체 높이 120m「청동제 입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대불로 기네스북에 인정
되어 있습니디 . 지상 85m 의 전망대로는 엘리베이터러 올라 갈수 있고 부처님의 태내
에서 주위를 둘러 볼수 있습니다 .

5 The Kashima Jingu Grand Shrine
Worshipping Takemikazuchi-no-okami, a deity of
nation foundation and the martial arts
「鹿島神宮」祭祀的「武甕槌大神」為日本建國・
武道之神�
일본 건국·무도의 신인「武甕槌大神（다케미카
즈치노오오카미）
」가 제신인「가시마 신궁」

There are lots of shrines called Jingu,
but only the Kashim Jingu Grand Shrine
and Katori Jingu as well as Ise Jingu are
the most prestigious Jingu in Japan, because they date back to the Heian period
(794 to 1185).
現在雖然有許多神社被敬稱為「神宮」，
但從平安時代起就跟伊勢神宮一起被稱
呼為神宮的只有鹿島神宮和香取神宮而
已，在日本是地位非常崇高的神社之一。
「신궁」이라는 이름은 붙인 신사는 지
금은 몇개 없습니다만 , 헤이안 시대
(794 년 -1185 년 ) 부 터 이 세 신 궁
과 함께 신궁이라고 불리워 진것은 카
시마 신궁과 카토리 신궁만으로 일본
에서도 최고로 격이 높은 높은 신사중
하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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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rmet Food
美食����먹거리

Hitachi Beef, a beef brand proud of quality lean meat
最自傲的紅肉品牌牛「常陸牛」�

육질을 자랑하는 브랜드 소「히타치규」

지정 생산자가 사육하는 구로케 와규（검은털소의쇠고기）중 A4,B4 이상
의 등급을 받은 고기에만 주어지는「히타치규」라는 칭호 . 짙고 깊은 맛
과 달콤하기도한 지방 , 그리고 섬세한 육질의 부드러움이 특징 .

The name of Hitachi Beef is bestowed only when beef of blackhair cattle raised by the designated farmers is ranked as A4, B4
or higher. The beef boasts its rich taste, sweet fat, and tender
and high-quality lean meat

由特定畜農所飼養，且被評定為 ��，�� 規格的黑毛和牛，才
能享有「常陸牛」封號。肉質鮮美，口感細嫩是其最大的特色。

Bountiful Fresh Seafood
茨城擁有豐盛海產�

해산물이�풍부한�이바라키�

Various kinds of ﬁsh are unloaded at Ibaraki’s ﬁsh ports from season to
season. Among them, anko, or anglerﬁsh, which tastes light and contains
lots of collagen, is a specialty in winter, and it is cooked into a popular hot
pot with low calorie that is recommended to women. Also, at local restaurants near the ports, Kaisen-don, a bowl of rice topped with a brimming
serving of sashimi, is served and gaining popularity.

茨城縣漁港的漁獲種類繁多，不同季節有不同的海鮮美味。特別
是冬天的鮟鱇魚鍋，味道鮮而不膩，且具豐富的膠原蛋白，熱量
又低，最適合女生品嘗。在漁港附近的食堂，可以吃到海鮮滿溢
的海鮮丼飯喔 �
계절마다 여러가지 생선이 잡히는 이바라키현의 어항 . 특히 겨울
미각의 왕인 아귀 전골은 단백하면서도 콜라젠이 듬뿍，저칼로
리여서 여성들에게 추천 . 어항 근처의 식당에서는 그릇에서 넘쳐
나올 정도의 해산물을 올린 해물 덮밥도 인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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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ﬀerent Fruits throughout the Year!
新鮮水果吃整年�

연간을 통해 여러가지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Ibaraki boasts the second largest gross farm
outlet in Japan, following Hokkaido. Naturally, fruit production has a large scale in
melons and chestnuts both of which volumes
are the top in Japan, and produce of pears is
the second. Fruit picking in various kinds
of fruits like strawberries, blueberries, Shine
Muscat, grapes and apples can be enjoyed
throughout the prefecture in different seasons.

茨城縣的農作物產量為全國第 � 名，僅次於
北海道。水果產量也很驚人「哈密瓜」和「栗
子」皆為全國第 � 名，位居全國第 � 名的則有
「水梨」。其它像「草莓」，「藍莓」，「翡翠綠
葡萄」，
「葡萄」和「蘋果」等也都是很有名的。
縣內各地皆有採果體驗。

홋카이도 다음으로 농산물 산출액 전국 제 2 위를 자랑하는 이바라키현 . 과일 재배도 왕성해
전국 제 1 위의「멜론」과「밤」，전국 제 2 위인「배」등이 유명합니다 . 그외에도「딸기」，
「블
루벨리」，「썬샤인 머스캣」과「포도」，「사과」등，이바라키 현내의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과일따기를 일년 내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Japanese Sake, highly-praised in both the nation and overseas
茨城酒品國內外皆具盛名�

국내외에서 평가가 높은 이바라키의 술

Blessed with limpid water and rich nature, which is crucial in
making delicious sake, Ibaraki has lots of good sake breweries
who have won gold prizes at nation-wide contests.
Among them, there are an old sake brewery with the longest
history in Japan and a young-and-energetic one who makes
aromatic sake by using a ﬂower-born yeast. Also, you can enjoy
delicious umesh, plum liqueur, which has won the ﬁrst prize in
Japan, as well as craft beer which sells best in the world. Thus,
Ibaraki is well known as a good alcoholic drink producer, too.
因為茨城縣擁有清澄乾淨的水源及豐富的大自然，所釀造出的日本酒更是香醇美味，在許多品酒會上
屢獲金牌獎。這裡有日本現存最古老的酒廠，也有利用花卉酵母製酒的酒廠。除了日本酒之外，還有
榮獲日本第 � 的梅酒及世界最暢銷的自創啤酒。
일본 술을 만들기에 필요한 맑은 물과 풍성한 자연을 지니고 있어 품평회에서는 많은 양조장이 금상
을 획득 . 그중에서도 현존하는 양조장중 최고 오랜 역사를 지닌 양조장과 꽃의 효모에서 술을 만드
는 새롭고도 진취적인 양조장도 있습니다 . 또，일본 술 이외에도 일본 제일의 매실주 와 세계에서 제
일로 팔리는 크래프트 맥주도 있어 이바라키현은 맛있는 술의 고장으로도 유명합니다 .

Kasama Pottery �

笠間燒�

카사마 도자기

This is a traditional craftwork specially designated by the nation. The city of Kasama is widely known as an art city and you can
try your hand at pottery-making at some facilities in Kasama.
笠間市為藝術之街，笠間燒更為國家認定傳統工藝品。在這裡可以體驗製陶樂趣。
국 지정 전통 공예품 . 지금은 카사마시는 예술의 거리로 알려져 시내에서는 카사마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

Yuki Tsumugi, silk fabric �

結城紬�

유키 쓰무기

This is a high-quality silk textile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擁有日本最古老歷史的高級絹織物。被聯合國教科文組織認定為世界無形文化遺產。
일본의 제일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고급 견직물 .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 문화 유산으로도 지정 되어 있습니다 .

Kagami Crystal �

������ 水晶�

카가미 크리스탈

This is one of major crystal glassware makers in Japan. Their crystals are widely used on oﬃcial occasions at Japanese embassies
and consulates all over the world.
日本具代表性的玻璃餐具品牌之一，其所生產的餐具被日本大使館・領事館用於接待外賓。
유리 시기 메이커로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것중 하나로 일본 대사관·영사관 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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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s of Basic Golf Manners
for Players from Overseas
������������������

외국인 골프 플레이어를 위한 골프 룰 & 매너
Golf is regarded as a sport of ladies and gentlemen, and it has various kinds of rules and manners that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f you travel abroad and would like to enjoy golﬁng to the fullest there,
keeping the local rules and manners is a key to play successfully. The followings are basic golf rules and
manners introduced to Japan, and we hope some knowledge about them will be helpful for you.

���������������������，����������，���������。������
��������，�������������。
����������，�����������������。

신사 숙녀의 스포츠는 상식이라고 하는 골프 입니다만 골프는 많은 매너와 룰이 있고 그 나라에 따라도 각양각
색 입니다 . 외국에서 골프를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골프장의 룰과 매너에 맞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외국에서 골프를 즐겁게 하실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일본에서 즐겁게 골프를 하시려고 할때
필요한 골프의 매너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봅시다 .
�����������������������코스에 나오기 전

• Be sure to contact the golf course before your ‘Tee’ time, in case of cancelation.
• Preferably, reach the golf course one hour or one hour and a half before your ‘Tee’ time.
• Dress code:
· Tops: You need to wear a less revealing sports garment with a collar.
· Bottoms: Jeans and working trousers are not appropriate for golﬁng.
• On arriving, hand your caddie bag to the staff at the entrance hall.
• Check in at the reception desk and receive a locker key with a number. Next, change clothes in the space near
your locker, and put your clothes into it.
• Your valuables are to be locked up in a safe, usually built near the reception desk.
• If you would like to make any changes in ‘Tee’ time of your group members, you have to contact the master
room before you start.
�����������，�����������������。
�������� � ���� � �������������。
������������
����������，��������。
���������，�����。
����������，����������������。
����������������，����������。���������
���������，�������。
���������������������，����������������。
���������������，������������，������。
○골프장에는 출발시간 1 시간 ~1 시간 반 전에는 도착합시다 .
○골프장에 갈때의 복장
・클럽 하우스에서는 재킷을 착용 합시다 .
・청바지 , 샌들은 NG. 골프장에 따라 드레스 코드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합시다 .
○골프장에 도착하면 캐디백을 현관에 있는 직원에게 건네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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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트에서 접수를 하고 사물함 키를 받습니다 . 라커 열쇠를 받으면 카드번호의
라커에서 골프 복장으로 갈아입고 귀중품은 귀중품 BOX 에 맡기도록 합시다 . 귀중품은 보통프런트 부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출발시간 변경이나 조 변경은 마음대로 하지말고 반드시 마스터 실에 확인한 다음에 출발을 합시다 .
�������������������������������출발 전

• You need to get to the teeing ground 10 minutes before your ‘Tee’ time.
• Please make sure if your clubs, score card and other gears are prepared properly, and wait for your turn quietly,
showing respect to other players before you.
���� �� ���������。
�����������，�������，����������，������。
○시작 10 분 전에는 티잉 그라운드에 집합 합시다 .
○시작 전에 골프채나 스코어 카드 , 용구 등을 확인하고 앞조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기다립시다 .
������������������������������플레이 중의 주의점의점

• Please follow the rules imposed by the golf course. The local rules are shown on the score cards and inside the golf
cart.
• Be careful when you drive a cart, and keep it on the cart tracks. Driving on the fairways is allowed at some golf
courses. Please ask the staff if entering the fairway by cart is all right or not.
• Please refrain from behaving selﬁshly, considering other players’ inconvenience. It might be a nuisance to other
players if you talk in a loud voice or your mobile phone rings. Smoking is permitted only at designated areas.
����������������。������������。
���������，������������。�������，���������������。
������������。�����������，�����������。��，�������������。
○각 골프장의 로컬 룰을 따릅시다 . 룰은 스코어 카드나 골프 카트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골프 카트 운전은 조심해서 카트 전용도로로 주행합시다 . 페어웨이 주행은 직원에게 확인한 후 주행합시다 .
○음주 후의 이기적 행동은 주의 합시다 . 고성방가나 휴대전화등 , 주변의 플레이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또 , 흡연은 소정의 장소에서 해 주십시오 .
�����������������������������코스 위에서

• Please move smoothly and try to play fast. Bring some clubs to be used with you when getting off your cart.
• Please replace your divots by bringing back the turf ﬂown away and ﬁll in the divot with some sand.
�����������，������������。�����，�����������。
�������������，������，����������，������。
○코스 내에서는 원활히 이동하고 ( 시간적으로 앞뒤조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신경을 쓰는 ) 플레이 퍼스트를 유의합시다 .
카트에서 거리적으로 떨어질때는 플레이중 사용이 예상되는 골프채를 가지고 갑시다 .
○공을 친후 디보트는 날아간 잔디를 원자리에 돌려놓고 모래로 구멍을 메워서 원상복귀를 해 둡시다 .
���������������������벙커

• Enter the sand bunker with a rake in your hand from the low side. Upon successfully escaping from the bunker,
rake all your evidence of your presence in the trap.
• Please return the rake to the place as it was, instead of leaving it on the fai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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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벙커에는 근처에 있는 레이크 ( 쇠갈퀴 ) 를 들고 낮은 위치부터 들어가서 공을 치고 나면 반드시 레이크로 발자국이나
샷의 흔적을 깨끗하게 고릅시다
○레이크는 페어웨이에 두지 말고 후속 플레이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자리에 갖다 둡시다 .
����������������������������그린 위에서

• Repair your divots of impact point with your green fork.
• Only putter clubs can be used on the green, and other clubs are not permitted.
• Leave the green quickly soon after ﬁnishing your putting.
�������������������。
�����������。
�������������，�����������。
○낙하 지점의 디포트는 그린 포크로 고칩시다 .
○그린상에서는 퍼터 이외의 골프채 사용은 금지입니다 .
○마지막 플레이어는 퍼팅을 마치고 신속하게 그린을 떠납시다 .
�����������������������홀 아웃 후

• When you take a bath after golﬁng, bring your clothes to the bath house and change your clothes there.
• Please return your locker key to the receptionist and settle the payment for all, including lunch and practice balls.
����，��������������。
������������。������������������。
��������������������。
○점심 시간에는 귀중품을 카트에 잊지 말고 지참하고 레스토랑에 갑시다 .
○점심 포함 플랜의 경우에도 메뉴에 따라서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 음료수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럴 때는 식
후에 전표에 체크해 주십시오 .
○목욕을 하실 때는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탈의합시다 .
○라커 열쇠를 반납하고 정산합시다 . 점심이나 연습 공 값도 같이 정산됩니다 .
○귀중품 BOX 에서 귀중품을 꺼내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
������������그외

• Please contact the golf course to make sure if it provides caddie services or self-play.
• In general, golf in Japan is not a through-play, and after a half round you will take a lunch break for an hour.
�������� � ��������。
���������� � �������� � ���������。
○캐디가 함께 하는지 셀프 플레이 인지의 선택에 대해서는 골프장에 확인합시다 .
○일본 골프장은 기본적으로 스루 플레이 ( 점심 휴식 시간없이 플레이 하는것 ) 는 없습니다 . 통상 하프 종료 후에 점심
휴식을 1 시간 정도 가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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