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CH FOR YOUR DREAM

Ace Golf College



골드코스트

 골드코스트는 호주 퀸즈랜드 주의 브리즈번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써 황금빛 모래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해변이 끝없이 펼쳐진 서퍼들의 천국이자 골드 코스트 시내를 중심으로 30분안에 
30곳이 넘는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30개 이상의 주니어 및 프로 대회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연중 날씨가 8~30도씨를 오가는 쾌적한 기후로 일년내내 골프를 치며 훈련할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WELCOME TO THE GOLD COAST



골프장 및 시설

 센츄리코브 골프장은 호주 퀸즈랜드 주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부촌 센츄리코브 리조트 내에 있으며, 총 36홀로 구성되어 

있는 골프장으로써 회원제로 운영되어 지고 또한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골퍼 아담스캇의 홈 코스로써 호주 내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은 골프장 입니다.  골프장내에 모든 골프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식당 등 모든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리조트내에 50개가 넘는 레스토랑들과 커피숍, 마트, 은행, 쇼핑센터들이 자리하고 있어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없이 리조트내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울수 있습니다. 

 센츄리코브 골프장 코스 외에 두번째 골프코스로서 아룬델 힐스 골프장이 있습니다. 센추리코브 코스와는 다른 코스 

레이아웃으로 두 군데의 다른코스에서 매주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Sanctuary Cove & Arundel Hills Golf Club

아룬델 힐스 골프장

아룬델 힐스 골프장



프로그램

Ace Golf College
호주 정부 공식 인증을 받은 골프 학위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써 호주에서 3년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호주 골드 

코스트 센츄리 골프장에 위치한 AnKGOLF 아카데미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문적인 골프 훈련과 레슨을 받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스포츠 프로그램 수업을 듣게 되며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스포츠에 대한 지식 및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플로마(준학사) 과정을 마친후에는 그리피스 대학으로 편입(골프 매니지먼트)도 가능합니다. 골프 투어 프로 선수를 

준비하면서 학위도 동시에 취득하기를 원하는 골퍼 및 골프 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골퍼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 호주 정부 공식 승인 골프학과 (디플로마 학위 취득)
- 골프 90% + 10% 학교 수업
- 골프 학과 과정 (Certificate II / Certificate III / Diploma of Sport Devel-
opment)

프로그램 특징

- 자유로운 입학시기
- 입학 날로부터 52주 프로그램 시작

- 골프장 회원권 / 무제한 드라이빙 레인지 연습
- 퍼팅 그린 및 어프로치 연습 그린 사용
- 골프 피트니스 및 헬스장 사용
- 클럽 피팅
- 1:1 레슨 / 그룹 레슨 / 포인트 레슨
- 코스 레슨 (18홀 동반 플레이 또는 9홀 / 6홀 부분 연습)
- 스윙 분석
- 트랙맨 분석
- 멘탈 훈련 (포커스 밴드, 헤일로, 벌스)

입학시기

훈련 및 수업 시간표

A. 한국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 
    (고등학교 2학년도 성적에 따라 입학 가능)
B. 호주 10학년 유학 및 졸업자, 16세 이상
C. 18세 이상,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D. 18세 이상, 티칭 프로 입문자

신청조건

골프 훈련 및 레슨

7:00 AM

7:30 AM

9:00 AM

10:00 AM

11:00 AM

12:00 PM

1:00 PM

2:00 PM

3:00 PM

4:00 PM

4:30 PM

5:30 PM

6:30 PM

Tim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Golf 18 Hole
&

Course
Management

Golf 18 Hole
&

Course
Management

College
Lecture

Point Lesson
&

Short Game
&

Putting

Point Lesson
&

Short Game
&

Putting

Skill Test
&

Golf Lesson
&

Practice

Practice
&

Golf
Lesson

Practice

Golf 18 Hole
&

Pre-shot
Routine

Golf 18 Hole
&

Pre-shot
Routine

Golf 18 Hole
&

Two ball
best ball

Lunch

Yoga

LunchLunchLunchLunch Lunch

9 Hole Play
&

Sports
Massage

Fitness
08:00~09:00

Group A
09:00~10:00

Group B
10:00~11:00

Group C

Free Time
or

Tournament

TPI Golf Fitness

5:30-6:30

TPI Golf Fitness

5:30-6:30

TPI Golf Fitness

5:30-6:30

Ryan Cardio

5:30-6:30

Golf Stretching

6:00-6:30



진로

Certificate II
Certificate III

Diploma of Sport Griffith Univerty
Bachelor of Sports ManagementDevelopment

in Sport Career Oriented ParticipationSIS20412 Certificate II

Core Units

BSBWOR202A

SISSCOP201A

SISSCOP202A

SISSCOP204A

SISSCOP205A

SISXIND211

SISXWHS101

Organise and complete daily work activities

Prepare a pre or post event meal

Develop a personal management plan

Develop personal media skills

Develop a personal financial plan

Develop and update sport, fitness and recreation industry knowledge

Follow work health and safety policies

Golf

SISSGLF201

SISSGLF202

SISSGLF316

Perform the A-Grade skills of golf

Apply the A-Grade tactics and strategies of golf 

Interpret and apply the rules of golf



in Sport Career Oriented ParticipationSIS30613 Certificate III
Core Units

BSBWOR301B

HLTAID003

SISSCOP202A

SISSCOP204A

SISSCOP205A

SISSCOP306A

SISSCOP308A

SISSCOP309A

SISXRSK301A

SISXWHS101

Organise personal work priorities and development

Provide first aid

Develop a personal management plan 

Develop personal media skills

Develop a personal financial plan

Prepare a sponsorship proposal

Model the responsibilities of an elite athlete

Design an athlete’s diet

Undertake risk analysis of activities

Follow work health and safety policies

Golf

SISSGLF307

SISSGLF314

SISSGLF315

SISSGLF316

Participate in conditioning for golf

Perform the advanced skills of golf

Apply the advanced tactics and strategies of golf

Interpret and apply the rules of golf

SIS50612 Diploma of Sport Development

Core Units

BSBADM502B

ICAICT308A

SISSSCO306

SISSSCO307

SISSSCO308

SISXCAI306A

SISXCCS403A

SISXIND404A

SISXIND406A

SISXRSK502A

SISXWHS402

Manage meetings

Use advanced features of computer applications

Provide drugs in sport information

Provide nutrition information to athletes

Support athletes to adopt principles of sports psychology

Facilitate groups

Determine needs of client populations

Promote compliance with laws and legal principles

Manage projects

Manage organisational risks

Implement and monitor work health and safety policies

Golf

SISSGLF307

SISSGLF314

SISSGLF315

SISSGLF316

Participate in conditioning for golf

Perform the advanced skills of golf

Apply the advanced tactics and strategies of golf

Interpret and apply the rules of golf



Address : 180 Monaco Street, Broadbeach Waters QLD. 4218 Australia
Email : acegolfinfo@gmail.com

Phone :  +61 404 806 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