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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플레이어

2012년 이후 변경 사항

파의 정의 수정     제2장

인터넷 스코어 삭제에 따른 스코어 종류의 정의 수정     제2장

대회 스코어의 명확한 정의 수정     제2장

골프 규칙에서 “Principle of”의 용어 삭제     제2장, 제4-2장, 제5-1a장, 제8장, 제10장

핸디캡 인덱스를 산정 가능한 스코어의 사례 수정     제5-1d장

사용할 수 없는 스코어의 사례 수정      제5-1e장

명확한 개선에 관한 단어 수정     제5-2장

기록된 스코어의 연람에 관한 추가 수정     제6-3장

일시적이거나 난치인 장해 관련 핸디캡 인덱스 변경에 관한 수정      제8-4c(ⅲ)장

그룹(조) 편성의 권장사항 수정    제9-5장

표 제목과 항목내 수치 수정     부록 E 

재정 변경 사항

재정 4-2/1 - “규칙을 준수 하였으나 플레이 하지 못한 홀”에 관한 설명(개정)

재정 4-2/2 - 제4-2장 관련 플러스 코스 핸디캡의 적용에 관한 절차(신규)

재정 5-1a/2 - 혼자 라운드 하면서 기록된 스코어(삭제)

재정 5-1e/2 - 거리 측정기(다기능 장비)를 사용하여 기록된 스코어(개정)

재정 5-1e/3 - 인공적인 장비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기록된 스코어(개정) 

재정 6-1/1 - 일정 기간 골프를 중단하였으나 다시 시작한 골퍼에 대한 절차(개정)

재정 8-4c/1 - 일시적인 장해를 가진 골퍼에 관한 핸디캡 조정(개정)

재정 8-4c/2 - 영구적인 장해를 가진 골퍼에 관한 핸디캡 조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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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프협회 핸디캡 시스템

대한골프협회 핸디캡 시스템 매뉴얼은 계약에 의해 사용 중인 미국골프협회(이하 USGA; 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 핸디캡 시스템에 관한 모든 정보와 활용법에 대하여 수록하고 있습니

다. 본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USGA 핸디캡 시스템의 정의에 따른 목

적과 필수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골퍼의 책임, 

골프 클럽에서 핸디캡 위원회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8개의 장에서 다뤄지는 USGA 핸디캡 시스템 공식, 시스템의 점검과 균형, USGA 코스 레

이팅 시스템 전반, 코스 세팅, 파 산정,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에 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부

록에서는 짧은 코스의 핸디캡, 주니어 파, 가장 향상된 골퍼를 결정하는 방법, 예외적인 스코어 빈

도와 확률표가 추가로 언급되며 기타 다른 티에서 경기시 USGA 핸디캡 인덱스 조정에 관한 사례, 

USGA 핸디캡 시스템 계약 프로그램과 감사 절차가 골프 클럽을 대상으로 설명됩니다.  

본 매뉴얼에 실린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USGA 핸디캡 시

스템이 구성되었으며 그와 관련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

가 각 장별로 소개된 주제와 연관하여 응용해 보도록 합니다. 결국 매뉴얼에서 나온 내용은 실제 

핸디캡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다

소 어려움이 있다면 찾아보기와 재정을 통해 추가적인 해석을 구하도록 합니다. 

제2장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는 알파벳순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고딕체로 표기된 용어의 정의들

은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의 내

용 중 용어가 고딕체로 표기되어 있다면 제2장의 정의 부분을 통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합

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 대한골프협회 핸디캡 시스템 매

뉴얼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정확한 핸디캡 산정 절차를 알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골퍼에게 공정

한 경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즐거운 라운드를 선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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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목적, 권한, 계약 & 정의

제1장: 목적, 권한 그리고 계약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의 목적은 서로 다른 기량을 보유한 골퍼들이 골프를 더욱 즐겁게 하기 위해 

동등한 입장에서 라운드 할 수 있도록 고안 되었습니다. 핸디캡 시스템은 골퍼의 능력과 상관없

이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하여 플레이할 수 있고 골퍼의 기량에 따라 핸디캡 인덱스를 높이거나 낮

출 수 있습니다. 핸디캡 시스템은 골퍼의 잠재적 능력을 반영 못하는 높은 스코어는 사용하지 않

으며, 시간이 지나도 핸디캡 인덱스는 연속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한편 핸디캡 인덱스는 모든 형태의 경기에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사용 계약이 체결된 골프 

클럽의 회원들에게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의 중요한 2가지 기본 원칙은 골퍼가 어디에서 플레이 했는가와 상관없이 모

든 라운드에서 좋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동반 골퍼의 평가 아래 핸디캡 

산정에 사용 가능한 스코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골퍼와 핸디캡 위원회는 기본 원칙을 

함께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된 골프 클럽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회원 클럽을 통하여)로부터 발급받은 핸디캡 인덱스는 골

퍼의 능력을 나타내며 소수점 한자리로 표시합니다.(예:10.4)

핸디캡 인덱스는 평균 난이도의 코스를 기반으로 한 골퍼의 실력을 스크래치 골퍼의 능력과 비교

하는 것입니다. 골퍼는 USGA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 기록된 스코어의 날짜를 토대로 스코

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인덱스는 20개의 스코어와 별도의 유효 대회 스코어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핸디캡은 최근 20개중 10개의 좋은 스코어로 핸디캡 디프렌셜을 산출하기 때문에 

골퍼의 잠재적인 능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인덱스는 여러 코스에서 변환 가능하며 동일 코스에서 다른 티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즉, 골퍼는 플레이할 티의 슬로프 레이팅 값을 통하여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

다.

USGA 코스 레이팅은 스크래치 골퍼가 일반적인 코스상태에서 스코어에 영향을 주는 거리와 다양

한 장해물에 따른 코스의 난이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슬로프 레이팅은 스크래치 골퍼가 아닌 골퍼

를 대상으로 코스의 상대적인 난이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1-1. 목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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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권한 그리고 계약   제1장제1장   목적, 권한 그리고 계약

이를 위해 골프 코스는 스크래치와 보기 골퍼 모두를 위해 레이팅이 시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은 스크래치 골퍼가 아닌 골퍼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코스

에서의 난이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평균 난이도의 코스에서 스크래치와 보기 골퍼의 스코어 차

이가 클수록 슬로프 레이팅은 높으며 더 많은 스트로크를 보기 골퍼가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스

코어 차이가 적다면 슬로프 레이팅은 낮으며 적은 스트로크를 보기 골퍼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USGA 핸디캡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골

퍼가 보다 즐거운 라운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승인된 골프협회 또는 골프 클럽은 USGA 핸디캡 시스템 및 USGA 로고와 핸디캡 인덱스를 사용

하기 위해 반드시 USGA(대한민국은 대한골프협회 - KOREA GOLF ASSOCIATION; KGA)와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오직 승인된 골프협회만이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골프 클럽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가 USGA 핸디캡 시스템 절차를 따르

지 않는다면, 시스템 사용과 더불어 핸디캡과 관련한 내용 예컨대 “핸디캡 인덱스”, “9홀 코스 핸

디캡” 또는 기타 USGA로부터 허가받은 핸디캡 관련 각종 발급이나 인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골프 클럽이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 

내 승인된 골프협회(대한민국의 경우 대한골프협회)로 사용 허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 “USGA 핸디캡 시스템” 매뉴얼에 설명된 USGA 핸디캡 시스템에 따라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하는 골프 클럽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 만이 USGA 로고 및 서비스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한편 전 세계 수많은 승인된 골프협회와 골프 클럽에서 USGA 핸디캡 시스템과 핸디캡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프 클럽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는 반드시 “골프 규칙”과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준수해야 합

니다. 또한 골프 클럽은 반드시 USGA 핸디캡 시스템의 근본 취지를 지키기 위해 필수조건으로 

핸디캡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프 클럽은 반드시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측정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용어는 미국골프협회의 상표 및 서비스마크 입니다: “보기 레이팅TM”, “코스 핸디캡
TM”,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데이터베이스TM”, “형평 타수 조정TM”, “ESCTM”, “핸디캡 디프렌셜TM”, 

“핸디캡 인덱스Ⓡ”, “클럽을 위한 USGA 핸디캡 시스템 계약 프로그램TM”, “홀별 스트로크 할당 분

석 프로그램TM”, “홈 코스 핸디캡TM”, “9홀 코스 핸디캡TM”, “USGA 9홀 코스 레이팅TM”, “슬로프Ⓡ”, 

“슬로프 레이팅Ⓡ”, “슬로프 시스템Ⓡ”, “트렌드 핸디캡TM”, “미국골프협회Ⓡ”, “USGAⓇ”, “USGA 코

스 레이팅TM”, “USGA 코스 레이팅 프로그램TM”, “USGA 코스 레이팅 시스템TM” 그리고 “USGA 핸

디캡 시스템TM”.

어떠한 단체 예를 들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골프 클럽이나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와 계약이 맺

어 지지 않은 골프 클럽의 개인 골퍼들은 상기 로고 및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여기에는 USGA 핸디캡 계산 공식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승인된 골프협회 또는 골프 클럽이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나 제한된 목적을 위해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결국 USGA는 USGA 상표 및 서비스마크의 사용 권한이 있는 단체가 USGA 핸디캡 

시스템의 근본 취지 및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 및 서

비스마크의 소유권자인 USGA만 해당 마크 사용 및 활용을 승인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제1장: 목적, 권한 그리고 계약                                                              

Q: 골퍼가 오른손으로 플레이할 때에는 핸디캡 인덱스가 2.6인 반면에 왼손으로 플레이할 경우에

는 29.3의 핸디캡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됩니까?

A: 안됩니다. 핸디캡 인덱스는 골프의 모든 라운드 중 최상의 스코어에 근거한 값입니다. 따라서 

핸디캡 인덱스 29.3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Q: 왼손잡이 골퍼가 오른손잡이로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이 경우 왼손잡이로 기록했던 스코어를 

통해 발급된 핸디캡 인덱스는 어떻게 됩니까?

 

A: 왼손으로 기록한 핸디캡 인덱스는 무효처리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플레이를 시작한 골퍼

는 오른손으로 플레이 한 스코어를 토대로 새로운 핸디캡 인덱스를 만들어 시작해야 합니다. 

Q: USGA는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할 목적으로 클럽의 “골프규칙”과 USGA 핸디캡 시스

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클럽이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음을 USGA에 통보한다면 

USGA는 어떤 행정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까? 

A: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서면으로 통보되었다면 USGA는 해당 지역의 승인된 골프협회를 통하

여 규정 준수를 하지 않는 클럽에 대한 연락을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골프 클럽이 승인된 골

프협회의 회원사 골프장이라면 USGA는 승인된 골프협회를 통해 바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할 것입니다. 만약 골프 클럽이 승인된 골프협회의 회원사 골프장이 아니라면, USGA가 직접 

골프 클럽에 연락을 취해 골프 클럽과 USGA간 맺어진 관련 계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1-2. 권한과 계약 

 1-1/2. 왼손잡이 골퍼가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 오른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 

 1-2/1.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 클럽의 정책

1-1/1. 골퍼가 오른손으로 플레이할 때와 왼손으로 플레이할 때 두 개의 핸디캡 인덱
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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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USGA는 해당 지역의 승인된 골프협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 차례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골프 클럽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USGA는 서면으로 

핸디캡 인덱스 및 USGA 핸디캡 시스템 관련한 로고와 상표권 등을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할 것입

니다. 만약 클럽이 해당 조치를 거부한다면 USGA는 해당 지역의 회원 클럽 및 계약이 체결된 클

럽을 대상으로 규정 이행을 거부한 클럽이 발행한 핸디캡은 사용할 수 없음을 공지할 것입니다.   

Q: 승인된 골프협회와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골프 클럽이 USGA와 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

에 대한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클럽은 핸디캡 인덱스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A: 발급할 수 없습니다. 모든 클럽들은 USGA와 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이는 USGA와 직접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대한

골프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사 골프장에서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용어의 정의                                                                               

활동 시즌(Active Season)

“활동 시즌”이란 해당 지역의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결정한 기간으로, 핸디캡 산정을 위해 사용 가

능한 스코어가 인정되는 기간을 뜻합니다(대한민국의 활동 시즌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한골프협회에서 지정). 

수정된 스코어(Adjusted Gross Score)

“수정된 스코어”란 USGA 핸디캡 시스템 절차 중에서 마치지 못한 홀, 컨시드 받은 스트로크, 플

레이 하지 못한 홀(또는 골프 규칙에 의거한)을 위해 실제로 조정한 그로스 스코어를 뜻하며 형평 

타수 조정을 받습니다.(제4장 참조.) 

승인된 골프협회(Authorized Golf Association)

“승인된 골프협회”란 비영리단체로 해당지역내의 USGA 핸디캡 시스템과 USGA 코스 레이팅을 

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골프협회는 골퍼 또는 골프 클럽을 회원으로 하고 관리 규정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골프협회(KG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아마추어 골퍼를 

지원하며 골프 본연의 목적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USGA 계약을 위한 승인된 

골프협회의 역할은 웹사이트(www.usg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승인된 골프협

회는 대한골프협회이며 골프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핸디캡 사업을 시행).

보기 골퍼(Bogey Golfer)

남자 “보기 골퍼”란 평균 난이도의 코스에서 코스 핸디캡이 약 20정도인 골퍼를 의미합니다. 남자 

보기 골퍼의 의미는 수평거리 기준 티샷을 200야드 보낼 수 있으며 두 번 샷한 거리가 370야드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골퍼를 의미합니다. 여자 보기 골퍼는 평균 난이도의 코스에서 코스 핸디

캡이 약 24정도인 골퍼를 의미하며 수평거리 기준 티샷을 150야드, 두 번 샷한 거리가 280야드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골퍼를 의미합니다.  

보기 레이팅(Bogey Rating)

“보기 레이팅”이란 평균 코스와 날씨를 기준하여 보기 골퍼가 느끼는 코스의 난이도를 평가한 것

입니다. 보기 레이팅은 거리와 장해물을 기준하여 보기 골퍼의 스코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코스 핸디캡(Course Handicap)

“코스 핸디캡”이란 라운드 시 플레이할 티에서 골퍼가 받을 수 있는 핸디캡 스트로크의 개수로, 스

크래치 또는 제로 핸디캡 골퍼의 수준을 기준하여 핸디캡을 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플러스 코스 핸디캡은 골퍼가 스크래치 또는 제로 핸디캡 골퍼의 수준을 기준하여 핸디

캡 스트로크를 줌으로써 핸디캡을 조정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 핸디캡은 골퍼의 핸디

캡 인덱스를 기초로 코스 핸디캡 표 또는 코스 핸디캡 변환 공식을 통해 변환할 수 있습니다.(제

10-4장.) 골퍼의 코스 핸디캡은 정수로 표현되며 대회의 조건, 핸디캡 허용 비율 또는 USGA 코

스 레이팅 값이 다른 티에서의 경기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코스 핸디캡은 변환되어 사용될 수 있

습니다.  

코스 핸디캡 표(Course Handicap Table)

“코스 핸디캡 표”란 핸디캡 인덱스를 특정 티의 슬로프 레이팅 값에 맞게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할 

수 있는 표를 의미합니다. 

코스 레이팅(Course Rating / USGA 코스 레이팅 참조)

디프렌셜(Differential, Handicap / 핸디캡 디프렌셜 참조)

유효 대회 스코어(Eligible Tournament Score)

“유효 대회 스코어”란 12개월 이내에 또는 골퍼의 최근 20개 스코어 이내에 포함된 대회 스코어를 

뜻합니다. 

형평 타수 조정(Equitable Stroke Control; ESC)

“형평 타수 조정”(ESC)이란 핸디캡 산정을 목적으로 골퍼 개인의 스코어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써 핸디캡 인덱스가 골퍼의 잠재적인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ESC는 최대수치를 고정하

여 골퍼 본인의 코스 핸디캡에 맞게 홀별 스코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SC는 골퍼의 실제 또는 

가장 근접한 스코어가 제4-3장에서 안내된 골퍼의 최대 스코어를 초과할 때에만 사용합니다.  

 1-2/2. USGA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골프 클럽

용어의 정의   제2장제2장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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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협회(Golf Association / 승인된 골프협회 참조)

골프 클럽(Golf Club)

골프 클럽은 최소 10명의 개인 회원들이* 모임으로써 구성됩니다. 또한 골프 클럽은 위원회(핸디

캡 위원회)가 골프 활동을 감독하고 동반 골퍼의 평가를 제공해야 하며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잘 지킬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골프 클럽 확인 사항, 제8-2m장과 재정 2/7 참조). 골프 클

럽은 반드시 USGA와 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대

한골프협회와 GHINⓇ 사용 계약 체결 필요). 이를 위해 골프 클럽은 USGA와 직접적인 계약 또는 

USGA와 계약된 승인된 골프협회를 통하여 핸디캡에 관련한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부

록F 참조).

*주: 골프 클럽이 승인된 골프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상황에 따라 USGA에서 권장하는 최소 10

명보다 많은 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 클럽의 회원들은 함께 플레이해 볼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반

드시 스코어 카드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스코어는 동반 골퍼와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를 포

함한 타인의 감독 및 평가 아래 기록해야 합니다.   

골프 클럽의 형태는 다음의 3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됩니다. 

골프 클럽(1): 회원들은 USGA 코스 레이팅 및 슬로프 레이팅이 시행된 골프코스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클럽 행사(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기록된 스코어를 확인 할 수 있는 게시판이 클럽 내

부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형태; 또는  

골프 클럽(2): 회원들은 클럽을 만들기 전에 사업이나 혈연, 지연 또는 사회 조직 등을 통하여 관

계를 맺음으로써 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형태; 또는

골프 클럽(3): 회원들은 서로 간의 어떠한 관계도 없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수의 요청

에 따라 클럽을 구성하는 형태(예: 신문, 인터넷을 통한 회원 모집).  

주: USGA 핸디캡 시스템에 나온 회원의 의미는 ‘핸디캡을 산정할 목적으로 골프 클럽과 계약을 

맺는 자’로 정의됩니다. 

그로스 스코어(Gross Score)

“그로스 스코어”란 실제 스트로크에 골퍼가 받은 페널티 스코어를 포함합니다.(수정된 스코어 참조.)

핸디캡 허용 비율(Handicap Allowance)

“핸디캡 허용 비율”이란 핸디캡 대회에서 허용된 코스 핸디캡의 비율을 뜻합니다. 여러 경기의 형태를 

통한 허용은 다양하게 활용되며 핸디캡 산정 목적을 위한 대회로 지정되어야 합니다.(제9-4장 참조.)

핸디캡 위원회(Handicap Committee)

“핸디캡 위원회”란 동반 골퍼의 평가를 제공하며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준수하는 골프 클럽의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핸디캡 위원회의 회원 대부분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클럽의 회원이어야 합

니다; 클럽 직원은 핸디캡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는 있으나 위원장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핸디캡 디프렌셜(Handicap Differential)

“핸디캡 디프렌셜”이란 조정된 그로스 스코어를 스코어가 기록된 코스의 USGA 코스 레이팅 값에

서 빼고 다시 평균 슬로프 레이팅 값인 113을 곱한 후 최종적으로 플레이한 티의 슬로프 레이팅 

값으로 나눠 나온 값을 의미합니다. 최종 산출된 값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버린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합니다(예: 12.8).

핸디캡 인덱스(Handicap Index)

“핸디캡 인덱스”란 평균 난이도의 코스에서 플레이 했을 때를 기준하여 골퍼의 잠재력까지 반영된 

실력을 표현한 값 입니다. 산출된 값은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며(예: 10.4) 코스 핸디캡으로 변

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0장 참조.) 

핸디캡 스트로크 홀(Handicap-Stroke Hole)

“핸디캡 스트로크 홀”이란 해당 골퍼의 그로스 스코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핸디캡 스트로크를 

적용할 수 있는 홀을 의미합니다.  

핸디캡 종류(Handicap Type)

본 매뉴얼을 통하여 다양한 핸디캡의 종류가 소개됩니다. 개별 “핸디캡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L = 로컬 핸디캡

   M = 핸디캡 위원회를 통해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

   N = 9홀 핸디캡 인덱스

   NL = 해당 지역의 9홀 핸디캡

   R =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를 통해 자동으로 낮춰진 핸디캡 인덱스

   SL = 짧은 코스의 핸디캡

   WD = 핸디캡 위원회를 통해 취소된 핸디캡 인덱스 

용어의 정의   제2장제2장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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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시즌(Inactive Season)

“비활동 시즌”이란 해당 지역의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결정한 기간으로, 핸디캡 산정을 위해 스코

어를 사용하고자 하나 스코어가 기록된 기간이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덱스(Index / 핸디캡 인덱스 참조)

로컬 핸디캡(Local Handicap)

“로컬 핸디캡”이란 최대 핸디캡 인덱스 범위 이상의 값으로 핸디캡이 표현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갱신 횟수보다 더 많이 갱신됩니다(제3-4장과 제8-3장 참조). 로컬 핸디캡은 핸디캡 인덱스가 

아니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문자 “L"과 함께 표시됩니다. 로컬 핸디캡은 소수한자

리 까지 표시되며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41.5L).(핸디캡 종류, 트렌

드 핸디캡, 제3-3장 참조.)

가장 근접한 스코어(Most Likely Score)

“가장 근접한 스코어”란 마치지 못한 홀 또는 컨시드 받을 홀이 있을 경우 골퍼가 핸디캡 산정을 

목적으로 기록하는 스코어입니다. 가장 근접한 스코어는 골퍼가 이미 한 스트로크와 더불어 라운

드가 절반 이상 진행되었을 때의 관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골퍼가 홀을 마치는 데 필요로 할 스트

로크 개수를 예상하여 만들어 집니다. 이 스코어는 골퍼의 형평 타수 조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

습니다.(제4-3장 참조.)  

네트 스코어(Net Score)

“네트 스코어”란 골퍼의 그로스 스코어에서 핸디캡 스트로크를 적용한 후 나온 스코어를 뜻합니

다. 플러스 핸디캡 골퍼는 핸디캡 스트로크를 그로스 스코어에 추가하여 네트 스코어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Override)

“무효처리”란 핸디캡 위원회가 대회 스코어를 통해 낮춰진 골퍼의 핸디캡을 취소하는 것입니다(제 

10-3장). 한편 무효처리는 제10-3장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핸디캡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사

전 조치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파(Par)

“파”란 스크래치 골퍼가 일반적인 홀에서 기록 가능한 예상 스코어를 뜻합니다. 또한 파는 일반적

인 코스 상태의 퍼팅그린에서 숙련된 골퍼가 2번의 퍼팅을 할 수준의 난이도라는 의미도 포함합

니다. 파는USGA 핸디캡 시스템 또는 USGA 코스 레이팅 시스템 상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제

16장 참조.)    

동반 골퍼의 평가(Peer Review)

‘동반 골퍼의 평가’란 동반 골퍼의 잠재적인 골프 실력을 파악할 줄 알고 기록한 스코어에 대하여 

규칙에 맞게 플레이 하였는지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반 골퍼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골프 클럽의 회원들은 서로 많이 플레이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재정 2/8 참조).

2.  클럽의 회원들을 포함한 플레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핸디캡 인덱스와 더불어 기록된 스코어를 

반드시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스코어를 공개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 - 일반적으로 기록된 스코어를 공개하는 방식은 스코어, 스코어 타입, 레이팅, 

핸디캡 디프렌셜, 핸디캡이 갱신된 날짜(년도, 월)를 포함한 최근 6개의 갱신된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와 함께 공개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반드시 동반 골퍼의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방식 - 완전한 방식으로 기록된 스코어를 공개할 경우 스코어*, 스코어 타입, 레이팅, 

핸디캡 디프렌셜, 핸디캡이 갱신된 날짜(년도, 월, 일)를 포함한 최근 6개의 갱신된 골퍼의 핸

디캡 인덱스와 함께 공개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동반 골퍼와 더불어 핸디캡 위원회, 그리고 

대회에 참가했다면 참가한 대회 관계자에게도 공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완전한 방식’의 공개 형태에서는 각 기록된 스코어가 작성된 코스명이 반드시 표기되어

야 합니다. 이는 골프 클럽(3) 형태의 클럽에도 해당됩니다.  

페널티 스코어(Penalty Score)

“페널티 스코어”란 핸디캡 위원회가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은 골퍼에게 부여하는 스코어입니다.(제

8-4b장 참조.)

플러스 핸디캡(Plus Handicap / 코스 핸디캡 참조)

프리퍼드 라이(윈터 룰)(Preferred Lies (Winter Rules))

“프리퍼드 라이”(윈터 룰)란 코스 관리나 대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적용하는 로컬 룰로 코스 상태가 전

체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일 경우에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어 볼의 라이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플레이

를 가능하게 하고 코스를 보호할 목적 등으로 사용됩니다.(제7장과 “골프 규칙”의 부속규칙 Ι 참조.)  

스코어 종류(Score Type)

“스코어 종류”는 골퍼의 기록된 스코어들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 = 어웨이

   C = 9홀 병합

   H = 홈

   P = 페널티

   T = 대회(의무적으로 표기)

용어의 정의   제2장제2장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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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스코어(Scoring Record)

“기록된 스코어”란 골퍼에 의해 기록된 최근 20개의 스코어와 유효 대회 스코어를 의미하며 

USGA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 코스*, 그리고 스코어 기록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골프클럽(1)과 (2)에서는 권장사항이나 골프클럽(3)은 필수조건입니다.   

스크래치 골퍼(Scratch Golfer)

“스크래치 골퍼”란 레이팅이 시행된 모든 코스에서 코스 핸디캡을 0으로 플레이 할 수 있는 골퍼

를 의미합니다. 남자 스크래치 골퍼의 의미는 수평거리 기준 티샷을 250야드 보낼 수 있으며 두 

번 샷한 거리가 470야드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골퍼를 의미합니다. 여자 스크래치 골퍼의 의미

는 수평거리 기준 티샷을 210야드, 두 번 샷한 거리가 400야드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골퍼를 

의미합니다.  

슬로프 레이팅(Slope Rating)

“슬로프 레이팅”이란 스크래치 골퍼가 아닌 골퍼가 느끼는 코스의 상대적인 난이도를 USGA 코스 

레이팅과 비교하여 나타냅니다(예: 스크래치 골퍼 기준 코스의 난이도 비교). 한편 슬로프 레이팅

은 USGA 코스 레이팅과 보기 레이팅의 차이 값으로 계산됩니다. 가장 낮은 슬로프 레이팅 값은 

55이며 가장 높은 값은 155입니다. 평균 난이도의 골프 코스는 슬로프 레이팅 113 값을 갖고 있

습니다.

정규 라운드(Stipulated Round)

“정규 라운드”는 대회를 주관하는 위원회에 의해 올바른 순서로 홀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구성됩

니다. 

정규 라운드의 홀 개수는 위원회의 의해서 18홀 이하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회

는 동점자 결정 방식 관련 매치경기에서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정규 라운드의 홀을 연장할 수 있

습니다.(“골프 규칙”의 정의와 2-3, 제9-6장 참조.)

스트로크 홀(Stroke Hole / 핸디캡 스트로크 홀 참조)

대회 스코어(Tournament Score)

“대회 스코어”(T-Score)란 위원회가 운영을 하는 대회를 통해 작성된 스코어를 말합니다. 대회는 

반드시 정규 라운드 중 우승자를 배출해야 하며 “골프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회 총괄 위원회는 반드시 진행될 대회가 대회 스코어로 지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

다. 즉, 클럽의 모든 대회가 대회 스코어는 아니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진행되는 일/주 

또는 월 단위 연례 행사 등은 대회 스코어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높은 클럽 수준의 대회를 통한 스코어들은 반드시 대회 스코어로 지정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클럽 

챔피언전(스트로크 또는 매치 플레이)과 교류전 등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주 단위 수준의 대회를 

통해 나온 스코어는 승인된 골프협회가 진행하는 예선, 본선 대회 등에 포함될 수 있으며 내셔날 

토너먼트 등도 대회 스코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 너무 많은 대회가 대회 스코어로 지정이 될 경우, 핸디캡 조정 표를 통해 산출된 값의 의미가 

다소 왜곡될 수 있습니다(제10-3장과 재정 10-3/1부터 10-3/6 참조). 따라서 위원회는 대회 스

코어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대회의 시작 전에 대회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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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골프협회(AGA) 주최/주관 대회 클럽 대회

회원친선, 자선대회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진행하는 예선, 본선 

및 

내셔날 토너먼트 등

일/주 단위 리그전
클럽 챔피언전, 

교류전

 

  
대회 스코어 아님 대회 스코어로 인정 대회 스코어 아님 대회 스코어로 인정



트렌드 핸디캡(Trend Handicap) 

“트렌드 핸디캡”이란 최근의 골프 실력을 평가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핸디캡은 

핸디캡 인덱스가 아니며 최근의 갱신일 이후 평가되지 않은 스코어를 포함하고 반드시 문자 “L”과 

함께 표현됨으로써 로컬 핸디캡으로 사용됩니다.   

USGA 코스 레이팅(USGA Course Rating)

“USGA 코스 레이팅”이란 스크래치 골퍼를 대상으로 한 코스의 난이도를 평균 난이도의 코스와 

일반적인 날씨를 기준하여 평가한 것입니다. 즉, 코스 레이팅은 거리와 장해물을 기준으로 스크래

치 골퍼의 스코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합니다.  

USGA 핸디캡 인덱스(USGA Handicap Index / 핸디캡 인덱스 참조)

USGA 핸디캡 시스템(USGA Handicap System)

“USGA 핸디캡 시스템”이란 골퍼의 기량을 USGA 방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량을 가진 

골퍼 간에 공정한 라운드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윈터 룰(Winter Rules, 프리퍼트 라이 참조)

(재정)제2장: 정의                                                                               

Q: 골프 조직의 회원권은 해당 지역의 모든 골퍼들에게 개방됩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같은 지역 

내 다른 골프 시설에서 플레이 하며 회원들 끼리 같이 모여 라운드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골

프 클럽은 제2장의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A: 아닙니다. 제2장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어느 한 조직이 골프 클럽으로 인정받으려면 “서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플레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골

프 클럽의 회원이 되어 핸디캡 인덱스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클럽에 인접한 지역의 출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 클럽(3) 형태를 충족시키려면 골프 클럽의 개별 회원의 거주지 또는 사업

장의 위치가 대략 50마일(80km) 이내에 반드시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골프 클럽(2)의 경우 75

마일(120km).(골프 클럽(2)와 (3)에만 해당.)

Q: 연습장은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네. 같은 연습장에서 골프를 연습하는 것은 골프 클럽의 정의에서 요구하는 것과 달리 서로 라

운드해 볼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습장이 골프 클럽의 주 소

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원들 간 동등한 라운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동반 골퍼의 평가가 

제공되고 골프 클럽 확인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해당 연습장은 핸디캡 인덱스를 발행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재정 27 참조.)

Q: 골프 클럽을 결성한 한 회사에서 직원 52명이 모인 그룹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같은 사무실에

서 근무하며 방과 후 주중 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클럽은 USGA의 관련 내용에 근거한 

조례를 갖고 있으며 핸디캡 위원회를 결성하여 핸디캡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개

별 회원들이 직접 게시하고 핸디캡 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모든 USGA 핸디캡 시스템의 필수조

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은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할 자

격이 있습니까?  

A: 네. 회원들이 서로 골프를 할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동시에 게시된 스코어도 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반 골퍼의 평가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8장에 명시된 것처럼 핸디캡 위원회는 동

반 골퍼의 평가 요건을 충족시킬 합리적인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용 자격이 있습

니다. 

Q: 어느 한 조직이 신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골프 클럽 가입 권유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골퍼가 웹사이트 또는 메일로 가입을 하였고 가입비를 납부하였습니다. 회원이 된 골

퍼는 자체 대회에 자주 초청되어 플레이하고 핸디캡 관련 자료를 매 갱신일에 맞춰 받아보고 있습

니다. 한편 회원들 대다수는 스코어 등록을 인터넷 상으로 진행하며 핸디캡 인덱스를 같은 방법으

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USGA 핸디캡 시스템 상 골프 클럽의 정의에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네. 골프 클럽의 정의 특히 골프 클럽(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2장). 골프 클럽(3)은 광

고를 통하여 클럽이 조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 클럽의 모든 조건을 충

족시켜야 하며 반드시 골프 클럽 확인 사항(제8-2m장 참조)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USGA 핸디캡 시스템과 재정 2/7에 나온 설명 등의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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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골프 클럽”이란 용어의 명확성

 2-4. 연습장에서 발행된 클럽 회원의 핸디캡 인덱스

 2-5.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골프 클럽

 2-6. 광고를 통한 회원 모집

 2/2. 보류

 2/3.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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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

Q: 골프 클럽(1)이나 (2) 형태의 클럽들은 회원 가입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가

능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골프 클럽(3) 형태의 클럽에도 해당이 됩니까?

A: 어떠한 규정도 회원 가입 유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클럽 회원으로 가입 유치함에 있어 무

리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가입을 유도하지 않는 한, 클럽의 형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골프 클럽의 한 그룹이 회원 모집 광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참여하게 되었고 

개인들이 회원이 되기 위해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허용되는 방법입니까?

A: 개별 골프 클럽의 규정은 신규 회원을 어떻게 가입시킬지에 대하여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골퍼에게 특정 골프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지만 개별 골퍼는 반드

시 신청 절차를 통해 가입을 진행해야 하며 클럽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회원 가입 예정자

에 대한 가입 절차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는 한,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주 소재지”(골프 클럽(2)와 (3)에만 해당)

골프 클럽의 주 소재지는 클럽이 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 계약을 위해 신청서에 기재 가능한 

실제 주소 입니다. 골프 클럽의 주소로 한번 등록된 주 소재지는 반드시 회원 계약을 맺은 골프 클

럽이 승인된 골프협회가 아닌 USGA에 직접 서면 동의를 구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한편 핸

디캡 인덱스를 발행받은 골프 클럽의 회원은 반드시 인근 지역 출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

프 클럽(3) 형태는 개별 회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위치가 대략 50마일(80km) 이내 반경에 반

드시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골프 클럽(2) 형태의 클럽의 경우 회원의 거주지 위치는 일반적으

로 골프 클럽의 위치에서 약 반경 75마일(12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신원확인”(골프 클럽(3)에만 해당)

개별 골퍼는 클럽의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신원을 밝혀야 하고 골프 클럽은 클럽의 소재

지를 알아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플레이 요구 사항과 클럽의 규모”(골프 클럽(3)에만 해당)

USGA는 개별 회원이 시즌 동안 다른 클럽의 회원들과 최소 3회 라운드를 하고 1번의 행사 라운

드를 가질 수 있다면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회원으로 가입된 골퍼라

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핸디캡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골프 클럽의 행사는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럽이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 가능한 

회원수가 라운드에 초대 가능한 자리보다 많을 때 행사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클럽이 2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 당 최대 15명 씩 총 8개의 행사를 진

행할 경우 모든 회원이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8 × 15명 = 120명, 200명을 충족시키지 못

함).

“단합/활동”(모든 골프 클럽에 해당)

대회 이외의 그룹 활동들은 대회에 준하는 준비 과정 및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USGA 핸디

캡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회원들 간 서로 단합이 잘 되도록 할 수 있습니

다. 더 나아가 연례행사, 그룹 회의, 시상식 등과 같은 그룹 오리엔테이션 등을 위한 규정이 있어

야 합니다. 

“연락처”(모든 골프 클럽에 해당)

골프 클럽의 개별회원들에 대한 연락처는 모든 회원들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Q: 재정 2/7의 경기 요구조건에서 언급되어진 클럽이 지원하는 행사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A: 클럽이 지원하는 행사의 의미는 골프 클럽이 조직하고 진행하는 대회이며 대다수의 참가자가 

클럽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라운드를 하는 동안 같은 코스에서 플레이해야 합

니다. 대회별 결과는 반드시 핸디캡 산정을 위해 사용 가능한 스코어야 하며 반드시 골프규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클럽이 지원하는 행사는 평소에 같이 플레이하지 못하는 회원들끼

리도 플레이 해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반 골퍼의 평가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50명의 회원을 보유한 클럽이 4명 참가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클럽이 지원하는 

행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골프 클럽과 동반 골퍼의 평가의 정의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골프 클럽의 회원들 간 동등한 

라운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같은 골프코스에서 플레이 하지만 다른 조 편성에 편성되어 

진행하는 것도 해당됩니까? 

A: 아닙니다. 골퍼의 잠재적인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등록한 스코어의 옳고 그름을 판

단하기 위해서 골퍼는 같은 조에서 동반 라운드를 해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코스에서 있다는 것

만으로 “동반 골퍼의 평가”와 “골프 클럽”의 정의에서 언급한 동반 골퍼의 평가를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6.5. 골프 클럽의 광고를 통한 회원 모집

 2/6.7. 회원 가입 절차상의 제3자 개입

 2/7. 골프 클럽의 정의에 나온 골프 클럽의 범주와 계약 등에 관한 설명

 2/7.5. 클럽이 지원하는 행사

 2/8. 서로 다른 골퍼들 간 플레이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 이유

용어의 정의   제2장제2장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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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핸디캡 산정 - 선수의 책임

제3장: 선수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핸디캡 인덱스는 제출된 스코어의 수학적 계산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핸디캡 인덱스는 사용할 

티에 따라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이 체결된 골프 클럽에 가입해야 하며 수정된 스코

어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코어는 반드시 동반 골퍼의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5개의 

스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클럽은 골퍼에게 USGA 핸디캡 시스템에 의거하여 핸디캡 인덱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골프 클럽을 통해 부여된 핸디캡 인덱스는 슬로프 레이팅이 113인 평균 난이도의 골프 코스에서 

플레이 했을 때의 잠재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핸디캡 인덱스는 갱신일에 맞춰 업

데이트가 이루어 집니다. 골퍼는 최신 갱신일에 맞춰 변경된 본인의 핸디캡 인덱스를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퍼는 반드시 본인의 핸디캡을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하여 플레

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핸디캡 인덱스가 16.2인 골퍼가 슬로프 레이팅 140인 코스에서 플레이 

할 경우 코스 핸디캡 표를 통해 본인의 핸디캡을 20으로 변환하여 플레이해야 합니다. 

코스 핸디캡이란 라운드 시 골퍼가 받아야 할 핸디캡 스트로크의 개수를 말합니다.

핸디캡 인덱스를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골퍼는 반드시 코스 핸디캡 표에서 본인의 

핸디캡 인덱스에 상응하는 코스 핸디캡을 찾아 변환하면 됩니다. 코스 핸디캡 표는 남녀가 구분되

고 슬로프 레이팅 값에 따라 레이팅이 시행된 티별로 개별 코스 핸디캡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

퍼는 본인의 핸디캡을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홀에서 파트너와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제3-6장과 “골프 규칙”, 규칙 6-2 참조).

골퍼의 코스 핸디캡은 핸디캡 인덱스 값에 플레이할 티의 슬로프 레이팅 값을 곱하고 난 후 113으

로 나누면 됩니다.(제10-4장.)

나온 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면 됩니다.(0.5 이상 반올림).

플레이할 티의 USGA 코스 레이팅 값과 동일한 네트 스코어를 가진 골퍼는 그의 핸디캡을 목표로 

하여 라운드를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4~5번의 라운드 중 한 번 정도 핸디캡 플

레이를 합니다.)

코스 핸디캡 표는 코스 핸디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이 표는 오직 승인된 골프협

회로부터 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고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유

효값을 가지고 있는 골프 클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코스 핸디캡 표는 레이팅이 시행된 티의 USGA 코스 레이팅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18페

이지 코스 핸디캡 표 참조).

 3-1. 핸디캡 인덱스 만들기

 3-2. 핸디캡 인덱스 사용하기

 3-3. 코스 핸디캡

선수   제3장제3장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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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핸디캡 표

 XYZ 골프협회 승인

골프 클럽 이름  ABC 골프 클럽   티  Black 

슬로프 레이팅  140  USGA 코스 레이팅  72.7  보기 레이팅  98.7 

성별: 남(○), 여(  )

핸디캡 인덱스의 최대값은 남자는 36.4, 여자는 40.4입니다.(제10-5d장).

주: 최대 핸디캡 인덱스는 슬로프 레이팅 값이 113 보다 높은 코스에서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 되

었을 때 최대값 이상의 값을 갖게 됩니다.     

예: 핸디캡 인덱스 36.4를 가진 골퍼가 슬로프 레이팅 값이 133인 코스에서는 코스 핸디캡이 43

으로 변환됩니다.  

골퍼는 핸디캡 인덱스의 위와 같은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로컬 핸디캡을 가질 수 있

으며  “L”이란 문자로 표기합니다(예: 41.5L). 이러한 로컬 핸디캡은 가까운 거리의 클럽 교류전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USGA는 최대 핸디캡 인덱스를 상기와 같이 낮출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 a. 서로 다른 티: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여자 대 남자

개별 티는 서로 다른 USGA 코스 레이팅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SGA 코스 레이팅은 

스크래치 골퍼의 스코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게 레이팅 된 코스는 더 어렵기 때문에 

높은 코스 레이팅 값이 있는 티에서 플레이 할 골퍼의 코스 핸디캡에 각 티별 USGA 코스 레이팅

의 값의 차이를 더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 반올림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도

록 조정해 줍니다. 덧붙여 높은 레이팅 값이 있는 티에서 플레이 한 골퍼의 코스 핸디캡에 추가 스

트로크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재정 3-5/1.)

예1: USGA 코스 레이팅 70.3인 Middle티에서 플레이 하는 남자 골퍼와 USGA 코스 레이팅 

72.6인 Back티에서 플레이 하는 남자 골퍼 간에는 Back티에서 플레이 할 남자 골퍼에게 2스트로

크(72.6 - 70.3 = 2.3/반올림 2)를 그의 코스 핸디캡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2: USGA 코스 레이팅 73.4인 Forward티에서 플레이 하는 여자 골퍼와 USGA 코스 레이팅 

70.9인 Middle티에서 플레이 하는 남자 골퍼 간에는 Forward티에서 플레이 할 여자 골퍼에게 3 

스트로크(73.4 - 70.9 = 2.5/반올림 3)를 그녀의 코스 핸디캡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b. 같은 티: 남자 대 여자

남자와 여자 골퍼 간에도 같은 티에서 플레이할 때 서로 다른 USGA 코스 레이팅 값으로 라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티에서 여자의 코스 레이팅 값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만큼의 차이를 공정

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점 첫째자리를 반올림하거나 또는 추가 스트로크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 여자 USGA 코스 레이팅 77.3인 Middle티에서 플레이 하는 여자 골퍼와 USGA 코스 레이팅 

70.9인 Middle티에서 플레이 하는 남자 골퍼 간에는, 여자 골퍼에게 6스트로크(77.3 - 70.9 = 

6.4/반올림 6)를 여자 골퍼의 코스 핸디캡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인덱스 코스 핸디캡 핸디캡 인덱스 코스 핸디캡

+3.6 ~ +2.9 +4 16.6 ~ 17.3 21

+2.8 ~ +2.1 +3 17.4 ~ 18.1 22

+2.0 ~ +1.3 +2 18.2 ~ 18.9 23

+1.2 ~ +0.5 +1 19.0 ~ 19.7 24

+0.4 ~ 0.4 0 19.8 ~ 20.5 25

0.5 ~ 1.2 1 20.6 ~ 21.3 26

1.3 ~ 2.0 2 21.4 ~ 22.1 27

2.1 ~ 2.8 3 22.2 ~ 23.0 28

2.9 ~ 3.6 4 23.1 ~ 23.8 29

3.7 ~ 4.4 5 23.9 ~ 24.6 30

4.5 ~ 5.2 6 24.7 ~ 25.4 31

5.3 ~ 6.0 7 25.5 ~ 26.2 32

6.1 ~ 6.8 8 26.3 ~ 27.0 33

6.9 ~ 7.6 9 27.1 ~ 27.8 34

7.7 ~ 8.4 10 27.9 ~ 28.6 35

8.5 ~ 9.2 11 28.7 ~ 29.4 36

9.3 ~ 10.0 12 29.5 ~ 30.2 37

10.1 ~ 10.8 13 30.3 ~ 31.0 38

10.9 ~ 11.7 14 31.1 ~ 31.8 39

11.8 ~ 12.5 15 31.9 ~ 32.6 40

12.6 ~ 13.3 16 32.7 ~ 33.4 41

13.4 ~ 14.1 17 33.5 ~ 34.3 42

14.2 ~ 14.9 18 34.4 ~ 35.1 43

15.0 ~ 15.7 19 35.2 ~ 35.9 44

15.8 ~ 16.5 20 36.0 ~ 36.4 45

사용방법

• 상기 코스 핸디캡 표 사용법은 왼쪽에서 본인의 핸디캡 인덱스를 찾고 이 값에 상응하는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하면 됩니다.

• 상기 코스 핸디캡 표는 예시입니다. 반드시 플레이할 티의 슬로프 레이팅과 성별에 맞는 코스 핸디캡 표를 통해 본인의 코

스 핸디캡을 확인해야 합니다.

 3-4. 최대 핸디캡 인덱스

 3-5. 다른 티에서의 플레이 또는 같은 티에서 플레이 하는 남성과 여성

선수   제3장제3장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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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정은 코스 핸디캡이 플레이할 티의 슬로프 레이팅 최대값을 넘더라도 높은 레이팅 값이 

있는 티에서 플레이할 골퍼의 코스 핸디캡에 반드시 추가 스트로크를 부여해야 합니다. 반대로 낮

은 USGA 코스 레이팅 값이 있는 티에서 플레이 할 골퍼의 코스 핸디캡에 두 티간 차이 값을 빼주

는 것도 가능합니다.(재정 3-5/1 참조) 

3-5 적용 방법

단계1: 제3-3장에 나온 바와 같이 코스 핸디캡을 계산합니다.

성별이 올바른 코스 핸디캡 표의 코스 핸디캡을 확인 하거나 또는 코스 핸디캡 공식을 사용합니다:

핸디캡 인덱스 × 플레이할 티의 슬로프 레이팅 ÷ 113

예: 핸디캡 인덱스 26.5인 여자 골퍼의 플레이할 티의 슬로프 레이팅은 120이며 이를 코스 핸디

캡으로 변환하면 28이 됩니다.(제3-3장 계산식 참조)

핸디캡 인덱스 26.5인 남자 골퍼의 플레이할 티의 슬로프 레이팅은 115이며 이를 코스 핸디캡으

로 변환하면 27이 됩니다.(제3-3장 계산식 참조)

단계2: 제9-4장의 핸디캡 허용 비율을 적용합니다(가능할 경우).

예: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에서는 남자의 경우 90퍼센트, 여자의 경우 95

퍼센트의 코스 핸디캡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코스 핸디캡이 27인 남자 골퍼의 경우 1단계를 통해 24까지 코스 핸디캡을 줄일 수 있습니다(27 

× 0.9 = 24.3 / 반올림 24). 

코스 핸디캡이 28인 여자 골퍼의 경우 1단계를 통해 27까지 코스 핸디캡을 줄일 수 있습니다(28 

× 0.95 = 26.6 / 반올림 27). 

단계3: 플레이할 티의 USGA 코스 레이팅의 차이를 더해주거나 또는 소수점 첫째자리를 반올림하

여 계산합니다.

예: 2단계를 통해 Middle티에서 플레이할 남자의 USGA 코스 레이팅은 73.7이고 Front티에서 

플레이할 여자의 USGA 코스 레이팅은 69.8입니다.

USGA 코스 레이팅 73.7 - USGA 코스 레이팅 69.8 = 3.9(반올림 4). 4개의 스트로크 차이를 합

산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 나온 4개의 추가 핸디캡 스트로크는 높은 코스 레이팅 값이 있는 티에서 플레이 한 골

퍼의 코스 핸디캡에 합산하면 됩니다. 반대로 낮은 USGA 코스 레이팅 값이 있는 티에서 플레이 

할 골퍼의 코스 핸디캡에 두 티간 차이 값을 빼주는 것도 가능합니다.(재정 3-5/1 참조)

예: USGA 코스 레이팅(73.7)이 높은 티에서 플레이할 남자의 코스 핸디캡에 4스트로크를 합산하

여 28 스트로크로 라운드를 할 수 있게 조정(24 + 4 = 28스트로크)하는 반면, 여자는 2,3단계를 

통해 27스트로크로 라운드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남자의 코스 핸디캡을 2,3단계를 통해 24로 나두는 반면, 여자의 코스 핸디캡을 23으로 

조정(27 - 4 =23)하여 라운드를 할 수 있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 상기 2,3단계의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과정은 핸디캡 산정을 위한 ESC가 필요가 없습니

다.(제 4-3장, 예2와 3 참조) 예: 제3-5장을 적용하고 난 후, 골퍼는 코스 핸디캡 25에 3개의 스

트로크를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형평 타수 조정을 적용할 때 코스 핸디캡은 25입니다. 따라서 정

확한 대회의 핸디캡은 28이 됩니다.(제3-6장 적용.)

예: 제3-5장 공정한 경기를 위한 핸디캡 조정

주: 목표 스코어 또는 ‘핸디캡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골퍼의 ‘잠재적인 능력’의 포함된 의미이

며 플레이 될 USGA 코스 레이팅 값에 전체 코스 핸디캡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예., 13 + 

72.1 = 85/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일반적으로 골퍼의 평균 스코어는 목표 스코어 보다 2~4타 

정도 높게 나옵니다.

제3-5장과 제9-3C장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문을 부록 D에서 참조 바랍니다.

“골프 규칙” 6-2는 대회에서 올바른 핸디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올바른 핸디캡 적용이란 핸디캡 허용 비율, 대회 조건, 다른 티에서의 라운드, 같은 티에서

의 남녀 대결 등에 따른 결과를 통한 스트로크의 조정이 가능한 코스 핸디캡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 a. 매치 플레이

핸디캡 경기에서 매치 플레이를 하기 전, 각 골퍼 각자는 코스 핸디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골

퍼가 라운드 시작 후 처음 선언한 코스 핸디캡 보다 높아서 이로 인하여 주고 받은 스트로크의 수

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골퍼는 실격처리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퍼는 반드시 처음 선언한 

코스 핸디캡으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3-6. 대회 시 핸디캡 적용     

선수   제3장제3장   선수

철수

Gold티

10.4

130
12

+71.1

83

대

핸디캡 인덱스

슬로프 레이팅

코스 핸디캡

USGA 코스 레이팅

목표 스코어

영수

Blue티

10.4

140
13

+73.2

86

83

-12

71

목표 스코어

(빼기)

코스 핸디캡(제3-5장 적용)

최종 스코어

86

-1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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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 경기에서, 골퍼는 반드시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코스 핸디캡을 스코어 카

드에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 전 코스 핸디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규칙 6-6b) 또는 기록된 

코스 핸디캡이 처음 선언한 핸디캡보다 높아 스트로크의 개수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면 골퍼는 경

기 실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코어는 인정됩니다.

주: 골퍼는 어떤 홀에서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재정)제3장: 선수                                                                               

Q: 핸디캡 인덱스(N)(제10-5장 참조)를 가지고 있는 골퍼가 18홀 경기에 참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는 그는 18홀 핸디캡 인덱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퍼가 18홀 경기에 참가

할 수 있습니까? 

A: 만약 골퍼가 핸디캡 인덱스(N)를 가지고 있다면, 골퍼는 반드시 18홀 경기를 위해 핸디캡 인

덱스(N)를 두 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핸디캡 인덱스(N)는 18홀 핸디캡 인

덱스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핸디캡 인덱스(N)는 홀 스코어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

이며, 일반적으로 18홀 핸디캡 인덱스보다 1 내지 2스트로크를 적게 받습니다.  

Q: 골퍼가 18홀 핸디캡 인덱스와 핸디캡 인덱스(N)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골퍼의 (N)핸디

캡 인덱스가 두배가 되더라도 18홀 핸디캡 인덱스와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퍼는 

대회에서 어떤 핸디캡 인덱스를 사용해야 하나요?

A: 18홀 대회에서는 반드시 18홀 핸디캡 인덱스가 사용되어야 하며 핸디캡 인덱스(N)는 9홀 경

기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Q: 사용할 두 티의 USGA 코스 레이팅 차이를 조정할 때, 높은 레이팅 값을 가진 티에서 플레이

할 골퍼들은 반드시 낮은 티의 레이팅 값의 차이를 그들의 코스 핸디캡에 합산해야 합니다. 

한편 대회의 참가 골퍼 100명중 88명의 골퍼가 Back티에서 그리고 12명의 골퍼만 Forward티에

서 플레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높은 코스 레이팅 값이 있는 티에서 플레이 할 88명의 코스 핸

디캡에 USGA 코스 레이팅 차이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은 코스 레이팅 값이 있는 티

에서 플레이 할 12명의 코스 핸디캡에 그 차이를 빼는 것이 가능합니까?

A: 네. 두 상황의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레이팅 값의 차이를 빼는 것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만약 클럽의 그룹들이 다른 티에서 플레이 할 경우, 골프 클럽은 제3-5장 “USGA 핸디캡 시

스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A: 안됩니다. 골퍼가 다른 티에서 플레이할 때 “USGA 핸디캡 시스템”의 제3-5장을 적용하지 않

는다는 것은, 골프 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골프 규칙을 위반하는 어떠한 권한도 가

지고 있지 않습니다(“규칙,”재정 6-2/1 참조).

Q: 골퍼A의 코스 핸디캡은 23이며 골퍼B의 코스 핸디캡은 31입니다. A와 B가 경기에서 제

9-4a(ⅰ)장의 핸디캡 허용 비율에 따라 A와 B의 차이인 8스트로크를 B가 받습니다. 경기는 B가 

1Up으로 종료되었고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퍼A는 B의 핸디캡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습니다; B는 USGA 핸디캡 시스템상 형평 

타수 조정에 따른 수정된 스코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만약 수정된 스코어를 적용했다면 B의 코

스 핸디캡은 29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골퍼B를 규칙 6-2a에 의거하여 실격 처리

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은 올바른 것인가요?

A: “규칙” 6-2a에서는 핸디캡 경기에서 시작 전 골퍼는 각각의 핸디캡을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퍼가 잘못 선언한 높은 핸디캡 때문에 주고 받을 스트로크에 영향이 미친다

면, 그 골퍼는 실격처리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퍼가 선언한 핸디캡은 사용 가능합니다.    

비록 B골퍼가 형평 타수 조정을 적용하지 않아 부정확하지만 B의 코스 핸디캡은 31이었습니다. 

따라서 B는 규칙 6-2a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플레이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대회를 진행할 때 골퍼가 모든 스코어를 핸디캡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제출하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골프 규칙을 골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과 비슷합

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해결책은 핸디캡 위원회가 “USGA 핸디캡 시스템” 제8-4c장에 의거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골퍼가 핸디캡 산정을 위한 형평 타수 조정을 그의 

스코어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1. 핸디캡 인덱스(N)를 가지고 있고 골퍼가 18홀 경기에 참가하고 싶을 경우  

 3-5/2. 골프 클럽이 USGA 핸디캡 시스템 제3-5장을 따르지 않는 규정을 선택할 경우

 3-2/2. 만약 골퍼가 18홀 핸디캡 인덱스와 핸디캡 인덱스(N) 2개를 가지고 있을 경우의 사용   

3-5/1. 대회에서 대부분의 골퍼가 높은 코스 레이팅 티에서 플레이할 경우의 USGA 
코스 레이팅 차이 값 조정     

3-6/1. 골퍼가 매치경기에서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아 올바른 핸디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선수   제3장제3장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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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홀 스코어 조정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골프는 골퍼가 앞으로의 홀들을 모두 마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진행됩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

상 골퍼는 끝나지 않은 홀이나 마치지 못한 홀 등을 형평 타수 조정을 통한 스코어를 수정하는 동

시에 골프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스코어를 기록해야 합니다.  

골퍼가 홀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또는 컨시드 받은 스트로크가 있다면 반드시 핸디캡 산정을 위

해 가장 근접한 스코어를 기록해야 합니다. 가장 근접한 스코어는 제4-3장에서 정의된 형평 타수 

조정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가장 근접한 스코어는 반드시 “X"표기가 선행되어야 합니

다.(재정 4-1/1 참조)

골퍼가 라운드를 하면서 핸디캡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목적이 아닐 경우 마치지 못한 홀의 개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1: A와 B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 수 있

는 홀이 아닌 곳에서 A의 볼은 2.18피트에 위치하고 있고 B는 2.25피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후 B는 한 번의 퍼트로 3타를 기록하였고 A는 B보다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볼

을 집어 올렸습니다. 따라서 A는 가장 근접한 스코어가 4타이기 때문에 X-4를 스코어 카드에 기

입하면 됩니다.  

예2: A와 B는 매치 플레이 중입니다. 그런데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홀이 아닌 곳

에서 A는 4타로 홀 아웃을 하였습니다; B는 5번째 샷이 30발걸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B는 그 홀을 패하였고 볼을 집어 올렸습니다. 이 경우 B는 가장 근접한 스코어가 6이

기 때문에 스코어 카드에 X-6를 기록하면 됩니다.  

예3: A와 B는 매치 플레이 중입니다. 그런데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홀이 아닌 곳

에서 A는 홀로부터 한 걸을 정도 거리의 위치에 4번째 샷의 볼이 있고, B는 홀로부터 10피트 정

도 거리에 3번째 샷의 볼이 있습니다. 이후 B가 퍼트를 놓치자 두 골퍼는 그 홀을 비긴 것으로 결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두 골퍼는 가장 근접한 스코어가 5타이기 때문에 X-5를 기록하면 됩니다.

만약 골퍼가 골프 규칙(프리퍼드 라이 제외)을 준수하며 플레이 하였지만 한 홀 또는 여러 홀을 하

지 못했다면, 핸디캡 스트로크를 받을 자격이 있는 홀에는 핸디캡 목적에 맞게 파 플러스 형태로 

해당 홀들의 스코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홀들에는 반드시 앞에 “X"표기를 해야 합니다.  

예: 코스 핸디캡 10을 가진 골퍼A는 10개의 핸디캡 스트로크를 받습니다. 만약 골퍼가 6번째 핸

디캡 스트로크 홀(파4)에서 그린 보수로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면, 해당 홀에는 핸디캡 목적에 맞게 

파 플러스 스코어를 기록하거나 또는 X-5를 표기 하면 됩니다.(재정 4-2/1과 제5-2b장 참조)

대회 스코어를 포함하여 핸디캡 산정을 위한 모든 스코어들은 형평 타수 조정(ESC)의 적용을 받

습니다. 형평 타수 조정이란 핸디캡 산정을 위해 높은 스코어를 낮게 조절해 주는 것으로써, 골퍼

의 잠재적인 능력을 반영해 주기 위함입니다. 

형평 타수 조정이 적용되지 않은 스코어는 핸디캡 인덱스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평 타수 조정은 하기 표와 같이 골퍼의 실제 스코어 또는 가장 근접한 스코어가 플레이할 티를 

통해 산출된 코스 핸디캡에 상응하는 최대 스코어를 초과되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9홀 형

평 타수 조정은 제10-5c장 참조)

형평 타수 조정

예: 코스 핸디캡이 6인 골퍼A의 파 플러스를 통한 최대 스코어는 2스트로크(더블보기)입니다. 또

한 코스 핸디캡이 13인 골퍼A는 파와 관계없이 허용되는 최대 스코어는 7이며, 코스 핸디캡이 42

일 경우 어떠한 홀이던 관계없이 최대 스코어는 10입니다. 

핸디캡 인덱스가 없는 골퍼는 반드시 남자의 경우 36.4, 여자의 경우 40.4의 최대 핸디캡 인덱스

를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하여 형평 타수 조정을 적용합니다.

개인의 스코어에서 형평 타수 조정을 적용받은 홀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코스 핸디캡이 23인 플레이의 A가 106타를 기록했는데 홀별 스코어를 살펴보면 9,10 그리고 11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평 타수 조정을 적용하기 위한 최대 스코어는 8타이며 골퍼는 실제 

수정된 스코어 100타를 핸디캡 산정 목적에 맞게 기록하면 됩니다((9-8)+(10-8)+(11-8)=6).

상기 형평 타수 조정의 표는 스트로크의 가감 예를 들어 같은 티에서 플레이하는 남자와 여자 또는 서

로 다른 티에서의 시합, 핸디캡 허용 비율, 대회의 조건 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실제 핸디캡 

인덱스를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할 때에 사용해야 합니다. (제3-5장, 제9-3c장, 제9-4장 참조) 

예1: 핸디캡 인덱스가 35.4이고 코스 핸디캡이 39인 골퍼A가, 대회의 조건에 따라 최대 핸디캡 

 4-1. 마치지 못한 홀과 컨시드 받은 스트로크      

 4-3. 형평 타수 조정                                                          

 4-2. 플레이 하지 못한 홀                                                                     

홀 스코어 조정   제4장제4장   홀 스코어 조정

코스 핸디캡 한 홀에서 최대 형평 타수 조정 

9 이하 더블보기

10 ~ 19 7

20 ~ 29 8

30 ~ 39 9

40 이상 10



27 26

인덱스 허용 범위가 25.4이고 코스 핸디캡이 28로 변환 가능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합니

다. 그러나 형평 타수 조정을 적용할 경우 골퍼A의 코스 핸디캡은 39가 됩니다.

예2: 코스 핸디캡이 30인 골퍼A가 포볼 스트로크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 허용되는 핸디캡 허용은 

90퍼센트이므로 27이 됩니다. 그러나 형평 타수 조정을 적용할 때에는 골퍼A의 코스 핸디캡은 

30이 됩니다. 

예3: 핸디캡 인덱스가 25.4이고 코스 핸디캡이 28인 골퍼A가 다른 티를 사용하는 대회에 참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높은 레이팅 값(USGA 코스 레이팅 73.0)이 있는 티에서 낮은 레이팅 값

(USGA 코스 레이팅 71.2)이 있는 티의 차이는 2스트로크(73.0 - 71.2 = 1.8 반올림 2)이며, 

USGA 코스 레이팅이 73.0에서 플레이할 골퍼에게 2스트로크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

스 핸디캡은 30으로 변환되지만 형평 타수 조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코스 핸디캡은 28이 됩니다.  

예4: 형평 타수 조정이 적용되지 않은 대회에서 핸디캡 인덱스가 25.4인 골퍼A가 92타를 기록했

는데 이에 대한 코스 핸디캡은 28입니다. 따라서 골퍼의 대회 스코어는 92타 이지만 핸디캡 산정

에 맞게 스코어를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형평 타수 조정의 적용을 받아서 기록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예외 없이 핸디캡 인덱스를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진

행해야 합니다. 만약 골퍼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핸디캡 인덱스를 임의로 조정하였다면, 제8-4장에 

의거하여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로부터 핸디캡 인덱스를 조정 또는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재정)제4장: 홀 스코어 조정                                                                     

Q: 제4장에서 홀 스코어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 “가장 근접한 스코어”는 골퍼가 라운드를 시작하

였지만 전체 홀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핸디캡 산정 목적에 맞게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근접한 스코어”는 형평 타수 조정을 통해 골퍼의 최대 스코어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

는데,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A: “가장 근접한 스코어”는 골퍼 자신의 라운드를 기본으로 하여 판단하는 스코어입니다. 이 스코

어는 기존 시행한 스트로크에 추가 스트로크를 더하는 것으로서 라운드를 절반 정도 진행한 이후

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홀을 마치는데 필요로 할 스트로크의 개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골

퍼는 본인이 기록할 만한 스코어를 예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골퍼는 형평 타수 조정에 근거하여 최대로 허용되는 가장 근접한 스코어를 비교해 봐

야 하며 2보다 적은 스코어를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장 근접한 스코어가 8이지만 형

평 타수 조정을 적용했을 경우 7이 된다면, 골퍼는 핸디캡 산정을 위해 X-7를 스코어로 기록해야 

합니다. 

Q: 규칙을 준수하며 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홀을 플레이 하지 못한 경우 핸디캡 스트

로크를 파 플러스 형태로 기록하기 보다는 가장 근접한 스코어로 기록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A: 네. 골프 규칙을 준수하며 라운드 하는 도중 홀을 마치지 못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핸디캡 

산정을 위해 스코어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USGA 핸디캡 시스템이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합

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반드시 핸디캡 산정 목적이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골퍼는 해당 내용

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핸디캡의 올바른 목적 즉 더 많은 스코어를 확인함으로써 골퍼의 

잠재적인 능력을 확인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예1: 만약 로컬 룰이 허용하지 않음에도 골퍼가 거리 측정 장치 또는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했더라

면,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재정 5-1e/2와 제7장.)

예2: 골퍼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홀 아웃 하지 않아(예: 홀 아웃 전에 볼을 집어 올림) 규칙 3-2

를 어겼음에도 핸디캡 산정(제4-1장 참조)을 위해 “가장 근접한 스코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3: 골퍼 본인의 의지가 아닌 올바르지 못한 코스 마킹 또는 홀 라이너의 부정확한 설치 등의 상

황에서 골퍼는 핸디캡 산정을 위해 해당 홀의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개정)

Q: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네트 스코어를 결정할 때, 플러스 핸디캡을 소유한 골퍼는 핸디캡 할당 

표에 맞춰 전체 18홀에 핸디캡 스트로크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플러스 핸디캡 골퍼

는 홀을 플레이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마치지 못한 홀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코어를 기록해야 합니

까(제 4-1장, 제4-2장, 제7장)?

A: 핸디캡 산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골퍼는 반드시 스코어에 파 기준 마이너스 1을 해당 홀

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 핸디캡이 +3인 골퍼가 파5 17번 홀을 플레이 하지 않았다

면 골퍼는 그 홀에서 파 기준 마이너스 1 즉 X-4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그 홀이 10번째 핸디

캡 스트로크 홀이라면, 골퍼는 파를 기록해야 합니다.(신규)

 4-1/1. 플레이 하지 않은 홀에 대한 “가장 근접한 스코어”의 설명  

 4-2/2. 제4-2장 관련 플러스 코스 핸디캡을 소유한 골퍼에 대한 적용 절차   

4-2/1. USGA 핸디캡 시스템에 의거하며 골프 규칙을 준수하는 동안의 “플레이 안한 
홀”에 대한 설명    

홀 스코어 조정   제4장제4장   홀 스코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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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와 핸디캡 위원회의 책임

제5장: 스코어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공정한 핸디캡은 골퍼의 잠재적인 실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된 스코어를 통해 결정

됩니다. 모든 골퍼는 본문에 언급되는 바와 같이 접수 가능한 스코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핸디캡 산정을 위해 제4장의 형평 타수 조정을 포함한 스코어의 조정은 반드시 대회 

스코어를 포함한 모든 스코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a. 스코어 등록

9홀 스코어를 등록하기 위하여 골퍼는 최소 7홀 및 7~12홀을 골프 규칙을 준수하며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18홀 스코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3홀을 골프 규칙을 준수하며 플레이해야 

합니다.(재정 5-1a/3과 5-1a/5 참조) 

▒ b. 모든 코스에서의 스코어

활동 시즌 동안의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이 시행된 코스를 통한 수정된 스코어는 홈, 어

웨이 모두 정확한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과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5-1b/1 참조)

▒ c. 모든 형태의 대회에서의 스코어

매치 및 스트로크 플레이를 통한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을 위하여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

코어에는 매치 플레이, 멀티볼 또는 한 홀이나 여러 홀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어떤 홀에서 볼을 집

어 올려도 무방한 단체전 등의 경기가 모두 포함됩니다.(제4장과 재정 5-1c/1,5-2a/5,5-2a/7.)

▒ d. 실격

대회 실격을 당하였지만 핸디캡 산정을 위해 등록 가능한 스코어를 보유한 골퍼는 핸디캡 산정 목

적에 맞게 제4-2장을 사용하여 수정된 스코어를 등록해야 합니다. 

예1: 골프 규칙 3-2상 홀 아웃을 하지 않은 골퍼

예2: 골프 규칙 6-6b상 스코어 카드에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골퍼

예3: 골프 규칙 3-4상 골퍼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하여 다른 골퍼의 권리

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

그러나 만약 위반 사항(예, 규칙 1-2, 1-3 및 규칙 14-3의 지속적인 위반 등)이 골퍼에게 부당

한 이득을 줄 수 있다면 해당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5-1e(ⅶ)장). 

▒ e. 사용할 수 없는 스코어

다음에 나오는 스코어들은 핸디캡 산정에 사용할 수 없는 스코어 기록이며 등록 또한 할 수 없습

니다: 

 (ⅰ) 최소 7개 홀 미만으로 플레이 한 스코어;

 (ⅱ)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비활동 시즌으로 지정된 기간에 기록된 스코어;

 (ⅲ)  대회 조건 상 최대 허용 클럽수가 14개 이하로 규정하거나 클럽의 종류를 제한하는 대회, 

예를 들어 아이언만 허용하는 대회 등;

 (ⅳ)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이 시행되지 않은 코스에서의 스코어;

 (ⅴ)  골퍼가 부적합한 클럽이나 볼 또는 티를 사용하여 플레이 했을 때의 스코어; 또는 규칙 

14-3을 위반했을 때의 스코어.(신규)

 (ⅵ) 혼자 플레이하면서 기록한 스코어;(신규)

 (ⅶ)  골퍼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칙을 어겼을 경우 그리고 제4-1장과 제4-2장의 홀 스코어

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라운드 도중 골퍼가 스트로크 하는 동안 클럽을 몸에 

고정하고 플레이 했는데 벌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14-1b 참고), 스코어는 골프 규

칙상 벌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핸디캡 산정시 맞지 않는 잘못된 스코어임

▒ a. 개괄

스코어 등록은 라운드 후 해당 골프장에서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 동반 골퍼의 평가가 있어야 합니

다. 이러한 방법은 스코어 등록시 언제든지 지켜야 합니다. 스코어를 제출하는 장소는 반드시 모

든 코스에서 골퍼들이 해당 코스에서의 스코어를 기록하기 가장 쉬운 장소이어야 합니다. 등록된 

스코어는 반드시 모든 회원들의 동반 골퍼의 평가를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재정 5-2a/1 참조)  

핸디캡 산정을 위해 하기 내용들이 반드시 다음 갱신을 전까지 기록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재

정 5-2a/2 참조):

 (ⅰ) 골퍼의 이름 또는 GHINⓇ번호;

 (ⅱ) 라운드 한 날짜;

 5-1. 산정 가능한 스코어                 

 5-2. 스코어 등록            

스코어   제5장제5장   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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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코스 이름*;

 (ⅳ) 사용티의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ⅴ) 수정된 스코어;

 (ⅵ) 스코어 종류.

* 골프 클럽(1)과 (2) 형태의 클럽은 권장사항이나 골프 클럽(3) 형태의 클럽은 반드시 필요.

▒ b. 라운드를 다 못하였을 경우 스코어 등록

만약 13홀 이상 플레이 했다면 골퍼는 18홀 스코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7~12홀을 플레

이했다면 골퍼는 반드시 9홀 스코어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플레이를 안 하여 스코어

가 없는 홀은 핸디캡 스트로크를 받을 수 있는 홀에 파 플러스 형태로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제

4-2장, 제5-1a장 참조.)  

예: 코스 핸디캡이 30인 골퍼A는 16홀까지 라운드를 한 후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17번 홀은 

파3이며 18번 홀은 핸디캡 스트로크 홀입니다. 해당 골퍼는 17번 홀에 대해서는 파3에 추가로 1 

핸디캡 스트로크를 더하여 X-4를 기입해야 합니다. 18홀은 파4홀로 12번째 핸디캡 스트로크 홀

입니다. 골퍼는 파4에 추가 2핸디캡 스트로크를 추가하여 X-6를 18홀에 기록해야 합니다. 

▒ c. 9홀 스코어 등록

핸디캡 산정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9홀 스코어 등록을 위해 필요합니다.

 (ⅰ) 해당 코스는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ⅱ) 최소 7홀 이상을 플레이해야 합니다(제5-1a장 참조).

9홀 스코어 등록에 대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비록 9홀 스코어를 대부분 등록했더라도 골퍼는 

핸디캡 인덱스(N) 대신 핸디캡 인덱스(제10-2장 참조)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0-5장 

핸디캡 인덱스(N)의 계산 참조.) (재정 5-2c/1 참조.)

▒ d. 9홀 스코어 관리

일단 스코어가 등록되면 9홀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ⅰ) 9홀은 T-스코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ⅱ)  9홀 스코어를 합칠 때 USGA 코스 레이팅은 9홀별 USGA 코스 레이팅의 합산 값이어야 

하며 슬로프 레이팅은 2개의 9홀에 대한 평균값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소수 첫째자리 반올

림);

 (ⅲ)  2개의 9홀 합산 스코어는 반드시 C라는 글자를 18홀 스코어에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예:85C).

 (ⅳ)  9홀 스코어의 합산은 어떤 클럽이든 또는 9홀의 어떠한 조합이든 스코어 종류와 관계없이 

골퍼의 기록된 스코어로부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9홀 스코어는 Middle티

에서 기록한 스코어를 후반 9홀 스코어는 Back티에서 기록한 스코어를 어느 코스든 서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9홀 합산의 조합으로 생성된 18홀 스코어는 최근 9홀을 기록한 코스(가능할 경우)와 날짜가 기록

되어야 합니다(예: 4월 29일자 스코어와 5월 4일자 스코어의 합산 = 5월 4일).

9홀 스코어는 골퍼의 스코어 기록에서 20번째로 오래된 18홀 기록된 스코어 보다 오래될 때까지 

또 다른 9홀 스코어와 합산되어 유지됩니다. 9홀 스코어는 골퍼의 스코어 기록에 등록된 순서대로 

결합되며 날짜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e. 대회 스코어 등록

대회 스코어는 대회에서 위원회에 의해 진행된 스코어를 말합니다. 대회는 반드시 정규 라운드 중 

우승자를 발표해야 하며 반드시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회는 매치 또는 스크래치 

형태의 경기가 가능합니다. 

위원회(핸디캡 위원회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는 스코어 등록시 “T”자를 통해 스코어가 대회 스코

어인지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연례행사와 같은 대회는 역사, 스케줄, 대회 형태, 클럽의 회원 

참여자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T-스코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제2장과 재정 10-3/1부터 

10-3/6까지 참조.)

▒ f. 위원회의 스코어 등록

만약 골퍼가 자신의 스코어 등록을 하지 못한다면, 핸디캡 위원회는 골퍼의 허가 없이도 스코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8-6b장 참조.) 대회 후 위원회는 모든 참가자들의 스코어를 등록할 책임

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반드시 위원회와 골퍼 이중으로 스코어를 등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골퍼에게 등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g. 레이팅 값이 없는 티에서의 스코어 등록

승인된 골프협회는 주로 사용되는 티의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이 성별(남,여 구분)로 없다면 골퍼는 다음 절차에 따

라 임시 방편으로 스코어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가장 거리가 가까운 레이팅 된 티 확인

 •레이팅 된 티와 플레이할 티의 거리 차이 확인

 •거리(야드) 차이에 따른 변화값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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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팅 값이 없는 티에서의 여자 레이팅 조정값 레이팅 값이 없는 티에서의 남자 레이팅 조정값

만약 레이팅 값이 없는 티가 레이팅 된 티보다 거리가 길 경우, 적합한 성별에 맞게 가장 가까운 

레이팅 된 티의 값을 더하면 됩니다. 또는 만약 레이팅 값이 없는 티가 레이팅 된 티보다 거리가 

짧을 경우 차이만큼 빼면 됩니다.

이 방법은 골퍼가 티를 조합하여 플레이할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골퍼는 첫 번째로 플레이할 총 

거리를 결정하고 난 후 상기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위원회가 티를 조합한 경기를 관장한다면, 상기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

는 일반적인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에 대한 대체 방법은 아닙니다.

9홀 조정값을 찾기 위해서는, 거리 차이에 따른 USGA 코스 레이팅 값을 표에서 찾아 적용하고 슬

로프 레이팅 값은 실제 거리 차이에 두 배를 하여 적합한 슬로프 레이팅 조정값을 적용합니다.    

거리(야드) 코스 레이팅 변화 슬로프 레이팅 변화

621 ~ 638 3.5 7

639 ~ 656 3.6 8

657 ~ 674 3.7 8

675 ~ 692 3.8 8

693 ~ 710 3.9 8

711 ~ 728 4.0 8

729 ~ 746 4.1 9

747 ~ 764 4.2 9

765 ~ 782 4.3 9

783 ~ 800 4.4 9

801 ~ 818 4.5 10

819 ~ 836 4.6 10

837 ~ 854 4.7 10

855 ~ 872 4.8 10

873 ~ 890 4.9 10

891 ~ 908 5.0 11

909 ~ 926 5.1 11

927 ~ 944 5.2 11

945 ~ 962 5.3 11

963 ~ 980 5.4 11

981 ~ 998 5.5 12

999 ~ 1016 5.6 12

1017 ~ 1034 5.7 12

1035 ~ 1052 5.8 12

1053 ~ 1070 5.9 13

1071 ~ 1088 6.0 13

1089 ~ 1106 6.1 13

1107 ~ 1124 6.2 13

1125 ~ 1142 6.3 13

1143 ~ 1160 6.4 14

1161 ~ 1178 6.5 14

1179 ~ 1196 6.6 14

1197 ~ 1214 6.7 14

1215 ~ 1232 6.8 14

1233 ~ 1250 6.9 15

거리(야드) 코스 레이팅 변화 슬로프 레이팅 변화

0 ~ 8 0.0 0

9 ~ 26 0.1 0

27 ~ 44 0.2 0

45 ~ 62 0.3 1

63 ~ 80 0.4 1

81 ~ 98 0.5 1

99 ~ 116 0.6 1

117 ~ 134 0.7 1

135 ~ 152 0.8 2

153 ~ 170 0.9 2

171 ~ 188 1.0 2

189 ~ 206 1.1 2

207 ~ 224 1.2 2

225 ~ 242 1.3 3

243 ~ 260 1.4 3

261 ~ 278 1.5 3

279 ~ 296 1.6 3

297 ~ 314 1.7 4

315 ~ 332 1.8 4

333 ~ 350 1.9 4

351 ~ 368 2.0 4

369 ~ 386 2.1 4

387 ~ 404 2.2 5

405 ~ 422 2.3 5

423 ~ 440 2.4 5

441 ~ 458 2.5 5

459 ~ 476 2.6 5

477 ~ 494 2.7 6

495 ~ 512 2.8 6

513 ~ 530 2.9 6

531 ~ 548 3.0 6

549 ~ 566 3.1 7

567 ~ 584 3.2 7

585 ~ 602 3.3 7

603 ~ 620 3.4 7

거리(야드) 코스 레이팅 변화 슬로프 레이팅 변화

407 ~ 428 1.9 5

429 ~ 450 2.0 5

451 ~ 472 2.1 5

473 ~ 494 2.2 5

495 ~ 516 2.3 5

517 ~ 538 2.4 6

539 ~ 560 2.5 6

561 ~ 582 2.6 6

583 ~ 604 2.7 6

605 ~ 626 2.8 7

627 ~ 648 2.9 7

649 ~ 670 3.0 7

671 ~ 692 3.1 7

693 ~ 714 3.2 8

715 ~ 736 3.3 8

737 ~ 758 3.4 8

759 ~ 780 3.5 8

781 ~ 802 3.6 9

거리(야드) 코스 레이팅 변화 슬로프 레이팅 변화

0 ~ 10 0.0 0

11 ~ 32 0.1 0

33 ~ 54 0.2 0

55 ~ 76 0.3 1

77 ~ 98 0.4 1

99 ~ 120 0.5 1

121 ~ 142 0.6 1

143 ~ 164 0.7 2

165 ~ 186 0.8 2

187 ~ 208 0.9 2

209 ~ 230 1.0 2

231 ~ 252 1.1 3

253 ~ 274 1.2 3

275 ~ 296 1.3 3

297 ~ 318 1.4 3

319 ~ 340 1.5 4

341 ~ 362 1.6 4

363 ~ 384 1.7 4

385 ~ 406 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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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여성이 Middle티에서 라운드를 하는데 그 티는 레이팅 값이 없는 티입니다. 반면에 앞에 있는 

Lady티의 USGA 코스 레이팅 값은 71.6이며 슬로프 레이팅은 119입니다. Middle티는 Lady티보다 

396야드가 길기 때문에 표에서 387부터 404야드 범주 내를 찾아 상응하는 USGA 코스 레이팅 2.2, 

슬로프 레이팅 5를 기존 레이팅이 있는 티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라운드 하는 여성은 USGA 코스 

레이팅 73.8(71.6 + 2.2)과 슬로프 레이팅 124(119 + 5)의 값으로 스코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9홀만 플레이하는 남성이 Front티에서 라운드를 하는데 그 티는 레이팅 값이 없는 티입니다. 

반면에 중간에 있는 USGA 코스 레이팅 남자 값은 34.8, 슬로프 레이팅은 117입니다. Front티는 

Middle티에 비해 195야드 짧기 때문에 표에서 187부터 208야드 범주 내를 찾아 상응하는 USGA 

코스 레이팅 0.9를 기존 레이팅이 있는 티에서 빼며 슬로프 레이팅은 385부터 406야드 범주(195 

× 2 = 390)내에 있는 4를 기존 값에서 빼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골퍼는 USGA 코스 레이팅 33.9(34.8 - 0.9)와 슬로프 레이팅 113(117 - 4)을 기준

하여 스코어를 등록하면 됩니다.

주1: 만약 라운드하려는 코스에 적절한 남녀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이 없다면 골

퍼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승인된 골프협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2: 만약 거리 차이가 여자 1,250야드, 남자 802야드 이상 난다면 골퍼는 거리 차이의 절반 값

을 찾아 해당 값이 두 배로 늘려 상기 방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거리 차이가 1,400야드 

난다면, 표에서 700야드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 USGA 코스 레이팅 6.4(3.2 × 2), 슬로프 레이팅 

16(8 × 2)을 더하면 됩니다. 

(재정)제5장: 스코어                                                                             

Q: 날씨가 예측 불가능 한 경우 회원 대다수가 클럽하우스 근처에 있는 1,2,3,13,14,15,16,17,18

홀에서 라운드를 합니다. 그렇게 플레이 한 후 다시 똑같은 홀을 라운드 하였을 경우 핸디캡 산정

을 위한 스코어 접수가 가능합니까?

A: 네. 위와 같은 상황 간혹 발생하는 경우로 골프 클럽은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USGA 코스 레

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핸디캡 디프렌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임시로 운영 중인 그린 또는 사용티에 대하여 클럽은 핸디캡 산정을 위해 해당 스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네. 해당 공사기간 동안의 규칙이 허용된다면 해당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

습니다. 골프 클럽은 이러한 특정 상황에 대해 승인된 골프협회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

시로 운영 중인 그린(추가적인 신설 그린이 아닌)에서 플레이가 진행 된다면 승인된 골프협회는 

클럽의 회원들에게 핸디캡 스트로크 홀을 기준하여 파 플러스 형태로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4-2장과 14-5 참조).)

Q: 골퍼는 레슨 받는 동안 기록한 스코어를 핸디캡 산정을 위한 스코어로 등록 가능합니까?

A: 안됩니다. 레슨을 받으며 라운드 한 스코어는 골프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

다 - “골프규칙” 8-1 참조. 마찬가지로 이런 스코어는 컴퓨터를 통한 핸디캡 인덱스 산정에도 사

용될 수 없습니다. 

Q: 골퍼는 라운드 전체를 진행하는 동안 2개의 볼로 플레이를 자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골퍼는 

기록 스코어를 핸디캡 산정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까?

A: 안됩니다. 골퍼는 2개의 볼로 플레이할 경우 스코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스코어는 

골프규칙에도 위배 됩니다 - “골프규칙” 7-2 참조

Q: 클럽이 핸디캡 산정을 위한 어웨이 스코어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A: 안됩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골퍼는 동반 골퍼의 평가 아래 기록한 어느 곳

의 스코어도 허용 가능합니다.

Q: 두 명의 골퍼가 매치 플레이로 시합을 진행하는 동안에 스트로크 플레이도 동시에 진행하였습

니다. 이러한 형태는 “골프규칙” 33-1에 위배됩니다. 한편 골퍼의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을 위해 

등록 가능합니까? 

A: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5-1a/1. 18홀 코스를 무작위로 2번 돌았을 경우의 스코어 사용            

 5-1a/4. 레슨 받는 동안 기록한 스코어의 사용               

 5-1a/5. 전체 라운드 동안 2개의 볼로 플레이를 한 경우              

 5-1b/1. 클럽이 어웨이 스코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1c/1. 매치 플레이와 스트로크 플레이가 혼합된 경기의 스코어 사용        

 5-1e/1. 파3코스에서 기록된 스코어 사용             

 5-1a/2. 보류                 

 5-1a/3. 임시로 운영 중인 그린 또는 사용티를 통한 접수된 스코어의 핸디캡 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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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디캡 산정 프로그램에서 전체 길이가 3,000야드 미만인 파3코스는 핸디캡 인덱스 산정을 위

해 사용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러한 코스는 일반적으로 클럽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코스에서 기록한 스코어를 토대로 산정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골퍼가 이러한 코스에서 

기록한 스코어를 가진 골퍼와는 형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사한 코스에서 

클럽의 종류를 제한한 대회의 스코어 역시 핸디캡 산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3코스 중 공평한 핸디캡 산정을 위해 사용 가능한 스코어가 때에 따라 있습니다. 부록A 참조.

Q: 거리 측정기 또는 다기능 장비의 도움을 받아 기록된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A: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골퍼가 위원회에서 로컬 룰로 거리 측정기에 대

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리에 대한 정보만을 확인했을 경우 기록된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골퍼가 다기능장비를 활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통한 날씨 등의 정보를 확인했을 경우 그리고 

“골프규칙” 14-3에 위배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건 등을 측정하거나 확인하는 특정 행위

가 없었더라면 해당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퍼가 “골프규칙” 14-3에 위배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장비를 통해 각종 조건 등을 확인하

는 행위(예, 풍속, 경사)가 있었더라면 해당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개정) 

Q: 인공적인 장비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장비의 비정삭적인 사용을 통한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A: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골퍼가 규칙 14-3을 위반했다면 골퍼는 스트로

크 플레이에서 2벌타, 매치 플레이서서 해당 홀의 패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14-3

의 위반은 실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5-1e장에 따라 핸디캡 산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정)  

Q: 클럽의 몇 명이 라운드 한지 2달 후 스코어를 기록한 사실 때문에 핸디캡 위원회는 라운드를 

진행한 날 기준 2주 이내로 스코어 기록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합니까?

A: 네, 스코어는 라운드가 종료되자마자 기록되어야 합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스코어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Q: 5월 1일이 핸디캡 갱신일이지만 4월 30일 라운드 한 스코어를 5월 2일까지 등록하지 못하였

습니다. 이 경우 핸디캡 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하다면 모든 골퍼들은 4월 30일 기록한 스코어를 토대로 핸디캡 인덱스를 즉시 재산정해

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능하면 골프 클럽은 컴퓨터 전산 서

비스를 통해 해당 스코어를 다음 갱신일에 산정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Q: 핸디캡 위원회는 골퍼에게 핸디캡 산정을 위한 스코어 등록을 위해 스코어 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A: 안됩니다. 그러나 핸디캡 위원회는 골퍼들 간 조정된 스코어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적으로 샘플 형태로 스코어 카드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클럽은 스코어가 제출될 경우 기록

된 스코어나 핸디캡 인덱스에 관한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Q: 만약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가 핸디캡 위원회에 의해 취소되거나 수정된 상황에서 골퍼는 새로

운 핸디캡 인덱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핸디캡 위원회는 해당 골퍼의 스코어 카드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네.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는 핸디캡 인덱스가 취소되거나 수정된 골퍼의 감독 기간 동안 스코

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포볼 경기를 진행하는 골프 클럽에서 “골프규칙” 31-4에 나와 있는 대로, 동반 골퍼의 스코어

가 사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2개의 홀 스코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핸디캡 산정을 목적

으로 어떠한 스코어를 위원회는 해당 2개의 홀에 기록해야 합니까?

A: 만약 골퍼가 스트로크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면 본인이 기록한 스코어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며 

골퍼는 실제 스코어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형평 타수 조정을 초과하지 않는 스코어를 기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골퍼가 해당 홀에서 볼을 집어 올렸다면 위원회는 가장 근접한 스코어를 기록

함으로써 해당 홀을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제4-1장 참조). 그러나 만약 그러한 정

보가 없다면 위원회는 핸디캡 스트로크 홀에 해당 골퍼의 코스 핸디캡을 기본으로 하여 파 플러스 

형태로 기록해야만 합니다. (재정 4-1/1 참조.)

주: 핸디캡 산정을 목적으로 골퍼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홀의 개수가 있습니다. 골퍼는 18홀 기

 5-1e/2. 거리 측정기(다기능 장비)를 사용하여 기록된 스코어           

 5-2a/2. 갱신일 이전에 기록한 스코어의 늦은 등록            

 5-2a/3. 핸디캡 산정을 위한 스코어 카드 제출               

 5-2a/4. 핸디캡 인덱스가 취소되거나 수정된 골퍼의 스코어 카드 제출 요청               

 5-2a/5. 포볼 경기시 홀 스코어가 공란으로 기록된 경우의 스코어 작성              

 5-1e/3. 인공적인 장비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장비의 비정상적 사용             

 5-2a/1. 지정된 기간 내에 스코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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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반드시 13개 홀은 해야 하며 9홀 기준 7개의 홀은 반드시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8홀

은 5개의 홀, 9홀은 2개의 홀까지 기록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Q: 매치 플레이에서 골퍼는 16번 홀까지 진행하여 해당 경기를 승리 하였습니다. 골퍼는 2개 홀

을 남겨둔 상황인데 이러한 스코어는 어떻게 등록을 진행하면 되나요? 

A: 골퍼는 매치 홀에서 반드시 실제 스코어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스코어를 기록한

다면 모든 홀에서 최고의 스코어를 기록하기 위해 골퍼가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와 차이가 있

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매치 홀에서 등록된 스코어가 부풀려졌다고 생각할 경우, 이 상황

은 제8장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8-c(ⅳ)참조.)

Q: 골퍼는 무선 장비 등을 통해 개별 스코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네. 골프 클럽의 회원들은 무선 장비 등을 통해 개인 스코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코어를 등록하는 장비의 종류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개정)

Q: 개별 골퍼(계약된 골프 클럽을 통하지 않은)는 웹사이트를 통해 핸디캡 인덱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안됩니다. 개별 골퍼는 반드시 USGA 핸디캡 시스템 규정을 따르는 계약된 골프 클럽에서만 

핸디캡 인덱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골프 클럽은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들과 커뮤니

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재정 2/7.)

Q: 골퍼가 27홀 경기 방식(로빈 방식)과 같이 9홀을 여러 번 플레이 하였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9홀 스코어를 혼합하여 사용합니까?  

A: USGA는 9홀 스코어의 합산을 로빈 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27홀 경기에 대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한 두 개의 9홀을 합산하여 18홀 스코어를 등록하고 이후 

세 번째 9홀은 향후 진행될 첫 9홀의 스코어와 합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 27홀을 하루에 진행하지만 첫 9홀은 연습라운드로 지정되었을 경우입

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의 첫 9홀은 그대로 두고 다음에 연속으로 진행한 9홀의 합산을 토대로 18

홀 스코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된 두 가지의 18홀 합산에 대하여 18홀 스코어 모두 대회 스코어로 지정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스코어 기록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새 시즌(또는 새해) 새롭게 기록된 스코어는 반드시 기존의 스코어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스코어는 반드시 매년 유지되어야 합니다.(재정 6-1/1 참조.)

승인된 골프협회는 해당 지역의 비활동 시즌의 기간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승인

된 골프협회 내에 있는 골프 클럽은 사용 계약이 안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비활동 시즌을 준수해

야 합니다. 

비활동 시즌에 기록된 스코어는 핸디캡산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핸디캡 인덱스를 발급한 

골프 클럽이 현재 비활동 시즌에 있을지라도 다른 지역 즉 라운드를 할 골프 클럽이 활동 시즌 기

간 안에 있다면 스코어는 반드시 핸디캡 산정을 위해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클럽의 핸디캡 위

원회는 해당 골퍼가 다음 핸디캡 인덱스 갱신일 전에 어웨이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 만약 골퍼가 미시간 지역에 있는 골프 클럽 소속인데 1월경 플로리다 지역 내의 골프 클럽에

서 라운드를 한다면 반드시 플로리다 지역에서 기록한 라운드 스코어는 자신이 속한 골프 클럽(미

시간 지역)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골퍼가 플로리다 지역 내의 골프 클럽에도 소속되어져 

있다면 스코어는 반드시 플로리다 지역 내의 골프 클럽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스코어 기록의 확인은 동반 골퍼의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골프 클럽은 유

효 대회 스코어를 포함한 최근 20개의 스코어(만약 스코어가 20개 미만일 경우 더 적은 개수가 공

개)를 모든 클럽 회원들이 연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동반 골퍼 또는 

다른 사람들이 스코어를 서로 감독할 수 있도록 쉽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5-2a/6.  보류               

 5-2a/7. 매치 플레이가 18홀을 다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스코어 등록             

 5-2a/8. 무선 장비 등을 통한 개인 스코어 등록             

 5-2a/9. 웹사이트를 통한 자동 계산              

 5-2c/1. 9홀 스코어의 합산 방법          

 6-1. 기록의 연속             

 6-2. 비활동 시즌              

 6-3. 핸디캡 인덱스와 스코어 기록            

스코어 기록   제6장제5장   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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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골퍼들은 핸디캡 카드를 소지하거나 또

는 핸디캡 인덱스가 기록된 라벨을 붙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카드에는 반드시 승인된 골프협회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USGA 핸디캡 시스템 규

정을 준수하는 소속 골프 클럽이 표기되어 있

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골프협회와 골프 

클럽의 이름은 반드시 카드(또는 라벨)에 표

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카드 상에 컴퓨터 전산 서비스 이름이 기재될 경우 사이즈는 1/4인치 이하이어야 하고 발급 

기관의 로고(표식 등)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골프 클럽에 속한 골퍼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a)  승인된 골프협회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멀티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멀티회원 관련 서비스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된다면 모든 클럽에서 기록된 스코어

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또는

   (b)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그리고 관련 자료와 함께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이메일, 팩스, 인터넷, 우편 등과 같이 방법으로 스코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골퍼가 핸디캡 인덱스를 두 개 이상의 클럽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클럽들이 컴퓨터 전

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모든 접수 가능한 스코어들은 골프장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

다.(재정 6-5/1 참조.) 이것은 핸디캡 인덱스의 부정확한 공유 예를 들어 송신 오류 등과 같은 행

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같은 핸디캡 인덱스를 공유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모든 클럽에서 기록된 

스코어가 전부 등록되지 않은 즉 최근 20개 중 좋은 10개의 핸디캡 디프렌셜에 기초하지 않는 핸

디캡 인덱스는 올바른 핸디캡 인덱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가 모든 스

코어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마다 다를 경우 다른 클럽 골퍼들 간의 경기에서 대회를 주

관하는 위원회는 가장 낮은 핸디캡 인덱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재정 6-5/3.) 

골프 클럽을 변경할 때 골퍼는 올바른 USGA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과 함께 유효 대회 스코

어 및 20개의 최근 스코어를 클럽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새로운 클럽에서의 기록된 스코어로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핸디캡 갱신일 

까지는 핸디캡 인덱스가 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골퍼는 최소 5개의 기록된 스

코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골퍼의 기록된 스코어가 쓸 수 없다면, 스코어가 최소 5개 등록되어 

핸디캡 갱신일이 지날 때까지 핸디캡 인덱스(N)를 가질 것입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만약 기록된 

스코어가 최소 5개 이상일 경우 핸디캡 갱신일 전 중간 기간에 핸디캡 인덱스를 수정할 수 있는지

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제 3-1장과 제8-2h장 참조.) 

탈회한 회원의 기록된 스코어는 새로운 골프 클럽에서 자료를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최소 1년간 

반드시 승인된 골프협회 또는 골프 클럽 등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탈회한 회원의 핸디캡 인덱스는 다음 갱신일 까지는 유효합니다. 그 골퍼가 새로운 골프 클럽에 

가입했을 때, 새로운 핸디캡 인덱스가 첫 갱신일에 이전 데이터와 중간 기간에 기록된 스코어를 

토대로 발급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핸디캡 위원회는 활용 가능한 스코어를 토대로 핸디캡 인

덱스(M)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핸디캡 인덱스 또는 핸디캡 인덱스(M) 발급을 

위해 최소 5개의 기록된 스코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제8-2ⅰ장 참조.)

(재정)제6장: 스코어 기록                                                                        

Q: 핸디캡 인덱스를 가지고 있던 골퍼가 일정 기간 동안 골프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

었습니다. 이 경우 골퍼는 기존에 있던 핸디캡 인덱스로 계속 라운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면 새로운 핸디캡 인덱스를 받아야 하나요?  

A: 만약 골퍼의 기록된 스코어가 클럽의 컴퓨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하다면 해당 골퍼는 이

전의 핸디캡 인덱스를 토대로 계속해서 골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록된 스코어가 현재 골퍼

의 잠재적인 능력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면 핸디캡 위원회는 제8-4c장에 의거하여 골퍼의 핸

디캡 인덱스를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골퍼의 기록된 스코어가 확인이 안 된다면 최소 5개의 스코

어를 통해 핸디캡 인덱스를 갱신일에 맞춰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개정)   

Q: 남부지역(미국 기준)은 골프를 12개월 할 수 있지만 북부지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

한 방식으로 승인된 골프협회는 비활동 시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A: 승인된 골프협회는 북부를 비활동 시즌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남부지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

다. 

 6-4. 핸디캡 카드

 6-5. 하나 이상의 클럽에 속한 경우               

 6-7. 탈회한 회원의 스코어 기록                           

 6-6. 골프 클럽을 변경한 골퍼            

 6-1/1. 일정 기간 동안 골프를 중단 하였으나 다시 시작한 골퍼에 대한 절차   

 6-2/1. 같은 지역 내 활동 시즌과 비활동 시즌의 설정          

 6-3/1. 기록된 스코어의 동반 골퍼의 평가를 위한 게시          

스코어 기록   제6장제6장   스코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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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디캡 인덱스를 소유하고 있는 골퍼의 기록된 스코어가 골프 클럽 웹사이트에 동반 골퍼의 

평가 목적으로 게시되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완료된 기록된 스코어는 이 사이트를 통해 동

반 골퍼, 핸디캡 위원회 그리고 만약 골퍼가 대회에 참가한다면 해당 대회의 관계자들이 확인 가

능합니다. 이러한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동반 골퍼의 평가는 USGA 핸디캡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기록된 스코어는 

타인에 의해 즉 클럽의 동반 골퍼나 핸디캡 위원회에 제한 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단 핸디캡 

인덱스를 발급 받기로 했다면 골퍼는 핸디캡 시스템의 개인 정보 관련 조항에 동의를 한 것이며 

여기에는 개인정보와 같은 접근 및 타인이 관련 정보를 연람하는 행위가 개인 정보를 순수 목적으

로 공유 가능하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제5-2장에는 등록된 스코어는 “쉽게 확인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하며 제6-3장은 기록된 스코

어 목록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쉽게 확인 가능한”이란 의미는 해당 정보의 접근이 용이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등록된 스

코어나 기록된 스코어를 확인하는 장소가 집에 있거나 프로샵 카운터 뒤에 있는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상기 질문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습

니다. 만약 골프 클럽의 회원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등록된 스코어나 기록된 스코어의 확인이 

클럽 홈페이지 또는 특정 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가능하다면 이것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정보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회원의 개별 번

호를 사용하는 것은 쉽게 확인 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름 검색과 같은 추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Q: 클럽이나 승인된 골프협회가 골퍼의 기록된 스코어를 대회를 주관하는 핸디캡 위원회 또는 위

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A: 네. 클럽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가 완료된 스코어를 제공하는 것은 동반 골퍼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권장됩니다. 

Q: 골프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 또는 대회 주관하는 곳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골퍼를 대상으로 기

록된 스코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USGA 핸디캡 시스템의 위반은 

아닌가요?

A: 이러한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은 USGA 핸디캡 시스템 위반은 아니지만 USGA는 가급적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때 동반 골퍼의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클럽에 이러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위원회는 만약 이러한 정보 요청을 거절당할 경우 해당 골퍼의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골퍼가 가입한 골프 클럽은 서로 가까운 위치(지정학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핸디캡 시스템 상 멀티회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골퍼가 제6-5장에 의거하여 모든 클럽에서 기록한 스코어를 등록하기 매우 어려운 상

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골퍼에게 모든 스코어를 등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

니까?

A: 네. 해당 골퍼는 같은 지역 내 여러 개의 골프 클럽을 회원클럽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핸

디캡 네트워크 서비스는 제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골퍼는 모든 스코어를 등록할 수 없

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상황일 수 밖에 없으며 골퍼는 클럽 1개를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

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럽을 지정할 경우 골퍼가 가장 많이 라운드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골퍼의 해당 지역 내 다른 클럽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핸디캡 기록을 모두 지워야 하며 해당 골

퍼를 위한 핸디캡 인덱스 발행을 멈춰야 합니다;

어디서 플레이 했는지 상관없이 모든 스코어들은 반드시 등록하거나 또는 골퍼의 지정된 클럽을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골퍼가 다수의 골프 클럽에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럽 중 한 곳에서 제8장을 근거하여 핸

디캡 인덱스를 수정하려 합니다. 수정하려는 클럽은 다른 골프 클럽에 어떤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

까?

A: USGA는 골퍼의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클럽에 통보할 수 있도록 권장

하고 있습니다. 골퍼의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는 모든 클럽에서 공인된 핸디캡 인덱스로 사용되어

야 합니다.

 6-3/2. 기록된 스코어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         

 6-5/1. 한 개 이상의 클럽에 속해 있지만 클럽 한 곳에서만 이용 가능한 핸디캡 인덱스 관리        

 6-3/3. 회원 클럽의 동반 골퍼의 평가 정보 게시           6-5/2. 보류        

 6-5/3. 멀티 클럽 회원의 핸디캡 인덱스 수정 절차        

 6-3/4. 대회 관계자로부터 기록된 스코어를 요청 받은 경우         

스코어 기록   제6장제6장   스코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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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프리퍼드 라이(윈터 룰)와 좋지 못한 코스 상태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프리퍼드 라이(윈터 룰)가 적용된 로컬 룰이 사용되는 경우, 위원회(핸디캡 위원회 또는 코스를 관

리하는 위원회 등)가 코스 상태가 나쁜 관계로 핸디캡 산정을 위한 스코어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

하지 않는 한 그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코스에서 라운드 

하는 골퍼는 개인 스스로 스코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원회

가 관련 룰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골퍼가 특정 로컬 룰을 적용하였다면 골퍼의 스코어는 핸디캡 산

정을 위해 등록될 수 있습니다. 

홍수, 폭설 등과 같은 코스 전반에 걸쳐 좋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는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스코

어 등록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이러한 코스 상태 때문에 스코어 등록을 중단했다

면 해당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모든 골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프리퍼드 라이 관련 로컬 룰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골프규칙”의 규칙 33-

8a 및 부속 규칙의 로컬 룰 3b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특정 기간

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로컬 룰 3b가 스코어 카드 또는 관련 문서에 인쇄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로컬 룰은 코스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골프규칙”, 부속 규칙 I A 룰, 3b.)

프리퍼드 라이(윈터 룰)와 좋지 않은 코스 상태

정상적인 라운드 진행이 불가능하며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코스의 일부 상태를 수리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골프 규칙” 규칙 25).

그러나 좋지 못한 코스 컨디션 예를 들어 폭설, 폭우, 폭염 등의 자연 재해가 페어웨이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이로 인하여 잔디 깎는 장비를 이용 못할 정도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 

전반에 걸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위원회는 올바른 플레이를 독려하고 코스 보호를 위해 다

음과 같은 로컬 룰(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해당 로컬 룰 취소 필요)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볼이 스루 더 그린(또는 구체적으로 제한 지역 명기, 예: 6번 홀 등)의 잔디를 짧게 깎은 구역에 

있을 경우 벌 없이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습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골퍼는 반드시 볼이 있었

던 지점에 마크를 해야 합니다. 볼을 집어 올린 후 반드시 원래 있었던 곳(구체적으로 지역 명기 

필요, 예: 6인치 또는 한 클럽 길이 이내 등)에서 홀에 가깝지 않게 플레이스(해저드나 퍼팅 그린 

제외) 해야 합니다. 

골퍼는 오직 한번만 플레이스 할 수 있으며, 만약 플레이스를 하고 나면 인플레이 볼이 됩니다(규

칙 20-4). 만약 플레이스한 볼이 그곳에 정지하지 않을 경우, 규칙 20-3d가 적용됩니다. 또한 플

레이스 한 볼이 원래 있었던 지점에 있다가 움직일 경우 다른 규칙이 적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벌타는 없으며 볼은 반드시 원래 있었던 곳에서 플레이 되어야 합니다. 

골퍼가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거나, 볼을 리플레이스 하기 전에 볼마커

를 움직였거나, 클럽으로 볼을 굴리는 것과 같이 볼을 움직인 경우에는 1벌타를 받습니다.

주: “잔디를 짧게 깎은 구역”이란 러프 및 페어웨이의 잔디를 높거나 낮게 깍은 지역을 포함한 코

스의 모든 구역을 의미합니다. 

*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 만약 골퍼가 해당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일반의 벌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벌타는 해당 로컬 룰

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트로크 플레이 중 로컬 룰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어겨 2벌타를 받아야 할 골퍼는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볼 위치를 마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반

으로 추가 1벌타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프리퍼드 라이(윈터 룰)가 허용된 로컬 룰을 적용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 한다는 기본 원칙에 로컬 룰이 위배되는지 여부;

 

   (b)  프리퍼드 라이는 경우에 따라 코스 보호 차원에서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 만약 볼이 

디보트 안에 위치한 상태에서 그 디보트가 더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위치

로 옮겨놓고 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로컬 룰;

   (c)  프리퍼드 라이는 일반적으로 좋은 스코어와 핸디캡 인덱스가 나오게 하는 경향이 있습

니다. 그러므로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받지 않는 골퍼의 스코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

니다; 

   (d)  프리퍼드 라이의 무분별한 사용은, 볼을 있는 그대로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퍼들에게 불이익일 줄 수 있습니다.

 7-1.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한 스코어의 적용           

 7-2.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 했을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           

프리퍼드 라이(윈터 룰)와 좋지 못한 코스 상태   제7장제7장   프리퍼드 라이(윈터 룰)와 좋지 못한 코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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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퍼드 라이가 적용된 로컬 룰을 사용할 때 위원회는 티 마커 조정 등과 관련한 방법 등을 통해

서 가능한 평균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코스 세팅, 제15장 참조.)

핸디캡 위원회의 책임

제8장: 핸디캡 위원회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USGA 핸디캡 시스템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별 골프 클럽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는 반드시 핸디캡 위원회를 구성하여 핸디캡 인덱

스의 근본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회원이 USGA 핸디캡 시스템

을 올바르게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핸디캡 위원회 위원장은 USGA 핸디캡 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

다. 즉 핸디캡 위원장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많을수록 회원은 핸디캡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재정 8-1/1과 8-1/1.5 참조.)

골프 클럽에서 핸디캡 위원회는 개별 회원의 핸디캡 인덱스 산정과 더불어 USGA 핸디캡 시스템

의 모든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반드시 핸디캡 산정을 위한 

모든 스코어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반 골퍼의 평가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덧

붙여 핸디캡 위원회는 코스가 핸디캡 산정을 위한 스코어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스코어 등록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한다면 골프 클럽은 

반드시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a. 회원들에게 공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클럽의 회원들에게 USGA 핸디캡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공지함

으로써 모든 등록 가능한 스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핸디캡 위원회의 정책을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ⅰ) 스코어 등록 방법;

 (ⅱ) 핸디캡 카드 또는 라벨 등의 발급(제6-4장 참조);

 (ⅲ) 갱신기간 마다 핸디캡 인덱스 확인 절차;

 (ⅳ) 해당 지역의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정한 갱신일(정규, 국제클럽 등);

 (ⅴ)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정한 비활동 시즌 기간(제6-2장 참조);

 (ⅵ) 비활동 시즌 동안의 어웨이 스코어 등록 방법;

 (ⅶ) 핸디캡 위원회의 핸디캡 인덱스 조정 권한(제8-4장과 제10-3장 참조);

 (ⅷ) 스코어 미제출에 따른 페널티 스코어(제8-4b장 참조);

 (ⅸ) 대회 스코어로 지정된 경기(제8-2장과 제10-3장 참조.)

▒ b.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을 클럽 내에 게시

각 티별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이 스코어 카드와 더불어 클럽의 안내 게시판에도 

정확히 안내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발급한 인증서와 함께 게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레이팅 값은 스코어 등록을 위해 컴퓨터 화면상에 쉽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

니다. 

▒ c.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관리하는 코스의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 게시

해당지역의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관리하는 코스의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을 스

코어 제출지점에서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스코어 등록이 컴퓨터로 가능할 경우 해당 목록이 쉽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d. 코스 핸디캡 표 공지

승인된 골프협회를 통한 골프 클럽의 티별 코스 핸디캡 표는 코스 핸디캡을 핸디캡 인덱스로 변환

하기 쉬운 적합한 장소 예를 들어 코스별 1번 티 등에 게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받은 코스 핸디캡 표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별 표는 티별 슬

로프 레이팅과 USGA 코스 레이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코스 핸디캡

으로 변환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코스 핸디캡 표는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레이팅 받

은 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e. 현재의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 활용

클럽은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시행한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사

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클럽에서 시행된 레이팅에 관한 값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승인된 골

프협회가 레이팅 값을 다시 검증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8-1. 핸디캡 위원회 위원장         

 8-2. 의무와 책임        

 7-3. 평균 난이도 유지하기        

핸디캡 위원회   제8장제8장   핸디캡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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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A 코스 레이팅와 슬로프 레이팅은 성별과 티에 맞게 분리된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 f. 대회 결과 검토

핸디캡 위원회는 대회의 결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골퍼의 네트 스코어가 예외적으로 나온다

면 핸디캡 위원회는 제8-4장과 제10-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부록 

E 참조.) 골프 클럽 또는 핸디캡 위원회는 반드시 골퍼의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를 소속 골프협회 

또는 골프 클럽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g. 골퍼의 기록 관리

핸디캡 위원회는 골퍼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핸디캡 인덱스도 정확하게 표출해야 합니다. 동반 

골퍼의 평가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최근 갱신일로부터 새롭게 수정된 클럽 내 모든 골퍼의 

현재 기록된 스코어는 반드시 모든 회원들을 포함한 비회원들에게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한편 한

명의 전담 위원이 골퍼의 기록을 책임지고 모든 골퍼의 최신 핸디캡 인덱스를 관리하는 것이 권장

됩니다. 

만약 컴퓨터 또는 관련한 컴퓨터 전산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핸디캡 위원회는 USGA 핸디캡 시스

템의 모든 절차를 적용할 관련 데이터 등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h. 새로운 회원의 기록

핸디캡 위원회는 새로운 회원의 기록된 스코어(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이 각 스코어

에 적용된 상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이전 골프 클럽 또는 승인된 골프협

회, 자동화 서비스 등을 통한 기록된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골퍼와 직접 상의할 수도 있습니

다. 만약 기록된 스코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최소 기록된 스코어가 5개가 있는 경우 해당 스코어

를 토대로 핸디캡을 갱신일에 재산정하거나 핸디캡 위원회가 갱신일 중간 기간에 수정된 핸디캡

을 발행해야 합니다.

▒ i. 탈회한 회원의 기록 관리

탈회한 회원의 기록된 스코어는 이전 골프 클럽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새로운 골프 클럽에 요

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1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탈회한 회원의 핸디캡 인덱스는 이전 골프 클럽에서 확인한 핸디캡 인덱스의 날짜를 기준으로 다

음 갱신일 까지만 유효합니다. 관련 내용은 제6-7장을 참조 바랍니다.

▒ j. 기록과 계산의 정확성

핸디캡 위원회는 반드시 컴퓨터 서비스 제공시 안내되는 기록된 스코어 등의 정확도를 위해 항상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핸디캡 위원회가 제공 정보의 오류를 발견했다면 철저한 조사 및 

승인된 골프협회 또는 전산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듯 다음 갱신일 까지는 

오류가 정확히 수정되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스코어 등록 

상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골프 클

럽은 승인된 골프협회 또는 전산 담당자와 이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수정되어 올바

르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재정 5-2a/2 참조.)

▒  k. 클럽의 핸디캡 카드

핸디캡 위원회는 각 골퍼들의 핸디캡 카드 또는 라벨 등에 핸디캡 인덱스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

6-4장  참조.) 

▒  l.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

핸디캡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클럽 내의 다른 위원회와 아래의 사항을 협력해야 합니다. 

 •USGA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핸디캡 스트로크 홀 할당(제17장 참조);

 •코스준비와 파 산정(제15장과 제16장 참조);

 •코스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스코어 등록 중단(제7장 참조);

 • 대회위원회 또는 그와 관련한 책임이 있는 위원회와 함께 대회 스코어로 적용할 지 여부(제2

장, 제8-2장, 제10장, 재정 10-3/1부터 10-3/6 참조);

 •코스 난이도 유지(제15장 참조);

 •프리퍼드 라이 등의 로컬 룰 확인(제7-1장 참조). 

핸디캡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력함으로써 올바른 시기에 핸디캡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

니다.  

▒  m. 규정 준수를 위한 요건

만약 골프 클럽이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

니다:

핸디캡 위원회   제8장제8장   핸디캡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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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클럽 확인 사항

주: 만약 모든 확인 사항에 대한 답이 “네”일 경우, 골프 클럽은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잘 준수

하는 것이며 핸디캡 인덱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 사항에 대한 답이 “아니오”가 나올 경우에 승인된 골프협회 또는 USGA는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골프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는 다음의 갱신 기간과 승인된 골프협회의 절차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

니다. 

▒ a. 갱신일, 갱신 횟수, 비활동 시즌

국내 골프 클럽은 반드시 클럽이 속한 나라의 갱신일을 따라야 합니다. 갱신일을 통해, 개별 핸디

캡 인덱스는 반드시 매월 1일과 15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 골프 클럽은 핸디캡 갱신 주기를 해당지역의 승인된 골프협회가 지정한 활동 시즌에 맞춰 한 

달에 한번 이상(2주에 한번 이하) 수정되어야 합니다. 

개별 승인된 골프협회는 비활동 시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제6-2장 참조). 따라서 승인된 골프

협회는 비활동 시즌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비활동 시즌 날짜는 해당지역의 모든 클럽 회원들에게 핸디캡 갱신 스케줄과 함께 반드시 안내되

어야 합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의 승인된 골프협회가 지정한 비활동 시즌의 날짜는 회원사가 아닐지라도 반드

시 갱신일을 따라야 합니다. 

핸디캡 갱신의 공식 스케줄과 달리 매번 스코어를 등록할 때마다 핸디캡 인덱스가 수정되는데 이

는 핸디캡 인덱스가 아닌 로컬 핸디캡을 표기하기 위함이며 “L”자를 반드시 같이 표기해야 합니

다.

▒ b. 비활동 시즌에 작성된 기록

승인된 골프협회가 비활동 시즌으로 지정한 기간 동안 작성된 스코어는 핸디캡 산정을 위해 등록

될 수 없습니다(예: 대한민국의 12월 중 기록된 스코어는 사용 불가). 그러나 활동 시즌(대한민국

의 활동 시즌: 3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기간 동안 작성된 기록은 반드시 스코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a. 개괄

골퍼는 반드시 핸디캡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골프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에서 부여

한 핸디캡 인덱스만큼 골퍼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한편 핸디캡 인덱스는 

반드시 USGA 핸디캡 시스템에 의거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직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부여

하는 핸디캡 위원회만이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핸디캡 수치가 바뀌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결국 핸디캡 인덱스는 한 시즌에 이어 그 다

음해에도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8-3. 핸디캡 갱신

 8-4. 페널티 스코어, 핸디캡 인덱스 조정과 취소  

핸디캡 위원회   제8장제8장   핸디캡 위원회

골프 클럽이 아래의 사항을 지키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

1 •USGA에서 제시한 골프 클럽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2 •핸디캡 위원회 대다수가 골프장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나요?(제8-1장)

3
•  골퍼가 티별 정확한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을 적용하여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나요?(제5-2장, 제8-2b장, 제8-4c장)

4 •모든 접수 가능한 스코어의 등록이 가능한가요?(제5-1장)

5 •스코어를 등록하기 전에 형평 타수 조정을 적용하는 USGA 절차를 준수하나요?(제4장)

6 •9홀 스코어 등록이 가능한가요?(제5-2c장과 제5-2d장) 

7 •골프규칙을 잘 준수하나요?(제5-1a장)

8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지정한 갱신일 스케줄을 잘 준수하나요?(제8-3a장과 제8-3b장)

9 •골프 클럽 관계자가 확인 사항을 잘 준수하고 교육을 이수했나요?

10 •USGA 핸디캡 공식에 맞게 핸디캡 산정을 정확히 하나요?(제8-4장과 제10장)

11
• 동반 골퍼의 평가를 위해 기록된 스코어와 핸디캡 인덱스가 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

어 있나요?(제6-3장)

12 •골퍼의 잠재적인 능력이 반영이 안된 핸디캡 인덱스의 수정이 가능한가요?(제8-4c장)

13
• 골프코스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운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을 받기 위해 

승인된 골프협회에 요청 하나요?(제14-5b장)

14
• 로컬 핸디캡의 문자 “L”과 핸디캡 최대 범위 남자 36.4, 여자 40.4를 정확히 준수하나요?(제

3-4장)

15
•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시행한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을 정확히 반영하나

요?(제14장)

16
• 클럽을 대표하는 자가 USGA 핸디캡 시스템 세미나(USGA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에 참가하

여 교육 및 시험에 통과했나요? 

17
• 핸디캡 인덱스를 확인하기 전에 USGA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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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스코어 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페널티 스코어

만약 라운드가 끝나고 난 후 핸디캡 산정을 위해 스코어 등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핸디캡 위원

회는 아래 3가지 선택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골퍼가 실제로 기록한 스코어;

 2) 골퍼의 기록된 스코어에서 가장 높고 낮은 핸디캡 디프렌셜에 맞게 페널티 스코어 등록;

 3) 실제스코어와 페널티 스코어 등록

핸디캡 위원회는 페널티 스코어를 등록하기 전에 골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

니다. 

▒ c. 핸디캡 위원회의 핸디캡 인덱스 조정

핸디캡 위원회는 핸디캡 인덱스를 통해 개별 골퍼의 잠재적인 능력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서, 핸디캡 위원회는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

습니다. 그러나 아래 예로 설명될 상황들은, 모든 상황을 전부 포괄한 것은 아니며 핸디캡 위원회

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조정해야 할 궁극적인 권

한을 가집니다. 조정 전 핸디캡 위원회는 골퍼에게 현 상황에 대하여 서면 또는 직접 출석하여 설

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정되면 핸디캡 위원회는 문자 “M”을 핸

디캡과 함께 명기하여 핸디캡 인덱스가 수정되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예: 4.9M). 

주: 부록B의 핸디캡 인덱스 조정을 위하여 골퍼에게 안내되는 내용의 예시문 참조 

 (ⅰ) 시스템보다 실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경우

     핸디캡 인덱스는 잠재적인 능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최근에 시작한 골퍼들 중에는 그 실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향상되는 경

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를 위해 많은 연습을 하거나 레슨을 받는 골퍼는 잠재적인 

능력을 표출하거나 핸디캡 인덱스 조정을 필요로 할 기록된 스코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 많은 어웨이 스코어에 따른 인덱스 변화 

     만약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가 많은 어웨이 스코어 입력에 따라 3.0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

할 경우 그리고 연속적인 스코어 등록에 따라 핸디캡 인덱스가 너무 좋아진 경우 핸디캡 

위원회는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반드시 조정해 줘야 합니다. 

 (ⅲ) 일시적인 장해

     골퍼가 일시적으로 라운드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핸디캡 인덱스의 증가는 허용되지 않습니

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시적인 장해로 인한 핸디캡 조정은 가능합니다. 한편 수정되는 

핸디캡 인덱스는 반드시 “M"이라는 문자와 함께 표기되어야 하며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가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술을 받은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는 회복되는 기간에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재정 8-4c/1, 8-4c/2 참조.)

 (ⅳ) 라운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는 골퍼

     핸디캡 위원회는 스코어를 속이는 등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는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조

정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제8-4f장 참조.) 아래 내용은 라운드 조작에 관한 예시

입니다. 

   (a) 잘못된 정보를 기록된 스코어에 등록하는 것;

   (b) 스코어 등록을 피하기 위해 7홀 이전에 라운드를 멈추는 것;

   (c) 스코어 등록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볼은 한개 이상으로 라운드 한 경우;

   (d) 제4장을 통한 홀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e) 실제 기록한 스트로크보다 많거나 또는 낮게 의도적으로 보고하는 것;

   (f)  스코어를 부풀리기 위해 추가 스트로크(핸디캡 스트로크 홀에)를 의도적으로 기재하는 것;

   (g)  USGA 핸디캡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기본 원칙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준

수하지 않은 경우(제1-1장 참조).

 (ⅴ) 제5-1e장의 지속되는 위반

     핸디캡 위원회는 제5-1e장과 같이 핸디캡 목적에 맞지 않는 라운드를 진행하고 계속 시

스템을 위반하는 골퍼를 구분하고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골퍼가 핸디캡 

위원회로부터 위반 사항을 통보 받은 후에도 제5-1e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발

생될 경우 핸디캡 위원회는 해당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위원회 권한으로 취소시킬 수 있

습니다.

▒ d. 핸디캡 위원회에 의한 조정 기간

핸디캡 위원회는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 취소 또는 변경을 얼마 동안의 기간에 걸쳐 진행할지 반드

시 결정해야 합니다. 갱신일마다 핸디캡 위원회는 제10-2장에 의거한 일반적인 컴퓨터 계산 공식

으로 나온 결과와 함께 위원회에서 직접 수정한 핸디캡 인덱스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퍼의 기록된 스코어가 계속 등록됨으로써 더 낮은 핸디캡 인덱스가 나올 때(예: 4.0), 핸디캡 위

원회는 핸디캡 인덱스 4.9M으로 올려 수정할 수 있습니다. 

▒ e. 대회 성적 검토

핸디캡 위원회는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낮추기 위해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에 대하여 반드시 검

토를 해야 합니다.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낮추기 위한 절차는 제10-3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핸디캡이 자동 갱신 후, 핸디캡 위원회는 제10-3장에 의거하여 골퍼의 낮춰진 핸디캡 인덱스를 

재평가해야 하는데 아래 항목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제10-3d장에 나온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핸디캡

을 낮추기를 계속 허용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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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핸디캡 인덱스(제10-3e장 참조)를 수정, 또는

 • 낮추는 것을 무효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 핸디캡 위원회는 무효처리 하거나 또는 50개의 대

회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오랜 시간이 경과된 스코어를 토대로 작성

된)를 낮추는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f. 핸디캡 인덱스 취소

핸디캡 위원회는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잘 준수하지 않는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소를 시행하기 전에 핸디캡 위원회는 취소 사실을 골퍼에게 통

보해야 하며 핸디캡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수기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해명할 수 있습니다. 취

소된 핸디캡 인덱스는 핸디캡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복원될 수 있습니다.

(재정)제8장: 핸디캡 위원회                                                                       

Q: 핸디캡 위원회의 정의에서 골프장 직원은 핸디캡 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

다. 그렇다면 골프 클럽 소유자(오너), 골프 클럽을 운영하는 외부 위원 또는 이와 유사한 커뮤니

티를 이끄는 직원들은 골프장 직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A: 클럽의 프로나 또는 클럽의 회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골프장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소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결국 상기 질문

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핸디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Q: 골프 클럽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회사에서 핸디캡 위원장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허용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핸디캡 위원장을 포함하여 핸디캡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은 

골프장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핸디캡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보상 또는 USGA에서 언급하는 관련 사안은 재정 8-1/1에도 언급되었듯이 누군가를 직원으로 간

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수입에 비례한 보상, 출장비, 내장객 증가에 따

른 이익금,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며 그 액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핸디캡 위원장 또는 위원은 봉사에 따른 사례 예를 들어 연회비나 그린피 또는 연습장 사

용액의 면제 정도는 수령 가능합니다.  

Q: USGA 핸디캡 시스템 세미나에 참가한 클럽의 대표가 클럽의 구성원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

기 때문에 골프 클럽의 핸디캡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A: 아닙니다. 만약 클럽의 대표가 계약기간 동안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있고 USGA 핸디캡 시스

템 테스트에 통과했더라면 계약을 위한 최소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명시된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나 개별 골프 클럽은 이러한 계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

소 1명의 대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됩니다. 승인된 골프협회는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골프 

클럽에 지속적으로 세미나에 참가하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한 요구사항이 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 계약상 골프장에 필수 이행 조건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A클럽의 대표가 핸디캡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B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면 B클

럽은 핸디캡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골프장의 최소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적으로 해당 클럽의 핸디캡 위원장 또는 클럽의 직원은 승인된 골프협회 또는 USGA와 사용을 위

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지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컴퓨터로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 목록을 클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월중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올 초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를 다음 개정일 3일전에 받았지만 다른 핸디캡 인덱스는 개

정일 1일전에 받았습니다. 클럽은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를 개정일에 맞추거나 또는 수정된 즉시 

게시할 수 있습니까? 

A: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 목록은 반드시 개정일에 맞춰 게시되어야 합니다. 즉, 수정된 핸디캡 인

덱스가 컴퓨터 서비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핸디

캡 게시 전 반드시 최소 준비 시간은 필요합니다. 

Q: 클럽이 골퍼의 최대 핸디캡 인덱스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어느 한 개정일로부

터 다음 개정일 까지 제한을 없애려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A: 안됩니다. 

Q: 핸디캡 인덱스 11.1을 가진 골퍼가 골반수술로 일시적으로 플레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골

퍼는 이후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회복 및 각종 후유증으로 인하여 가장 최근 스코어가 

104, 100 그리고 102타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골퍼는 회복기간 동안 별도의 조정을 필요로 합

니까?  

 8-1/1. 골프장 오너와 직원들의 지위

 8-2m/1. 클럽 대표가 더 이상 클럽원이 아니거나 새로운 클럽에 가입  

 8-3a/1.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가 언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8-4a/1. 특정 스트로크 수에 대한 핸디캡 증가 제한

 8-4c/1. 일시적인 장해가 있는 골퍼의 핸디캡 조정

 8-1/1.5. 핸디캡 위원회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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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골퍼는 제8-4c(ⅲ)장을 통해 별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골퍼는 수정된 핸

디캡 인덱스(M)를 받음으로써 최근 상황 즉 일시적인 장해에 대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그리고 문자 “M”을 반드시 표기하여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로부터 최근에 핸디캡이 수정되

었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개정) 

Q: 두 명의 골퍼가 심각한 육체적 장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 플레이를 하지 못한 후 두 

골퍼 모두 다시 라운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골퍼 모두 이전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핸디캡 인덱스만큼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골퍼들은 별도 조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영구적인 장해 또는 그와 상응하는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제8-4c(ⅲ)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는 해당 골퍼들의 이전 핸디캡 인덱스를 취

소할 수 있으며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M)를 산정하기 위해 최근 기록한 5개까지의 스코어를 토대

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Q: 이전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한 골퍼의 실력이 계속 향상되고(또는 안 좋아지고) 이에 따

라 핸디캡 인덱스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골퍼가 이런 변화는 시즌에 따른 코스 컨디션

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해당 시즌의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수정

할 수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코스 컨디션에 따른 핸디캡의 변화는 골퍼의 잠재적인 실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기 때문에 핸디캡의 결과에도 결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핸디캡 

위원회가 골퍼의 실제 스코어를 통해 계산된 핸디캡 인덱스가 잠재적인 실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고 판단하면 이것은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 조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스코어상의 변화가 코스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핸디캡 위원회가 판단한

다면 즉 코스의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스코어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승

인된 골프협회에 레이팅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스코어 등록을 중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9장: 핸디캡 경기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USGA는 골퍼가 골프협회나 클럽 등이 진행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유효한 핸디캡 인덱스

를 소지하기를 권장합니다.(재정 9-1/1, 9-1/2.)

▒ a. 핸디캡 제출 시 유효 기간

핸디캡 인덱스 제출이 골프협회 또는 골프 클럽이 진행하는 대회 참가 시 필수조건일 경우 골퍼는 

반드시 참가신청일 기준 유효한 핸디캡 인덱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 b. 위원회에 의해 조정된 핸디캡 인덱스

핸디캡 위원회가 조정한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는 별도의 조건이 언급되지 않는 한 핸디캡 인덱스 

입니다.(로컬 핸디캡, 제3-4장, 제8-4c장, 제8-4d장, 제8-4f장, 그리고 제10-3e장 참조)

▒ a. 대회 시작 시

대회 때 활용될 핸디캡 인덱스는 반드시 경기를 주관하는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USGA는 

대회 시작일 기준 유효한 핸디캡 인덱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b. 대회 진행 중의 변경

대회 진행 중에 골퍼의 코스 핸디캡이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회 시작 전 위원회에서 승

인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골프규칙” 33-1은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는 플레이할 경기에 관한 조건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원회는 예외적인 개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의 라운드 전 또는 중간에 골퍼의 코스 핸디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는 오직 골퍼의 핸디캡 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8-4c장.)

USGA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골퍼가 라운드 시 유효한 핸디캡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합

니다. 만약 대회가 핸디캡 갱신일 까지 연장된다면 변경된 핸디캡 인덱스를 해당 대회 날짜에 적

용해야 합니다.(재정 9-2b/1.) 

▒ c. 골퍼가 핸디캡 인덱스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만약 골퍼가 소속된 골프 클럽이 한 개 이상이며 서로 다른 핸디캡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면, 대회 

 8-4c/2. 영구적 장해를 입은 골퍼의 핸디캡 조정

 8-4c/3. 시즌에 따라 변화하는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

 9-1. 대회참가를 위한 핸디캡 획득

 9-2. 핸디캡 인덱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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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해당 골퍼에게 서로 다른 골프 클럽의 골퍼들과 시합을 하기 위해 더 좋은 핸디캡 인덱

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제6-5장과 재정 6-5/3.) 

▒ a. 스트로크 할당

만약 핸디캡 스트로크가 그로스 스코어에 적용된다면 골퍼의 핸디캡 스트로크(일반적으로 코스 

핸디캡)를 뺀 값을 스코어 카드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네트 스코어입니다.

스트로크 경기에서 위원회는 스코어 추가 및 기록된 코스 핸디캡을 스코어 카드에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골프규칙 33-5).

시합이 어느 특정 홀에 핸디캡 스트로크가 적용되는 형태로 진행될 때 골퍼는 일반적으로 스코어 

카드에 할당된 핸디캡 스트로크를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골퍼가 3개의 스트로크를 받는다

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핸디캡 스트로크 홀에 핸디캡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회를 

주관하는 위원회가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원회는 반

드시 “스트로크 할당 표”를 통해 어떤 홀에서 핸디캡을 적용할지 발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

의 핸디캡 스트로크를 순서대로 3,13, 그리고 8홀에 적용해야 하지만 위원회는 4,12 그리고 7홀

에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골프규칙”, 33-4.)

추가적으로 남녀의 스트로크 할당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골퍼가 자신의 볼로 플레이 하는 혼합된 

경기 방식일 경우 골퍼들은 각자 할당된 스트로크를 받아야 합니다.

혼합된 포섬과 순서가 정해진 매치 플레이에서 스트로크는 일반적으로 남자 골퍼를 기준으로 할

당됩니다. 

▒ b. 스트로크와 플러스 핸디캡 할당

플러스 코스 핸디캡을 갖고 있는 골퍼는 반드시 스트로크 할당을 18번째 스트로크 홀부터 시작해

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코스 핸디캡 골퍼가 파트너와 같이 하는 스트로크 경기에서 한편의 

코스 핸디캡이 플러스 1인 경우 18번째로 핸디캡 스트로크 홀로 지정된 홀에 1스트로크를 추가해

야 합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낮은 핸디캡을 가진 편 즉 1 플러스 코스 핸디캡을 갖고 있는 편은 

스크래치로 플레이해야 하고 다른 편은 1스트로크를 그의 코스 핸디캡에 적용해야 합니다.(재정 

9-3a/1, 9-3a/2 그리고 9-3a/3.)

플러스 핸디캡 골퍼가 같은 편 일 경우, 서로 다른 형태의 경기에서(제9-4장에 언급됨) 허용 범위

의 비율은 골퍼의 코스 핸디캡을 0에 더 가깝게 합니다(예: 1과 +1의 50%는 0.5와 +0.5이며 이 

값의 반올림은 1과 0이 됩니다. 즉, 1만큼의 차이가 있지만 원래는 2개의 차이가 있음). 이것은 플

러스 핸디캡 골퍼와 일반 골퍼가 같은 편 일 경우 차이를 가능한 적절한 비율로써 유지하기 위함

입니다.

예: A-B가 있는데 골퍼A의 코스 핸디캡은 +5인 반면 골퍼B의 코스 핸디캡은 10입니다. 전체 코

스 핸디캡 차이는 15스트로크입니다. 이를 80퍼센트의 코스 핸디캡만 적용한다면 코스 핸디캡 

+5는 +4로(+5 × 80%) 10은 8(10 × 80%)이 됩니다. 결국 조정을 한 코스 핸디캡은 12로 100%

를 사용했을 때 코스 핸디캡 15의 80퍼센트에 해당합니다(15 × 80% = 12).  

▒ c. 서로 다른 티에서 경기하는 골퍼와 같은 티에서 경기하는 남자와 여자

 (ⅰ) 다른 티: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여자 대 남자

     골프장의 티는 모두 개별 레이팅 값을 갖고 있습니다. USGA 코스 레이팅은 스크래치 골

퍼가 기록 가능한 스코어를 반영하기 때문에 코스의 레이팅이 높을수록 더욱 어려운 코스

입니다. 따라서 USGA 코스 레이팅 값이 높은 티에서 플레이할 경우 공정한 라운드를 위

해 추가 스트로크를 높은 USGA 코스 레이팅 값이 있는 티에서 플레이할 골퍼에게 부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반올림 하도록 합니다(0.5이상 반올림).(재정 

3-5/1 참조.)

      예1: USGA 코스 레이팅의 남자값이 70.3인 Middle티에서 플레이 할 남자 골퍼와 USGA

코스 레이팅의 남자값이 72.6인 Back티에서 플레이 할 남자 골퍼간에는 Back티에서 플

레이하는 골퍼에게 코스 핸디캡으로 2개의 스트로크(72.6 - 70.3 = 2.3 반올림하여 2)를 

추가해야 합니다.

     예2: USGA 코스 레이팅의 여자값이 73.4인 Forward티에서 플레이 하는 여자 골퍼

와  USGA 코스 레이팅의 남자값이 70.9인 Middle티에서 플레이 하는 남자골퍼 간에는  

Forward에서 플레이하는 여자골퍼에게 코스 핸디캡으로 3개의 스트로크(73.4 - 70.9 = 

2.5 반올림하여 3)를 추가해야 합니다. 

 (ⅱ) 같은 티: 남자 대 여자

     같은 티에서 플레이하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레이팅 값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일반

적으로 여자의 USGA 코스 레이팅이 높기 때문에 여자 골퍼는 남자와 여자의 USGA 코스 

레이팅 차이에 대한 값만큼 추가 스트로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수 첫째자리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현합니다(0.5 이상 반올림). (재정 3-5/1 참조.)

     예: Middle티에서 플레이할 여자의 USGA 코스 레이팅 값은 77.3인 반면 남자는 70.9입

니다. 이 경우 여자 골퍼는 6개의 스트로크를 그녀의 코스 핸디캡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77.3 - 70.9 = 6.4 반올림하여 6).

 (ⅲ) 포섬 Pinehurst, 또는 Chpman 대회 시 다른 티 또는 남녀 간 같은 티 사용 

     포섬 Pinehurst 또는 Chapman 대회 시 다른 티 또는 남녀 간 같은 티 사용은 골퍼 간 티

별 USGA 코스 레이팅의 차이 값의 반을 사용합니다. 

     예: 포섬경기에서 남자골퍼인 A와 여자 골퍼인 B가 한 편으로써 남자골퍼C와 여자골퍼D

 9-3. 스트로크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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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USGA 코스 레이팅 값이 71.2인 White티에서 플레이 

하고 여자는 USGA 코스 레이팅 값이 73.6인 Red티에서 라운드를 하였습니다. 두 티간 

레이팅 차이는 2.4입니다. 팀별 코스 핸디캡을 정하고 난후 레이팅 차이의 반인 1스트로

크를 개별 팀의 코스 핸디캡에 추가하여 할당이 필요한 스트로크 홀에 적용합니다(0.5 또

는 그 이상은 반올림). 만약 A와 B가 남자일 경우, 상기 절차는 오직 C와 D편에만 적용합

니다(한명의 남자와 한명의 여자).

      포섬경기에서 다른 티를 사용하는 편은 USGA 코스 레이팅이 높은 티의 차이 값을 추가 

스트로크로 받음으로써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점 

첫째자리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현합니다(0.5 이상은 반올림).(재정 3-5/1 참조.)

     예: A와 C가 남자 골퍼로 같은 편이고 B와 D가 여자 골퍼인 편과 포섬경기를 진행합니다. 

남자골퍼들은 USGA 코스 레이팅 73.6인 White티에서 그리고 여자골퍼들은 USGA 코스 

레이팅 71.2인 Red티에서 플레이 합니다. 이 두 티간 레이팅 차이 값은 2.4로 각 팀별 코

스 핸디캡이 정해지면 여자 팀의 코스 핸디캡에 레이팅 차이 값인 2를 추가로 할 수 있습

니다.

     주: 상기 절차에 따른 추가 스트로크 할당은 핸디캡 산정을 위한 형평 타수 조정(ESC)이 

적용될 때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제4-3장, 예3.)

핸디캡 허용 비율은 핸디캡 인덱스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단, 핸디캡 허용을 

사용할 경우 조금 더 공정한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장됩니다.

핸디캡 인덱스는 18홀 경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제9-4장에 나온 개별 허용 비율은 대회가 1라운

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18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허용 비율은 모든 형태의 경기를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경기는 코

스 핸디캡 전체를 이용하여 골퍼에게 공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팀 경기에서는 코스 

핸디캡 전체를 높은 핸디캡을 가진 골퍼들의 편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분적인 코스 핸디캡 사용이 별도의 팀 경기에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올바른 핸디캡 허용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아래의 단계를 따르도록 합니다. 

 단계1: 골퍼들은 반드시 코스 핸디캡을 구해야 합니다(플레이할 티를 통해).

 단계2: 골퍼들은 경기 형태에 따라 올바른 핸디캡 허용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계3: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8스트로크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개별 코스 핸디캡을 10

퍼센트 낮춰줍니다.(제9-4b(ⅱ)장의 주 참조).)

 단계4:  만약 서로 다른 티에서 플레이하거나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플레이 할 경우(제

3-5장과 제9-3c장 참조) 골퍼는 반드시 플레이할 티의 USGA 코스 레이팅에 대한 차

이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 골퍼들이 핸디캡 허용 비율을 80퍼센트 사용하는 경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두 티의 USGA 코

스 레이팅 값의 차이가 4스트로크가 납니다. 골퍼A는 코스 핸디캡이 30인데 6개의 스트로크를 줄

여 24개로 플레이 하고(30 × 80% = 24), 그리고 4개의 스트로크를 추가하여 28로 합니다(24 + 

4 = 28). 만약 조정의 순서가 거꾸로 잘못되었다면 우선적으로 A의 코스 핸디캡 30에 추가 4스트

로크를 더하여 34를 만들고(30 + 4 = 34) 그리고 난 후 7개의 스트로크를 줄여 27로 합니다(34 

× 80% = 27.2 반올림하여 27) - 1스트로크의 손실 

단계4의 조정값은 산정된 코스 핸디캡이 최대 핸디캡 인덱스를 초과하더라도 코스 핸디캡에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제3-4장 참조.)

주1: 스크래치로 플레이할 매치 플레이에서는 단계4가 스크래치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핸디캡을 

소유한 골퍼가 필요에 따라 단계2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주2: 만약 단계2와 3에서 퍼센트로 환산된 골퍼의 코스 핸디캡 결과가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결

과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0.5 이상은 반올림).  

▒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는 홀별로 진행됩니다. “골프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홀 승리는 더 적은 스트로크를 기

록한 편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핸디캡 매치에서는 더 낮은 네트 스코어를 가진 편이 

이기게 됩니다(재정 9-4a/3). 즉, 매치(정규 라운드로 구성되며 별도로 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

음)는 남겨진 홀수보다 이긴 홀의 개수가 많은 편이 이기게 됩니다. 위원회는 연장전 진행시 동점

자 결정 방식 관련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매치가 끝날 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골프규칙”, 

규칙 2-1과 2-3 참조.) 또한 위원회는 반드시 핸디캡 허용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남자

와 여자의 같은 티에서의 대결 또는 티가 다른 곳에서의 경기 등에 대한 진행 방식을 사전에 확

정·안내해야 합니다.

 (ⅰ) 싱글 매치 플레이

     싱글 매치 플레이는 남아 있는 홀보다 이긴 홀의 개수가 많은 편이 이기게 됩니다.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

에서의 경기 등에 대한 진행 방식에 관하여 제9-3c장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허용 비율: 핸디캡이 높은 골퍼가 코스 핸디캡 차이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핸디

캡을 가진 골퍼는 스크래치로 플레이 합니다.(재정 9-4a/1 참조.)

     예A: 코스 핸디캡이 17인 골퍼A가 코스 핸디캡 13인 골퍼에게서 4개의 핸디캡을 받습니

다. 그리고 난 후 골퍼A는 첫 4개의 핸디캡 스트로크 홀에서 핸디캡을 할당받습니다.

 9-4. 핸디캡 허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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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싱글 매치 플레이 대 파 또는 보기

     파 또는 보기 경기는 매 홀 정해진 스코어를 기준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기록되며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은 홀은 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회의 승자는 승리한 홀의 합계가 가장 많은 골퍼가 됩니다(“골프규칙”, 규

칙32-1 참조).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 등에 대한 진행 방식에 관하여 제9-3c장이 적용되어야 합

니다.

    허용 비율: 개별 골퍼는 전체 코스 핸디캡을 받습니다.

     예: 코스 핸디캡이 17인 골퍼A는 17개의 핸디캡 스트로크 홀에 각 1개의 스트로크를 받

습니다.

 (ⅲ) 포볼 매치 플레이

     포볼 매치 플레이는 두 골퍼의 좋은 볼을 플레이 하면서 진행됩니다(“골프규칙”, 규칙 30

과 포볼의 정의 참조).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

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 등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장이 적용되어야 합

니다.

       허용 비율: 4명의 모든 골퍼 중 가장 낮은 핸디캡을 보유한 골퍼만 스크래치로 플레이하고 

그 외의 골퍼들은 코스 핸디캡만큼을 뺀 후 플레이 합니다. 각 3명의 골퍼는 핸디캡의 차

이를 모두 적용합니다.(재정 9-4a/2 참조).  

      예: 골퍼A,B,C 그리고 D는 코스 핸디캡 5,10,15 그리고 20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퍼A는 

스크래치로 B는 5스트로크, C는 10스트로크 그리고 D는 15스트로크를 받으면 됩니다. 

       혼합된 포볼 매치에서 스트로크는 골퍼 각자의 스트로크 할당 표를 통해 할당하면 됩니다. 

대회 위원회는 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9-3a장 참조.)

 (ⅳ)  포볼 매치 플레이 대 파 또는 보기

     포볼 매치 플레이 대 파 또는 보기의 경기는 두 골퍼의 좋은 볼을 플레이 하되 매홀 보기 

또는 파 보다 잘하면 승리하는 방식이며 승리는 승리한 홀의 합계가 가장 많은 팀이 됩니

다.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

가 다른 곳의 경기 등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허용 비율: 남자는 90퍼센트의 코스 핸디캡을 여자는 95퍼센트의 코스 핸디캡을 받습니

다. 

     예: 남자편 A-B의 골퍼는 골퍼A의 코스 핸디캡 10중 9를 받으며(10 × 90% = 9) 골퍼

B는 코스 핸디캡 16중 14를 받습니다(16 × 90% = 14.4 반올림 14). 스트로크는 골퍼의 

스트로크 할당 표를 통해 각자 할당받으면 됩니다.

 (ⅴ) 파트너의 전체 스코어 매치 플레이

     파트너들의 매치 또는 두 골퍼가 편을 이뤄 다른 편과 경기를 함으로써 매치 스코어의 전

체 합을 통해 진행됩니다. 개별 골퍼는 각자의 볼로 플레이하며 두 골퍼가 기록한 타수의 

합계를 스코어로 기록합니다.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

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장이 적용됩니

다.

      허용 비율: 4명 골퍼의 코스 핸디캡은 스크래치로 플레이 할 좋은 코스 핸디캡을 가진 골

퍼의 코스 핸디캡만큼 낮춥니다. 해당되는 3명의 골퍼는 각자 100퍼센트를 할당 받습니

다.

     예: 코스 핸디캡이 5인 골퍼A와 코스 핸디캡 10인 골퍼B가 한 편이고 다른 편은 코스 핸

디캡 15인 골퍼C와 코스 핸디캡 20인 골퍼D가 같은 편 입니다. 이 경우 A는 스크래치로 

B는 5스트로크, C는 10스트로크, D는 15스트로크를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ⅵ) 베스트 포볼 매치 대 파 또는 보기

     베스트 포볼 매치 대 파 또는 보기 경기에서는 4명의 골퍼가 가장 좋은 볼을 플레이 하면

서 각 홀에 파 또는 보기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승리하는 팀은 홀의 합산이 가장 좋

은 팀이 됩니다.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장이 적용됩니다.

     허용 비율: 남자는 코스 핸디캡을 80퍼센트를 받고 여자는 90퍼센트의 코스 핸디캡을 받

습니다. 

     예: 남자 골퍼A,B,C,D(코스 핸디캡 A: 5에서 4로 변환, B: 10에서 8로 변환, C: 15에서 

12로 변환, D: 20에서 16로 변환)가 각자 편이 되어 80퍼센트의 코스 핸디캡을 받고 경기

를 합니다. 4명 중 좋은 네트 스코어를 파 또는 보기와 비교하며 경기를 진행합니다. 스트

로크는 골퍼의 스트로크 할당 표를 통해 각자 할당받으면 됩니다.

 (ⅶ) 포섬 매치 플레이

     포섬 매치 플레이에서 두 골퍼가 한 편을 이뤄 다른 편과 경기를 진행합니다. 포섬 매치에

서 정규 라운드 동안 파트너가 번갈아 가며 티잉 그라운드부터 플레이를 진행합니다(“골프

규칙” 용어의 정의와 규칙 29-1참조).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ⅲ)

장이 적용됩니다.

     허용 비율: 각 편의 합산된 코스 핸디캡의 차이에 대한 50퍼센트를 높은 핸디캡을 가진 편

에 할당합니다(티샷 순서가 정해진 경기에서는 40퍼센트만 허용.) 낮은 핸디캡을 가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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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크래치로 경기합니다.

     예: 합산된 코스 핸디캡이 15인 A와 B가 한 편이고 합산된 코스 핸디캡이 36인 C와 D가 

한편입니다. 높은 핸디캡을 가진 골퍼C와 D는 차이인 11스트로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36 

- 15 = 21 × 50% = 10.5 반올림하여 11). 스트로크는 골퍼의 스트로크 할당 표를 통해 

각자 할당 받으면 됩니다.

 (ⅷ) 포섬 매치 플레이 대 파 또는 보기

     포섬 매치 플레이 대 파 또는 보기 경기에서 매치는 파 또는 보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진행

됩니다. 승리하는 팀은 홀의 합산이 가장 좋은 팀이 됩니다.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ⅲ)장이 적용됩니다.

     허용 비율: 파트너 간 합산된 코스 핸디캡의 50퍼센트를 할당합니다.(순서가 정해진 경기

에서는 40퍼센트만 할당.)

     예: 코스 핸디캡이 5인 골퍼A와 코스 핸디캡이 10인 골퍼B가 A-B편입니다. 이 경우 

A-B편은 8스트로크를 할당받습니다(15 × 50% = 7.5 반올림하여 8). 스트로크는 골퍼

의 스트로크 할당 표를 통해 각자 할당받으면 됩니다.

 (ⅸ) Chapman 또는 Pinehurst 매치 플레이

     Chapman 또는 Pinehurst 매치 플레이에서는 2명이 2명을 상대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개별 파트너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부터 시작하지만 2번째 샷은 파트너의 볼로 플레이 합

니다. 2번째 샷 이후 어떤 볼을 스코어로 기록할지 정할 수 있고 다른 홀도 마찬가지로 번

갈아가며 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ⅲ)장이 적용됩니

다.

     허용 비율: 낮은 핸디캡을 소유한 골퍼는 60%의 코스 핸디캡을 받습니다. 반대로 같은 편

의 높은 핸디캡을 소유한 골퍼는 40%의 코스 핸디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편에서 코

스 핸디캡이 높은 편이 코스 핸디캡 차이만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낮은 핸디캡을 소유한 

편은 스크래치로 플레이 합니다.  

     예: A-B편은 A의 코스 핸디캡 5와 B의 코스 핸디캡 10을 합산하여 구성합니다. 골퍼A(5 

× 60% = 3) + 골퍼B(10 × 40% = 4) = A-B편은 7스트로크. C-D편은 C의 코스 핸디

캡 14와 D의 코스 핸디캡 17을 합산하여 구성합니다. 골퍼C(14 × 60% = 8(8.4 반올림)) 

+ 골퍼D(17 × 40% = 7(6.8 반올림)) = 15스트로크.

     A-B편은 스크래치로 플레이하고 C-D편은 첫 홀부터 8개 홀까지 스트로크를 받습니다.

▒ b. 스트로크 플레이

스트로크 플레이의 정규 라운드에서는 네트 스코어가 가장 낮은 참가자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골프규칙”, 3-1 참조.)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장이 적용됩니다.

 (ⅰ) 개인 스트로크 플레이

     허용 비율: 개별 참가자는 코스 핸디캡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플러스 코스 핸디캡은 그

로스 스코어에 적용하여 네트 스코어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 코스 핸디캡이 10인 골퍼A는 82타를 기록, 네트 스코어는 72입니다. B는 플러스 코

스 핸디캡 +2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스코어 70에 합산하여 네트 스코어 72를 만들 수 있습

니다. 

 (ⅱ)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2명의 참가자는 파트너로 각자의 볼을 플레이합니다. 파트너의 

낮은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됩니다.(“골프규칙”, 규칙 31과 정의 참조)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

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장이 적용됩니다.

     허용 비율: 남자는 90퍼센트의 코스 핸디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95퍼센트의 코스 

핸디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1: 코스 핸디캡이 5인 남자 골퍼A와 코스 핸디캡이 20인 골퍼B가 있습니다. 각자 90퍼

센트의 허용 비율을 적용하면 골퍼A는 5스트로크를(5 × 90% = 4.5 반올림하여 5) 골퍼

B는 18스트로크를 받습니다(20 × 90% = 18).

     혼합된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스트로크는 골퍼의 스트로크 할당 표를 통해 각자 할

당 받으면 되며 반드시 위원회가 지정한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 하도록 합니다.

     예2: 남자 골퍼가 Middle티, 여자 골퍼가 Forward티에서 플레이할 때 남여 각각 플레이

할 티에 맞게 스트로크를 할당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를 진행할 때 한 편의 참가자의 코스 핸디캡(허용 비율

이 정해진 후) 차이가 8스트로크 이상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코스 핸디캡 차

이가 큰 편이 작은 편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이가 8스트로크 이상 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추가 10퍼센트를 개별 코스 핸디캡에 적용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예3: 예1의 사례는 파트너 간 차이가 8스트로크 이상 나고 있습니다(허용 비율 적용 후, 

18 - 5 = 13). 따라서 두 파트너는 코스 핸디캡에 추가 1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퍼A는 5스트로크(5 × 10% = 0.5; 5 - 0.5 = 4.5 반올림하여 5) 골퍼B는 

핸디캡 경기   제9장제9장   핸디캡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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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스트로크(18 × 10% = 1.8; 18 - 1.8 = 16.2 반올림하여 16)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

트로크는 골퍼의 스트로크 할당 표를 통해 각자 할당받으면 됩니다.

 (ⅲ) 파트너의 전체 스코어 스트로크 플레이

     파트너의 전체 스코어 스트로크 플레이는 한 편이 두 명의 골퍼가 구성되어 각자 자신의 

볼을 플레이 합니다. 정규 라운드에서 기록된 파트너의 스코어 합계가 그 편의 스코어입니

다.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

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장이 적용됩니다.

    허용 비율: 파트너들은 전체 합산된 코스 핸디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코스 핸디캡이 12인 골퍼A의 스코어는 87입니다. A의 파트너인 골퍼B는 코스 핸디캡

이 26이며 101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팀 스코어는 150입니다; (87 - 12) + (101 - 

26) = 75 + 75

 (ⅳ) 베스트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베스트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는 4명의 골퍼가 한 편이 되어 각자 자신들의 볼을 플레이합

니다. 편의 가장 낮은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됩니다.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장이 적용됩니다.

     허용 비율: 남자는 80퍼센트의 코스 핸디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90퍼센트의 코스 

핸디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혼합된 편 A-B-C-D(A,B는 남자, C,D는 여자)에서 골퍼A는 코스 핸디캡이 8로 6

스트로크를 받습니다(8 × 80% = 6.4 반올림하여 6). 마찬가지로 골퍼B는 코스 핸디캡

이 10으로 8스트로크(10 × 80% = 8),  골퍼C는 코스 핸디캡이 12로 11스트로크(12 × 

90% = 10.8 반올림하여 11), 골퍼D는 코스 핸디캡이 14로 13 스트로크(14 × 90% = 

12.6 반올림하여 13)를 받습니다. 각 홀별 가장 낮은 네트 스코어가 정규 라운드의 스코어

가 됩니다. 스트로크는 골퍼의 스트로크 할당 표를 통해 각자 할당받으면 됩니다.

 (ⅴ) 2 베스트 볼 스트로크 플레이

     2 베스트 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4명의 골퍼가 한 편이 되고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

되 2개의 좋은 성적이 그 홀의 스코어가 됩니다.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

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

9-3c장이 적용됩니다.

     허용 비율: 남자는 90퍼센트의 코스 핸디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95퍼센트의 코스 

핸디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자 골퍼로 구성된 편 A-B-C-D에서 골퍼A는 코스 핸디캡이 11로 10스트로크를 

받습니다(11 × 95% = 10.4 반올림하여 10). 마찬가지로 골퍼B는 코스 핸디캡이 16으로 

15스트로크(16 × 95% = 15.2 반올림하여 15),  골퍼C는 코스 핸디캡이 22로 21스트로

크(22 × 95% = 20.9 반올림하여 21), 골퍼D는 코스 핸디캡이 35로 33 스트로크(35 × 

95% = 33.2 반올림하여 33)를 받습니다. 스트로크는 골퍼의 스트로크 할당 표를 통해 각

자 할당받으면 됩니다.

 (ⅵ) 포섬 스트로크 플레이

     포섬 스트로크 플레이는 한 편이 2명의 골퍼로 이루어지고 볼 1개로 플레이를 합니다. 라

운드 동안 파트너가 번갈아 가며 티잉 그라운드부터 플레이를 진행합니다(“골프규칙” 용

어의 정의와 규칙 29-1참조).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

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ⅲ)장이 적

용됩니다.

     허용 비율: 파트너간 합산된 코스 핸디캡의 50퍼센트를 할당합니다.(순서가 정해진 경기

에서는 40퍼센트만 할당.) 합산된 코스 핸디캡의 합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그로스 스코어

에 합산하여 네트 스코어를 결정합니다.

 (ⅶ) Chapman 또는 Pinehurst 스트로크 플레이

     Chapman 또는 Pinehurst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명의 골퍼가 파트너로 플레이를 하며  

개별 파트너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부터 시작하지만 2번째 샷은 파트너의 볼로 플레이 합

니다. 2번째 샷 이후 어떤 볼을 스코어로 기록할지 정할 수 있고 다른 홀도 마찬가지로 번

갈아가며 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허용 비율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ⅲ)장이 적용됩니

다.

     허용 비율: 낮은 핸디캡을 소유한 골퍼는 60%의 코스 핸디캡을 받습니다. 반대로 같은 편

의 높은 핸디캡을 소유한 골퍼는 40%의 코스 핸디캡을 받습니다. 

     예: A-B편은 A골퍼의 코스 핸디캡 10과 B골퍼의 코스 핸디캡 18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퍼A의 코스 핸디캡은 6이 되고(10 × 60%) 골퍼B의 코스 핸디캡은 7이 됩니다(18 × 

40% = 7.2 반올림하여 7). 따라서 합계는 13이 되고 A-B편은 13 스트로크를 받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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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스테이블포드 대회

     스테이블포드 대회의 스코어는 아래 나와 있는 표와 같이(일반적으로 파 또는 네트 파) 진

행됩니다. 

     승자는 합계가 가장 높은 골퍼가 됩니다(“골프규칙”,규칙 32-1b 참조). 핸디캡 허용 비율

이 결정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티에서 대결하는 경기 또는 티가 다른 곳의 경기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제9-3c장이 적용됩니다.

     허용 비율: 골퍼는 전체 코스 핸디캡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스테이블포드 표를 통해 스트

로크를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골퍼A는 파를 정해져 있는 스코어로 간주 했을 때(상기 표 참고), 코스 핸디캡 16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번째 핸디캡 스트로크 홀로 배정된 파4에서 그로스 스코어 5타를 기

록한 골퍼A의 네트 스코어는 4가 되며(파) 골퍼A는 그 홀에서 2점을 받습니다.  

▒ c. 코스 핸디캡 허용 비율 표

하기 코스 핸디캡 허용 비율 표는 앞에서 언급한 핸디캡 허용 비율에 따라 조정된 코스 핸디캡 값

을 나타낸 것입니다. 

코스 핸디캡 허용 비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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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한 홀에서 점수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1타 이상 많거나 제출이 없을 때 0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1타 더 많을 때 1

정해져 있는 스코어와 같을 때 2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1타 더 적을 때 3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2타 더 적을 때 4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3타 더 적을 때 5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4타 더 적을 때 6

코스 핸디캡
허용

80% 90% 95%

1 1 1 1

2 2 2 2

3 2 3 3

4 3 4 4

5 4 5 5

6 5 5 6

7 6 6 7

8 6 7 8

9 7 8 9

10 8 9 10

11 9 10 10

12 10 11 11

13 10 12 12

14 11 13 13

15 12 14 14

16 13 14 15

17 14 15 16

18 14 16 17

19 15 17 18

20 16 18 19

21 17 19 20

22 18 20 21

23 18 21 22

24 19 22 23

25 20 23 24

코스 핸디캡
허용

80% 90% 95%

26 21 23 25

27 22 24 26

28 22 25 27

29 23 26 28

30 24 27 29

31 25 28 29

32 26 29 30

33 26 30 31

34 27 31 32

35 28 32 33

36 29 32 34

37 30 33 35

38 30 34 36

39 31 35 37

40 32 36 38

41 33 37 39

42 34 38 40

43 34 39 41

44 35 40 42

45 36 41 43

46 37 41 44

47 38 42 45

48 38 43 46

49 39 44 47

50 40 4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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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규칙”의 33-1에서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조건을 제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는 핸디캡 경기에 대한 그룹(조) 편성도 포함됩니다.

▒ a. 매치 플레이

일반적으로 매치 플레이 경기의 대회에서 골퍼나 팀의 그룹 편성은 64강, 32강, 16강, 8강 등과 

같이 “일반적인 조 편성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 70페이지 참조. 즉, 개별 그룹에서 골퍼나 

팀은 핸디캡 인덱스나 코스 핸디캡을 기초로 하여 그룹 편성을 진행됩니다(핸디캡 허용 비율의 기

본적인 추가 조정 또는 서로 다른 티 즉 USGA 코스 레이팅 값이 다른 티에서 플레이한 골퍼). 만

약 16명의 핸디캡이 낮은 골퍼(또는 합산된 낮은 핸디캡을 가진 16팀)를 대상으로 16개 그룹이 

편성된다면 16명의 좋은 핸디캡 순서로 첫 번째 그룹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일반적인 그룹 편성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각 그룹별 골퍼 또는 팀에 대한 스트로크 

방식의 예선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통해 16개의 그룹을 편성한다면 가장 낮은 

스코어를 기록한 16명의 골퍼 또는 팀이 챔피언쉽 그룹으로 편성되어 본선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

니다. 만약 챔피언쉽 그룹 외의 그룹 편성을 해야 한다면 이후 순위의 스코어를 통해 16명의 골퍼 

또는 팀을 별도 그룹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쉽 그룹 편성시 마지막 순위자가 동점이 발

생하였을 경우 홀별 연장전을 치룰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진행될 시간과 지정 홀 등을 사전 안내 해

야 합니다 - “How to Conduct a Competition” 의 제2장; 파트 7 참조. 만약 연장전이 불가능할 

때 동점자 결정 방식은 매칭카드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9-6장의 권장사항 참조.

예선전을 거쳐 핸디캡 매치 플레이를 진행하기 위한 본선 경기의 그룹 편성의 경우, 스크래치 또

는 핸디캡을 기초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치에서 핸디캡이 높고 낮은 골퍼가 서로 대

결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경기 진행 방식을 스크래치로 진행하는 방법도 권장됩니다. 비록 

매치의 그룹 편성이 완전히 노출이 되지 않거나 또는 특정 골퍼들이 시드를 받을 수 있지만 예선

전을 통해 결정된 그룹 편성은 “일반적인 조 편성 방식” 을 따라 편성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사용될 때에는 개별 골퍼는 본인의 기록을 통해 편성됩니다. 가장 스코어가 좋았던 예선 통과자가 

첫 번째 순서로 올 수 있고 그 다음 순위자가 두 번째 순서가 됩니다. “일반적인 조 편성 방식”아

래 골퍼는 다음과 같이 그룹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룹 편성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골프규칙” 부속규칙 B의 파트10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만약 그룹 편성을 진행 하는데 있어 골퍼 수가 많지 않다면 부전승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

다. 즉, 부전승 방식이 부득이 필요하다면 그 대상자는 첫 번째 순위자가 되어야 하며 부전승이 2

번 필요할 경우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순위자 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기 진행에 있어 이러한 부

전승이 많이 필요로 한다면 위원회는 가능한 많은 부전승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b. 스트로크 플레이

만약 참가자가 핸디캡이 높거나 낮은 골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면 위원회는 그룹 편성하는데 있

어 실력이 비슷한 참가자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별 참가할 수 있는 

핸디캡 허용 비율은 핸디캡 인덱스 또는 코스 핸디캡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재량을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핸디캡 허용 비율의 기본적인 추가 조정 또는 서로 다른 티 즉 USGA 코스 레이팅 값이 

다른 티에서 플레이한 골퍼).

예를 들어 개인전 스트로크 경기의 그룹A 참가자는 최소 핸디캡 9 또는 그 이하만 참가할 수 있도

록 편성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룹B는 핸디캡 10에서 19, 그룹C는 20에서 29, 그룹D는 30이상

의 골퍼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선택사항으로 참가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핸디캡 또는 참가 신청 순서대로 골퍼를 나눠 그룹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9-5. 그룹(조) 편성

핸디캡 경기   제9장제9장   핸디캡 경기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예선 통과 64명의 경우

1 vs. 64 2 vs. 63

32 vs. 33 31 vs. 34

16 vs. 49 15 vs. 50

17 vs. 48 18 vs. 47

8 vs. 57 7 vs. 58

25 vs. 40 26 vs. 39

9 vs. 56 10 vs. 55

24 vs. 41 23 vs. 42

4 vs. 61 3 vs. 62

29 vs. 36 30 vs. 35

13 vs. 52 14 vs. 51

20 vs. 45 19 vs. 46

5 vs. 60 6 vs. 59

28 vs. 37 27 vs. 38

12 vs. 53 11 vs. 54

21 vs. 44 22 vs. 43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예선 통과 32명의 경우

1 vs. 32 2 vs. 31

16 vs. 17 15 vs. 18

8 vs. 25 7 vs. 26

9 vs. 24 10 vs. 23

4 vs. 29 3 vs. 30

13 vs. 20 14 vs. 19

5 vs. 28 6 vs. 27

12 vs. 21 11 vs. 22

예선 통과 16명의 경우

1 vs. 16 2 vs. 15

8 vs. 9 7 vs. 10

4 vs. 13 3 vs. 14

5 vs. 12 6 vs. 11

예선 통과 8명의 경우

1 vs. 8 2 vs. 7

4 vs. 5 3 v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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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규칙”, 부속규칙 Ⅰ)

용어 사용의 편의를 이해를 위해 “편”은 한 명의 골퍼 또는 두 명 이상으로 된 파트너를 의미합니

다. 편은 “팀”이라는 동의어로도 쓰입니다.

규칙 33-6은 위원회가 경기가 동점일 경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동점자 결정 방식

은 반드시 사전에 안내되어야 합니다.

USGA는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ⅰ) 매치 플레이

     매치가 동점인 상태로 종료될 경우 끝날 때까지 홀별 연장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장전은 

매치가 시작된 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핸디캡 경기인 경우 핸디캡 스트로크는 정규 라운

드에만 허용됩니다.

 (ⅱ)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점인 상태로 경기가 종료될 경우 연장전은 핸디캡이 적용

된 상태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연장전은 18홀 이상 또는 위원회에 의해서 명시된 홀만 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전은 최소 3개 홀 이상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됩니다.

     만약 연장전이 18홀 미만으로 진행되고 경기 형태가 핸디캡 스트로크 홀과는 관계가 없이 

진행된다면 또는 연장전 진행이 18홀 미만으로 진행될 경우 코스 핸디캡 적용 비율은 그

에 맞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1/2이상의 스트로크는 1스트로크로 여기며 1/2미만은 사용

하지 않습니다.  

     예1: 개인 스트로크 경기에서 코스 핸디캡 10인 A와 코스 핸디캡 7인 B가 경기를 시작하

였습니다. 위원회는 9홀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코스 핸디캡은 50%만 사용), A는 5개 

스트로크를 B는 4개의 스트로크를 줄여서 경기를 하였습니다.

     만약 연장전이 18홀 미만으로 진행되고 포볼 스트로크 경기와 스테이블포드와 같은 핸디

캡 스트로크 홀과 연관된 상태의 경기 형태일 경우에는 핸디캡 스트로크는 골퍼의 개별 스

트로크 할당 표를 통한 핸디캡을 적용 홀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2: 포볼 스트로크 경기에서 A와 B는 A의 코스 핸디캡 10과 B의 코스 핸디캡 7로 구성

되었습니다(허용 비율을 통해). 만약 스트로크 홀의 할당이 전반 9홀은 홀수 스트로크로 

후반 9홀은 짝수 스트로크 그리고 연장전은 후반 9홀을 진행한다면, A는 할당된 2,4,6,8 

그리고 10홀에서 1스트로크를(총합 5스트로크) 그리고 B는 2,4 그리고 6홀에서 1스트로

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합 3 스트로크).

 (ⅲ) 연장전이 불가능한 경우; 매칭 스코어 카드

     만약 연장전이 불가능한 경우 매칭 스코어 카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칭 

스코어 카드 사용 방법은 우선 매칭 스코어 카드 방식이 사용될 것과 우승자를 가릴 수 있

는 상황에서만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매칭 스코어 카드의 사용 방법은 

후반 9홀에 대한 가장 좋은 스코어의 비교를 통해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후

반 9홀의 합계가 같다면 후반 6개홀의 합을 비교하고 그래도 동점인 경우 마찬가지로 후

반 3개홀의 합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마지막 18홀을 비교합니다. 만약 매칭 스코어 카

드 방법이 여러 티를 사용하는 경기에서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사용될 수 있습니

다 “후반 9홀(10-18홀) 합계, 6개(13-18홀) 홀의 합계”.

     개인 스트로크 플레이와 같이 스트로크 홀의 할당이 관계가 없는 대회에서 만약 후반 9홀, 

후반 6홀, 마지막 후반 3개홀의 매칭 카드가 사용된다면 1/3, 1/6 등과 같은 코스 핸디

캡이 홀의 스코어로부터 가감될 수 있습니다. 1/2이상의 스트로크는 1스트로크로 여기며 

1/2미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3:

    골퍼E와 F는 18홀 네트 스코어의 합계가 동일합니다.

     후반 9홀: E: 11 × 0.5 = 5.5, 반올림하여 6. 40 - 6 = 34 / F: 10 × 0.5 = 5, 39 - 5 = 34

     후반 6홀: E: 11 × 0.33 = 3.6, 반올림하여 4. 25(후반 6개 홀의 그로스 스코어) - 4 = 21; 

           F: 10 × 0.33 = 3.3, 반올림하여 3. 26 - 3 = 23. E가 매칭 방식을 통해 승자가 됨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매치 플레이 대 파 또는 보기, 스테이블포드와 같이 스트로크 홀 

할당이 연관된 경기에서는 핸디캡 스트로크는 반드시 골퍼 각자의 스트로크 할당 표를 통

해 핸디캡 스트로크를 지정하여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4: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위원회가 후반 9홀에 대하여 매칭 스코어 카드 방식을 사

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핸디캡이 낮은 파트너의 홀별 낮은 스코어를 사용함으로써 9홀 스

코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합이 34인 동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B편은 후반 6개 홀이 23이고 C-D는 21이기 때문에 매칭 스코어 카드 방식으로 C-D

가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9-6. 핸디캡 경기에서 동점자 결정 방식  

핸디캡 경기   제9장제9장   핸디캡 경기

홀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골퍼 (코스 핸디캡)

골퍼E (11) 4 6 5 4 3 4 5 6 3 40

골퍼F (10) 5 4 4 4 4 4 5 5 4 39



 74 75

    예4:

(재정)제9장: 핸디캡 경기                                                                        

Q: 핸디캡 경기 조건 중 지역 코스 4개를 통한 핸디캡 인덱스 산정은 대회에 활용하는데 있어 적

절한 방법인가요?

A: ‘위원회는 플레이할 경기에 관한 조건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골프규

칙” 33-1 참조.) 만약 위원회가 골퍼의 핸디캡 산정을 위한 스코어를 한정된 코스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이러한 골퍼들의 핸디캡 인덱스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은 어떤 코스에 관계없이 모든 스코어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제5-1b장 

참조.) USGA는 대회 위원회가 올바른 핸디캡 인덱스를 통해 공정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권

장하고 있습니다.

Q: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10개 또는 그 이상의 기록을 통해 산정된 핸디캡 인덱스를 기본으로 하

는 핸디캡 대회에서 10개 미만의 스코어를 통한 핸디캡 인덱스를 산정한 골퍼의 참가를 제한하였

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조치인가요?  

A: ‘위원회는 플레이할 경기에 관한 조건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골프규칙” 

33-1 참조.) USGA는 10개 미만의 스코어를 통해 산정된 핸디캡 인덱스를 소유한 골퍼의 대회 

참가 제한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핸디캡 인덱스가 10개 미만의 스코어를 통해 산정되었더

라도 그 핸디캡 인덱스는 유효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0개 미만의 스코어를 통해 산정된 

핸디캡 보유자일지라도 다른 골퍼에 비해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제11-4장 참조.)

Q: 핸디캡 대회가 일요일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회는 시작되었으나 폭우로 중단되었고 그날 마

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는 돌아오는 토요일 재개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핸디캡이 수정되었고 게시되었습니다. 

대회 조건은 골퍼는 반드시 정규 라운드 동안 본인의 핸디캡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골퍼가 해당 대회에 중지되기 전의 핸디캡 인덱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 

수정된 핸디캡을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A: 핸디캡 인덱스가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핸디캡 인덱스는 경기 시작할 당시 즉 중단되기 전 사용

한 핸디캡 인덱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Q: 매치 플레이에서 A골퍼의 코스 핸디캡은 플러스 2이고 B골퍼의 코스 핸디캡은 8입니다. B골

퍼는 핸디캡 스트로크를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A: USGA는 B골퍼는 10개의 스트로크를 받도록 하고 A골퍼는 스크래치로 플레이 하도록 권장합

니다.

Q: 핸디캡을 기초로 한 포볼 매치에서 개별 골퍼의 핸디캡은 다음과 같습니다; A골퍼는 플러스 2 

코스 핸디캡, B골퍼는 6, C골퍼는 2, D골퍼는 4. 이 경우 어떻게 코스 핸디캡을 할당합니까?

A: USGA는 A골퍼는 스트로크를 받지 않고 B골퍼는 8스트로크, C골퍼는 4스트로크, D골퍼는 6

스트로크를 받도록 권장합니다.(제9-4a(ⅲ)장 참조.)

Q: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A와 B는 파트너입니다. A의 코스 핸디캡은 플러스 2이고 B는 2입

니다. 이 경우 어떤 홀에 핸디캡 스트로크가 적용되나요?

 9-1/1. 지역 스코어를 통한 핸디캡 인덱스 사용

 9-3a/1.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플러스 핸디캡을 가진 골퍼의 핸디캡 허용 비율

 9-3a/2. 플러스 핸디캡을 가진 골퍼가 포함된 포볼 매치에서 핸디캡 허용 비율

 9-3a/3. 파트너가 플러스 핸디캡인 경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핸디캡 스트로크 주고 받기

 9-2b/1. 플레이가 중지된 경우와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핸디캡 인덱스가 수정된 경우의 절차

 9-1/2. 핸디캡 대회 시 10개 미만의 스코어를 통한 핸디캡 인덱스를 산정한 골퍼의 참가 제한

핸디캡 경기   제9장제9장   핸디캡 경기

홀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핸디캡 3 5 11 9 7 15 17 1 13

골퍼 (코스 핸디캡)

골퍼A (5) 5* 4* 5 3 5 4 4 4* 5

골퍼B (22) 7** 5* 5* 6* 5* 6* 5* 8** 7*

A / B 네트 4 3 4 3 4 4 4 3 5 34

골퍼C (10) 6* 4* 6 3* 5* 6 3 6* 5

골퍼D (15) 7* 5* 6* 5* 5* 5* 5 4* 6*

C / D 네트 5 3 5 2 4 4 3 3 5 34

*=1스트로크 받기

**=2스트로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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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골퍼는 반드시 17번과 18번째 핸디캡 스트로크 홀에서 각각 1스트로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B

는 1번과 2번째 핸디캡 스트로크 홀에 각각 1스트로크를 할당하여 빼도록 합니다.(제9-4b(ⅱ)장.) 

Q: 핸디캡 매치에서 2개의 핸디캡 스트로크를 받아야 할 골퍼가 파3에서 홀인원을 기록하였습니

다. 이 경우 네트 스코어는 어떻게 됩니까?

A: 만약 골퍼가 홀인원 또는 2타를 기록하면 최종적인 골퍼의 네트 스코어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또는 스테이블포드 대회에서도 홀별 계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

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골프규칙재정” 2-1/2 참조.)

Q: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코스 핸디캡 17인 골퍼A가 코스 핸디캡 13인 골퍼B와 시합을 합니다. 

제 9-4a(ⅰ)장을 기초로 하여 골퍼A는 B에게 4개의 스트로크를 받음으로써 즉 첫 4개의 핸디캡 

스트로크 홀에 스트로크를 할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골퍼들은 전체 코스 핸디

캡을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A는 핸디캡 17홀에 걸쳐서 그리고 B는 13홀에 걸쳐서 핸디캡 스트로

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정한 절차인가요?

A: 안됩니다. 핸디캡 스트로크 홀은 골퍼A가 필요한 홀에 스트로크를 할당하여 경기에서 동등한 

경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골퍼A와 B가 모두 4개의 홀에서 스트로크를 받는다면 

실력이 좋은 골퍼B가 그 홀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14,15,16,17번 홀에 할당된 홀에서는 골

퍼A는 스트로크를 받는 반면 B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즉 A는 해당 홀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핸디캡을 사용한다면 규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좋은 골퍼B가 경기에서 유리해질 것입니다. 

Q: 핸디캡을 기본으로 한 포볼 매치에서 가장 낮은 코스 핸디캡을 가진 골퍼가 경기를 할 수 없습

니다. 해당 골퍼의 부재가 핸디캡 허용 비율을 결정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A: 아닙니다. 나머지 3명 골퍼의 코스 핸디캡은 참석을 못한 골퍼의 코스 핸디캡만큼 빼야 되며 

핸디캡 허용 비율 100퍼센트만큼 결과의 차이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참석하지 못한 골퍼

가 올바르지 못한 코스 핸디캡을 선언했다면 제3-6a장이 적용됩니다.(“골프규칙” 30-3a와 30-

3e(ⅰ) 그리고 “골프규칙재정” 30-3a/3 참조.)

Q: 매치 플레이 경기에서 한 홀의 남자는 파4인 반면 여자는 파5로 운영 중 입니다. 그런데 남자

와 여자의 매치가 진행될 경우, 두 남녀가 다 파를 기록했다면 그 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A: 파는 상관없습니다. 더 적은 스트로크를 기록한 골퍼가 그 홀을 이기게 됩니다. 

Q: 포섬 스트로크 경기에서 플러스 코스 핸디캡 1인 골퍼와 코스 핸디캡 12인 골퍼가 한 편을 이

루어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 편에는 몇 개의 스트로크가 필요합니까?

A: 그 편은 11스트로크에 대한 50% 즉 5.5스트로크로 결국 반올림 한 6스트로크를 받을 수 있습

니다(제9-4b(ⅵ)장).

공식

제10장: USGA 핸디캡 공식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핸디캡 인덱스는 골퍼의 가장 좋은 스코어를 선택하여 계산되며 그 목적은 잠재적인 능력까지 감

안한 골퍼의 실력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좋은 스코어는 각 스코어 별 핸디캡 디프렌셜을 

통해 계산되어 결정됩니다. 핸디캡 인덱스는 핸디캡 디프렌셜의 평균값에서 9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되며 제10-3장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유효 대회 스코어를 통해 적용됩니다.  

핸디캡 디프렌셜은 4가지 요소를 통해 결정됩니다. 수정된 스코어, USGA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 그리고 113(평균 난이도 코스의 슬로프 레이팅 값). 핸디캡 디프렌셜을 결정하기 위해 수

정된 스코어에서 USGA 코스 레이팅 값을 뺀 후 평균 슬로프 레이팅 113을 곱하고 최종적으로 플

레이 한 티의 슬로프 레이팅 값을 나눕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값은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됩니

다.

핸디캡 디프렌셜 = 

(수정된 스코어 - USGA 코스 레이팅) × 113 / 슬로프 레이팅

▒ a. 플러스 핸디캡 디프렌셜

수정된 스코어가 USGA 코스 레이팅 값보다 높을 때 핸디캡 디프렌셜은 양수가 나옵니다. 아래 

예는 수정된 스코어가 95, USGA 코스 레이팅이 71.5, 슬로프 레이팅이 125일 때 각 항목들이 어

떻게 연관되어 산출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9-3a/4. 마이너스 또는 제로 네트 스코어

 9-4b/1. 플러스 핸디캡 골퍼가 참여한 포섬 스트로크 플레이의 핸디캡 허용 비율 

 9-4a/1.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전체 핸디캡 사용을 선택한 골퍼

 9-4a/2. 만약 한명의 골퍼가 포볼 매치에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핸디캡 허용 비율 

 9-4a/3. 만약 남자와 여자의 파가 다를 경우의 결과

 10-1. 핸디캡 디프렌셜 계산

USGA 핸디캡 공식   제10장제9장   핸디캡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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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스코어 - USGA 코스 레이팅:  95 - 71.5 = 23.5

        차이 값 × 평균 슬로프 레이팅:  23.5 × 113 = 2655.5

                    결과 / 슬로프 레이팅:  2655.5 / 125 = 21.24

               핸디캡 디프렌셜(반올림):  21.2

▒ b. 마이너스 핸디캡 디프렌셜

수정된 스코어가 USGA 코스 레이팅 값보다 낮을 때 핸디캡 디프렌셜은 음수가 나옵니다. 아래 

예는 수정된 스코어가 69, USGA 코스 레이팅이 71.5, 슬로프 레이팅이 125일 때 각 항목들이 어

떻게 연관되어 산출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수정된 스코어 - USGA 코스 레이팅:    69 - 71.5 = -2.5

        차이 값 × 평균 슬로프 레이팅:  -2.5 × 113 = -282.5

                    결과 / 슬로프 레이팅:  -282.5 / 125 = -2.26

               핸디캡 디프렌셜(반올림):  -2.3

핸디캡 인덱스 공식은 골퍼의 스코어와 가장 좋은 핸디캡 디프렌셜을 통하여 산출됩니다. 만약 골

퍼가 20개의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면 최근 20개 기록 중에서 10개의 좋은 핸디캡 디프렌셜이 핸

디캡 인덱스를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 사용될 스코어의 개수가 적어질수록 핸디캡 디프렌셜의 

정확도는 최고 50퍼센트의 정확도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스코어를 9개 내지 10개만 제출한

다면 오직 3개의 좋은 핸디캡 디프렌셜(30~33퍼센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퍼의 핸

디캡 인덱스의 정확도는 제출 가능한 스코어의 사용되는 개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5개 미만의 스코어를 제출하는 골퍼의 경우 핸디캡 인덱스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절차들

은 승인된 골프협회, 골프 클럽 그리고 각종 자동 계산 서비스를 통한 핸디캡 인덱스 산출이 어떻

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핸디캡 인덱스를 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단계와 같습니다.

 단계 1: 아래 표를 이용하여 사용할 핸디캡 디프렌셜 개수를 결정;

 

 단계 2: 핸디캡 디프렌셜 산정;

 단계 3: 사용할 핸디캡 디프렌셜의 평균 계산; 

 단계 4: 산출된 평균값에 0.96(보너스 점수) 곱함; 

 단계 5: 소수 둘째자리 이하 버림;

예1: 제출 스코어 개수 20개 이하일 때(11개 스코어 제출 시).

                  4개의 핸디캡 디프렌셜 합:  104.1

                               평균(104.1 / 4):  26.025

                                   0.96 곱한 값:  24.984

소수 둘째자리 이후는 버림(반올림 안함):  24.9

                                 핸디캡 인덱스:  24.9

보너스 점수는 USGA 핸디캡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으로써 골퍼의 골프 실력이 더 좋아질 것이라

는 가정 아래 골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핸디캡 인덱스를 산정하는

데 있어 완전하지 않은 약간의 오차(0.96)가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인덱스

가 좋아질수록(낮아질수록), 골퍼는 높은 순위 또는 핸디캡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다소 높아집니

다.

예2: 제출 스코어 개수 20개일 때 핸디캡 인덱스 계산하는 방법.

                10개의 핸디캡 디프렌셜 합:  154.8

                             평균(154.8 / 10):  15.48

                                   0.96 곱한 값:  14.861

소수 둘째자리 이후는 버림(반올림 안함):  14.8

                                 핸디캡 인덱스:  14.8

 단계 6: 2개 이상의 유효 대회 스코어가 있을 경우 제10-3장 적용하기.

 10-2. 핸디캡 인덱스 공식

USGA 핸디캡 공식   제10장제10장   USGA 핸디캡 공식

접수 가능한 스코어 개수 사용될 디프렌셜 수

5 또는 6 가장 낮은 값 1개

7 또는 8 가장 낮은 값 2개

9 또는 10 가장 낮은 값 3개

11 또는 12 가장 낮은 값 4개

13 또는 14 가장 낮은 값 5개

15 또는 16 가장 낮은 값 6개

17 가장 낮은 값 7개

18 가장 낮은 값 8개

19 가장 낮은 값 9개

20 가장 낮은 값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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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스코어를 사용할 때(대회 스코어 및 재정 10-3/1부터 10-3/6 참조) 위원회(대회 운영 위원

회와 관련된 핸디캡 위원회 등)는 반드시 진행 대회가 핸디캡 산정을 위한 대회 스코어로 적용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스코어가 대회 스코어로 등록이 될 경우 “T”를 같이 표기해

야 합니다(예: 82T). 대회 스코어들은 제10-3c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T-Scores”로도 표기됩

니다. 

▒ a. 절차

다음 안내되는 단계는 골퍼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유효 대회 스코어들을 핸디캡 인덱스로 계산

하는 경우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즉,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산출

된 값만큼 낮춰야 하는데 최소 2개 이상의 유효 대회 스코어의 핸디캡 디프렌셜이 최소 3.0 이상

이어야 하며 이는 제10-2장을 통해 계산된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 보다 좋아야 합니다.

핸디캡 위원회(또는 핸디캡 산정 프로그램 - GHINⓇ 등)는 제10-2장을 통해 산정된 핸디캡 인덱

스를 낮춰야 할 경우 아래 설명된 단계를 따르도록 합니다.

▒ b. 단계

예: 핸디캡 인덱스가 17.3인 골퍼의 유효 대회 스코어 82T, 83T, 85T가 있습니다. 유효 대회 스

코어 중 2개가 가장 낮은 유효 대회 스코어의 핸디캡 디프렌셜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스코어는 

USGA 코스 레이팅 70.6과 슬로프 레이팅 130인 코스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단계 1:   개별 유효 대회 스코어를 기준으로 USGA 코스 레이팅 값을 뺀 대회 스코어의 핸디캡 

디프렌셜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113을 곱하고 플레이 한 슬로프 레이팅 값을 나눠 줍

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두 개의 유효 대회 스코어의 핸디캡 디프렌셜을 선정합니

다. 

      82T - (82 - 70.6) × 113 / 130 = 9.9

      83T - (83 - 70.6) × 113 / 130 = 10.8

      85T - (85 - 70.6) × 113 / 130 = 12.5

 단계 2:   제10-2장 아래 핸디캡 인덱스에서 두 번째로 낮은 T-Score 핸디캡 디프렌셜 값을 뺍

니다. 만약 결과가 3.0 또는 그 이상일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17.31       -       10.8       =       6.5

 10-3.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에 따른 핸디캡 인덱스 조정

USGA 핸디캡 공식   제10장제10장   USGA 핸디캡 공식

날짜 수정된 스코어 스코어 종류 USGA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 핸디캡 디프렌셜

2016.01.15 90 H 70.1 116 19.4

2016.01.11 91 H 70.1 116 20.4

2016.01.05 94 A 72.3 123 19.9

2016.01.03 *88 H 70.1 116 17.4

2016.01.01 89 H 70.1 116 18.4

2015.12.25 *90 A 72.3 123 16.3

2015.12.13 *91 A 72.3 123 17.2

2015.12.01 91 I 70.1 116 20.4

2015.11.18 91 I 70.1 116 20.4

2015.11.07 86 A 68.7 105 18.6

2015.11.02 90 H 70.1 116 19.4

2015.10.30 *92 AI 72.3 123 18.1

2015.10.23 *85 T 68.0 107 18.0

2015.10.13 *78 T 68.7 105 10.0

2015.10.04 *82 H 70.1 116 11.6

2015.09.30 *84 H 70.1 116 13.5

2015.09.29 94 A 72.3 123 19.9

2015.09.21 93 A 72.3 123 19.0

2015.09.17 *89 A 72.3 123 15.3

2015.09.12 *88 H 70.1 116 17.4

* 10개의 낮은 핸디캡 디프렌셜 스코어

2개의 낮은 유효 대회 스코어

날짜 수정된 스코어 스코어 종류 USGA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 핸디캡 디프렌셜

2015.10.13 78 T 68.7 105 10.0

2015.07.04 83 T 70.1 116 12.6

핸디캡 인덱스 두 번째로 높은 

대회 스코어 디프렌셜

3.0 또는 그 이상일 경우 

다음 단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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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3: 낮은 2개의 대회 스코어의 핸디캡 디프렌셜 평균을 구합니다.

(9.9     +     10.8)  /  2   =   10.35

 단계 4: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로부터 평균값을 뺍니다.  

17.3   -   10.35   =   6.95  (7.0으로 반올림)

 단계 5:   단계4에서 반올림한 7.0과 골퍼가 사용한 대회 스코어의 개수를 확인한 후, 핸디캡 조

정 표에서 얼마만큼의 값으로 핸디캡 인덱스를 낮춰야 하는지 찾아서 결정합니다. 

 단계 6:   핸디캡 인덱스에서 조정 표를 통해 결정된 낮춰야 할 값을 뺍니다. 그 결과는 골퍼의 

새로운 핸디캡 인덱스가 되며 제10-2장의 핸디캡 인덱스 공식으로 계산한 값보다 최

소 1.0이 적을 것입니다. 새롭게 낮춰진 핸디캡 인덱스에는 핸디캡 리포트나 컴퓨터 

화면 등에 R을 같이 표기하여 사용합니다(예: 12.3R).  

17.31       -       5.0       =       12.3R

핸디캡 조정 표

예: 

    핸디캡 조정 표 상 낮춰야 할 값:    5.0

      핸디캡 인덱스 - 낮춰야 할 값:  17.3 - 5.0 = 12.3

       낮춰진 새로운 핸디캡 인덱스:   12.3R

USGA 핸디캡 공식   제10장제10장   USGA 핸디캡 공식

사용 가능한 유효 대회 스코어 개수

2 3 4 5-9 10-19 20-29 30-39 ≥40

3.0 ~ 3.4

3.5 ~ 3.9

4.0 ~ 4.4 1.0

4.5 ~ 4.9 1.8 1.0

5.0 ~ 5.4 2.6 1.9 1.0

5.5 ~ 5.9 3.4 2.7 1.9 1.0

6.0 ~ 6.4 4.1 3.5 2.8 1.9 1.0

6.5 ~ 6.9 4.8 4.3 3.7 2.9 2.0 1.0

7.0 ~ 7.4 5.5 5.0 4.5 3.8 3.0 2.1 1.0

7.5 ~ 7.9 6.2 5.7 5.3 4.7 3.9 3.1 2.2 1.0

8.0 ~ 8.4 6.8 6.4 6.0 5.5 4.8 4.1 3.2 2.2

8.5 ~ 8.9 7.4 7.1 6.7 6.2 5.7 5.0 4.2 3.3

9.0 ~ 9.4 8.1 7.8 7.4 7.0 6.5 5.9 5.2 4.4

9.5 ~ 9.9 8.7 8.4 8.1 7.7 7.3 6.7 6.1 5.4

10.0 ~ 10.4 9.2 9.0 8.8 8.4 8.0 7.6 7.0 6.4

10.5 ~ 10.9 9.8 9.5 9.4 9.1 8.7 8.3 7.8 7.2

11.0 ~ 11.4 10.4 10.2 10.0 9.7 9.4 9.1 8.6 8.1

11.5 ~ 11.9 11.0 10.8 10.6 10.4 10.1 9.8 9.4 8.9

12.0 ~ 12.4 11.5 11.4 11.2 11.0 10.7 10.5 10.1 9.7

12.5 ~ 12.9 12.1 11.9 11.8 11.6 11.4 11.1 10.8 10.5

13.0 ~ 13.4 12.6 12.5 12.4 12.2 12.0 11.8 11.5 11.2

13.5 ~ 13.9 13.2 13.1 12.9 12.8 12.6 12.4 12.2 11.9

14.0 ~ 이상 13.7 13.6 13.5 13.4 13.2 13.0 12.8 12.6

기
존
의 

핸
디
캡 

인
덱
스
와 

좋
은 

2
개
의 

대
회 

스
코
어
를 

통
한 

디
프
렌
셜 
평
균
의 

차
이
값

2개의 좋은 대회 스코어 디프렌셜 2개의 평균 대회 스코어 

디프렌셜 

핸디캡 디프렌셜 핸디캡 조정 표를 통해 상기 값과 

유효 대회 스코어 개수 확인 

핸디캡 인덱스 핸디캡 조정 표를 통해 결정된 

낮춰야 할 값

낮춰진 새로운 

핸디캡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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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대회 스코어 카운팅

 (ⅰ)  T-Score 계산 - 유효 대회 스코어의 개수는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T-Score 들은 개별적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계산되는 과정을 확인해 볼 목적으로 월별 자

동 계산이 됩니다. T-Score 계산은 20개의 스코어 기록 중 일부와 1년 이상 된 T-Score

들을 포함하여 최소 12개월간 계산된 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달 계산된 스코어는 

만들어진 날짜가 아닌 스코어가 등록된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ⅱ)  가장 좋은 T-Score 리스트 - “가장 좋은 T-Score 리스트”에는 최대 6개의 유효 대회 스

코어가 저장될 수 있는데 이 스코어들은 최근 20개의 골퍼의 스코어와 별도로 운영됩니

다. 

 (ⅲ)  추가적인 T-Score - 새로운 T-Score가 등록될 때 해당 스코어는 골퍼의 일반 스코어 기

록들과 핸디캡 디프렌셜의 일부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가장 좋은 T-Score 리스트”가 6

개 미만의 유효 대회 스코어만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T-Score가 파일에 추가될 것입니다. 

만약 6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T-Score가 기존 스코어보다 기록이 좋다면 날짜

에 상관없이 가장 좋지 않은 기존의 T-Score는 삭제될 것입니다.

 (ⅳ)  기간이 오래된 T-Score 삭제 - 핸디캡 갱신 기간마다, 만약 스코어들이 1년 이상 또는 더 

이상 최근 20개 스코어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T-Score 리스트”내의 개

별 대회 스코어들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체되어야 할 스코어가 “가장 좋은 

T-Score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삭제된 대회 스코어는 가장 좋은 유효 대회 스

코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d. 기간과 낮추는 횟수 

예외적인 T-Score를 통한 핸디캡 인덱스 낮추기는 매 핸디캡 갱신 기간을 통해 반영되며 요소들

의 개수 등에 기초하여 갱신 기간마다 다양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추가 T-Score;

 • 유효 대회 스코어의 만기

 • 10-2 계산의 변형;

 • 두 개의 낮은 유효 대회 스코어와 관련한 10-2 계산방법의 응용.

▒ e. 핸디캡 위원회 평가 

핸디캡 위원회는 모든 핸디캡 인덱스의 변경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의 결과로 위원

회는;

 • 제10-3d장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 핸디캡 인덱스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10-3에 언급된 것과 같이 잠재

적인 능력보다 골퍼의 골프 실력이 더 좋을 경우 수치를 추가로 낮출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

우 위원회는 낮춰진 핸디캡 인덱스 보다 더 좋은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를 부여하고 계속되는 

갱신기간 동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8-4e장 참조). 또는 

 • 핸디캡 수치를 낮추는 것을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다치거나 부상 이

전의 T-Score를 기준으로 핸디캡이 낮아진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더 낮추는 것을 중지시

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낮추는 값은 골퍼의 스코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회는 낮춰진 핸디캡 인덱스를 10-2에 의거하여 계산된 새로운 핸디캡 인덱스로 대체하고 R

표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두 개의 예외적인 T-Score가 지속적으로 제10-3장의 

핸디캡 값에 영향을 주는 한, 개별 갱신 기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핸디캡을 무효처리 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골퍼가 두 개의 예외적인 T-Score보다 적은 기록된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한 위원회는 무효처리를 취소할 수 있고 제10-2장에 의거하여 정상

적인 핸디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낮추는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10-3의 핸디캡을 낮추는 절차가 골퍼의 잠재적

인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0-2장 처럼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낮추는 비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골퍼의 10-3계산 결과가 10.0R이지만 실제로는 15.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

니다. 위원회는 낮추는 비율을 12.5M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수치를 낮추

는 것을 무효처리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 f. 보고 요건

승인된 골프협회와 핸디캡 산정 프로그램(예: GHINⓇ) 제공자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제10-3b장)

를 통해 핸디캡 인덱스 수정을 골프 클럽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의 보고서가 승인된 골

프협회로 제공된다면 핸디캡 산정 프로그램(예: GHINⓇ) 관리자도 반드시 승인된 골프협회로 동

일한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를 통보해야 합니다. 핸디캡 인덱스가 상기의 과정과 같이 수정된다면 

R이라는 문자를 병행 표기해야 합니다(예: 12.3R) 

골퍼의 코스 핸디캡은 핸디캡 인덱스에 플레이 할 티의 슬로프 레이팅을 곱하고 평균값 113을 나

눔으로써 결정됩니다.(제3-3장.) 최종 산출된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

냅니다(0.5 이상 반올림).

 10-4. 코스 핸디캡  

USGA 핸디캡 공식   제10장제10장   USGA 핸디캡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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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9홀 핸디캡의 사용과 식별

만약 클럽이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9홀 핸디캡은 핸디캡 인덱스(N)로 표현하여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인덱스(N)(또는 9홀 핸디캡)는 클럽 내의 9홀 핸디캡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골퍼들과 같이 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대회에 핸디캡 인덱스를 제출해

야 할 경우 18홀 라운드를 위해 핸디캡 인덱스(N) 값은 반드시 2배가 되어야 합니다(재정 3-2/1

과 3-2/2 참조).

핸디캡 인덱스와 핸디캡 인덱스(N) 둘 다 가지고 있는 골퍼는 클럽간의 9홀 대회에서는 핸디캡 인

덱스(N)를 그리고 18홀 경기에서는 핸디캡 인덱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9홀 경기에 참여하는 골퍼가 오직 핸디캡 인덱스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핸디캡 인덱스를 

반으로 줄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값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플레이할 티

의 슬로프 레이팅값과 9홀 코스 핸디캡 표를 통해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하면 됩니다. 

▒ b. 계산 방법

골프 클럽은 핸디캡 디프렌셜을 계산하기 위하여 9홀의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토

대로 9홀 형평 타수 조정을 적용한 후 핸디캡 인덱스(N)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핸디캡 인덱스(N) 가진 골퍼가 18홀 라운드를 했을 경우 반드시 9홀 스코어를 2번 기록된 스

코어에 등록해야 합니다.

핸디캡 인덱스(N)를 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단계와 같습니다.

 단계 1: 아래 표를 이용하여 사용할 핸디캡 디프렌셜 개수를 결정;

 단계 2: 핸디캡 디프렌셜을 구함;

 단계 3: 사용할 핸디캡 디프렌셜의 평균 계산; 

 단계 4: 산출된 평균값에 0.96 곱함; 

      (*제10-2장 참조, 보너스 점수)

 단계 5: 소수 둘째자리 이하 버림;

예1: 제출 스코어 개수 20개 이하일 때(11개 스코어 제출 시).

                  4개의 핸디캡 디프렌셜 합:  34.5

                                 평균(34.5 / 4):  8.625

                                   0.96 곱한 값:  8.28

소수 둘째자리 이후는 버림(반올림 안함):  8.2

                             핸디캡 인덱스(N):  8.2N

예2: 제출 스코어 개수 20개일 때 핸디캡 인덱스(N) 계산하는 방법.

                10개의 핸디캡 디프렌셜 합:  55.1

                               평균(55.1 / 10):  5.51

                                   0.96 곱한 값:  5.289

소수 둘째자리 이후는 버림(반올림 안함):  5.2

                             핸디캡 인덱스(N):  5.2N

 10-5. 9홀 핸디캡 - 핸디캡 인덱스(N)       

USGA 핸디캡 공식   제10장제10장   USGA 핸디캡 공식

접수 가능한 스코어 개수 사용될 디프렌셜 수

5 또는 6 가장 낮은 값 1개

7 또는 8 가장 낮은 값 2개

9 또는 10 가장 낮은 값 3개

11 또는 12 가장 낮은 값 4개

13 또는 14 가장 낮은 값 5개

15 또는 16 가장 낮은 값 6개

17 가장 낮은 값 7개

18 가장 낮은 값 8개

19 가장 낮은 값 9개

20 가장 낮은 값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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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9홀 형평 타수 조정

형평 타수 조정의 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평 타수 조정

예: 9홀에 코스 핸디캡 12를 가지고 있는 골퍼는 상기 표와 같이 파와 관계없이 최대스코어를 8타

까지만 적용해야 합니다.

▒ d. 최대 9홀 핸디캡 인덱스(N)

핸디캡 인덱스(N)의 최대값은 남자는 18.2, 여자는 20.2입니다.

주: 최대 핸디캡 인덱스(N)는 슬로프 레이팅 값이 113 보다 높은 코스에서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 

되었을 때 최대값 이상의 값을 갖게 됩니다.  

골퍼는 상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로컬 핸디캡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핸디캡 다음

에  “NL”이라는 문자를 핸디캡 카드 또는 관련 리포트에 표기해야 합니다(예: 25.4NL).(핸디캡 

종류 참조.) 이러한 로컬 핸디캡이 클럽 간 경기에서 사용될 때 USGA는 상기 최대 핸디캡 인덱스

(N)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정)제10장: USGA 핸디캡 공식                                                                

Q: 여성회원의 날 별도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낮은 그로스(네트)스코어에 

대한 경기만 진행되었습니다. 점수는 각 부별 1,2,3등에게만 부여되는 형태입니다. 시즌 종료 시 

각 부별 점수를 많이 쌓은 골퍼를 선발하여 시상을 하려 하는데 이 경우의 스코어들은 대회 스코

어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A: 안됩니다. 시즌 종료 시 모든 골퍼들이 동일한 정규 라운드를 플레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대회 상품으로 골프공을 제공하는 경기의 스코어는 T-Score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상금이나 상품의 가치는 T-Score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스코어는 반드시 

“T”라는 문자와 함께 대회 스코어로 지정되어 있음을 표시해야 하며 정의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T-Score 또는 제10-3장 참조.)

Q: 클럽의 프로가 대회를 조직하는데 대회 시작 전 어느 한 골퍼의 대회 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품은 얼마나 많은 참가자가 대회에 참가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코어

는 T-Score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A: 만약 클럽의 대회 위원회가 프로에게 대회 진행 권한을 부여했다면 정규 라운드 동안 우승자

를 선발해야 하고 위원회가 발표한 골프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위원회는 대회에서 나온 

 10-3/1. 시즌 종료 시 우승자에게 시상을 하는 대회 스코어의 적용

 10-3/2. 상품이 골프공일 때 대회 스코어의 적용

 10-3/3. 시작 시 참가가 허용 되었을 때 대회 스코어 적용

USGA 핸디캡 공식   제10장제10장   USGA 핸디캡 공식

날짜 수정된 스코어 스코어 종류 USGA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 핸디캡 디프렌셜

2015.08.03 43* H 36.2 117 6.6

2015.08.02 45 H 35.5 114 9.4

2015.08.01 41* A 36.5 129 3.9

2015.07.31 40* H 36.2 117 3.7

2015.07.29 45 H 36.2 117 8.5

2015.07.26 46 A 32.7 123 12.2

2015.07.19 48 A 35.1 123 11.9

2015.07.14 44* A 35.1 123 8.2

2015.07.01 42* H 36.2 117 5.6

2015.06.29 49 A 35.8 124 12.0

2015.06.27 49 A 34.8 121 13.3

2015.06.22 51 H 36.2 117 14.3

2015.06.15 41* H 35.5 114 5.5

2015.06.13 42* H 36.2 117 5.6

2015.06.02 42* A 36.5 129 4.8

2015.05.29 48 H 35.5 114 12.4

2015.05.25 47 H 36.2 117 10.4

2015.05.17 50 A 32.7 123 15.9

2015.05.06 43* H 36.2 117 6.6

2015.05.05 41* H 36.2 117 4.6

* 10개의 낮은 핸디캡 디프렌셜 스코어

9홀 코스 핸디캡 한 홀에서 최대 형평 타수 조정 

4 이하 더블보기

5 ~ 9 7

10 ~ 14 8

15 ~ 19 9

20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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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에 “T”라는 표시를 통해 대회 스코어(T-Score)로 적용됨을 발표해야 합니다.) 참가 가부의 

허용과 상품의 가치 등은 스코어가 T-Score로 적용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

으로 여성 또는 시니어 대회는 T-Score로 적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전통이나 대회 형식 그리고 

클럽의 참여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자가 충분한 대회의 예로는 매년 진행되는 회원

친선경기 등이 있습니다. 

Q: 클럽의 대회위원회가 주말 경기를 구성하면서 적당한 수준의 상품을 걸었으나 조 편성과 출발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스코어는 T-Score로 적용 가능한가요?

A: 사전에 조 편성과 출발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대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가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재정 10-3/2 참조.) 클럽의 대회위원회는 반

드시 핸디캡 산정 목적으로 주말 경기가 대회 스코어 요소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

다. 즉, 대회는 위원회가 조직하고 진행해야 하며 정규 라운드 동안 우승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그

리고 무엇보다도 골프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원회는 사전에 

“T”라는 표시를 통해 진행되는 대회가 대회 스코어로 적용됨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대회에서 

핸디캡 위원회의 결정으로 핸디캡 산정을 하는 골퍼들에게 대회가 T-Score로 진행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또는 시니어 대회는 T-Score로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전통이나 

대회 형식 그리고 클럽의 참여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자가 충분한 대회의 예로는 매

년 진행되는 회원친선경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너무 많은 대회를 T-Score

로 적용하면 제10-3장에 나온 대회 스코어를 통한 효과적인 스코어 관리 즉 우수한 골퍼를 더욱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납니다.

Q: 클럽 위원회가 상기에 나온 재정 10-3/3과 10-3/4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주중 스윕 대회

를 매주 수요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가자의 조 편성은 도착순서로 정해집니다(조 편성 및 

출발시간을 별도로 게시되지 않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골퍼는 프로에게 2불을 주고 상품 응모

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스윕 대회의 승자는 해당일 상품 응모함에 상품을 수령할 자격을 갖

습니다. 때에 따라서 스윕 대회가 진행될 때 골프규칙을 지킬 때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기록된 스코어들은 매년 링거스(ringers) 대회의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는 T-Score로 지정될 수 있습니까?

A: 대회에서 골프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기록된 스코어는 대회 스코어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상기에 나온 어떠한 요소도 위원회가 대회 스코어로 지정하는 것은 결정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대회 스코어 지정 목적은 평균 핸디캡 인덱스 이상의 실력을 가진 골퍼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입

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대회에서 실력이 우수한 골퍼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록될 스코어를 대회 스

코어로 지정했음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대회 스코어를 지정하는 주체는 클럽의 위원회로써 이유

는 대회형태, 역사, 회원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일 단위 리그전 등은 

참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회 스코어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대회 스코어로 지정될 수 있는 좋

은 예는 클럽 챔피언전입니다. 

Q: 매치 플레이에서 11홀 만에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스코어는 대회 스코어(T-Score)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A: 안됩니다. T-Score는 대회 스코어로 대회조건상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13개 홀을 마쳐

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점검과 균형

제11장: 핸디캡 조정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핸디캡 조정은 점검과 균형의 일련의 과정으로써 핸디캡 인덱스는 골퍼의 잠재적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핸디캡 조정은 골퍼의 잠재적인 실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즉 좋

지 못한 스코어로부터 핸디캡 인덱스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USGA 핸디

캡 시스템 상 올바른 핸디캡 인덱스를 부여하기 위한 핸디캡의 조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는 핸디캡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이

용하는 모든 골프 클럽은 반드시 핸디캡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USGA 핸디캡 시스템이 정확히 

시행되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스코어 등록 및 USGA 핸디캡 시스템

의 모든 요소가 정확히 이행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스템의 근본 취지가 잘 부합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동반 골퍼의 평가의 정의 참조

최근 20개의 핸디캡 디프렌셜 중 나쁜 10개는 핸디캡 산정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좋지 못

 10-3/4. 조 편성과 출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 스코어의 적용

 10-3/6. 13개 홀 미만으로 라운드 했을 때의 대회 스코어 사용  

 10-3/5. 주중 클럽 스윕(Sweep) 대회의 대회 스코어 적용 

 11-1. 골프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  

 11-2. 동반 골퍼의 평가       

 11-3. 나쁜 10개의 핸디캡 디프렌셜 삭제        

핸디캡 조정   제11장제10장   USGA 핸디캡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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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코어의 디프렌셜 값은 골퍼의 잠재적 능력을 반영하기에 다소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제10

장 참조)

20개 미만의 스코어를 등록한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는 50퍼센트(최근 20개의 스코어 중 좋은 10

개의 디프렌셜 사용) 이하의 정확도를 갖습니다. 즉, USGA 핸디캡 시스템의 정확도와 일관성은 

20개에 근접한 스코어를 등록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20개 이상의 스코어를 통한 핸디캡 인덱스

는 20개 미만의 스코어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훨씬 골퍼의 잠재적인 기량을 표출하는데 용이합니

다.(제10장 참조)

형평 타수 조정의 정의 참조

최소 3.0 또는 그보다 좋은 핸디캡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골퍼의 경우 2개 이상의 대회 스코어를 

통해 별도의 핸디캡 계산 공식을 활용하여 추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위원회에서는 골퍼가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USGA 핸디캡 시스템의 근본 취지가 

지켜지지 못할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핸디캡 위원회는 예외적인 상

황으로 인하여 핸디캡 인덱스가 좋지 못한 골퍼에 대하여 구제해 줄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핸디캡 위원회는 반드시 매 갱신 기간 때마다 수정되거나 취소해야 할 핸디캡 인덱스를 관

리, 감독해야 합니다.(제8-4d장, 제8-4e장, 제10-3e장.)

페널티 스코어의 정의 참조(제8-4b장 참조)

모든 코스들은 반드시 USGA 규정에 의거한 승인된 골프협회의 코스 레이팅 팀을 통해 레이팅을 

받아야 합니다.(제14장 참조)

USGA 핸디캡 시스템은 시스템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오직 골프 클럽 또는 승

인된 골프협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은 핸디캡 인덱스 용어 및 핸디캡 카

드 등에 표시될 각종 상표 및 서비스마크의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골프 클럽과 협회는 

핸디캡 인덱스 산정 및 발행 시 USGA 마크 또는 관련 용어 등의 이용을 USGA에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합니다.

핸디캡과 코스 레이팅에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대한골프협회(KGA) www.kgagolf.or.kr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74(문발동) 10881

전화: 031-955-2255, 이메일: hkahn82@kgagolf.or.kr

미국골프협회(USGA) www.usga.org

Golf House, P.O. Box 708, Far Hills, New Jersey 07931

전화: 908-234-2300, 이메일: hdcpquestions@usga.org

제3부 골프 코스

제12장: 측정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정확한 영구 야데지 마커를 설치하는 것은 레이팅 진행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영구 야데지 

마커는 향후 설치할 마커들의 평균 위치를 반영하는데 쓰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야데지 마커는 골

프장 직원이 코스를 올바르게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또한 영구 야데지 마커는 매일 코스의 

전체 길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도와주며 통일된 레이팅과 코스의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

켜 줍니다.(제13-1d장 참조)

레이팅을 진행하는데 영구 야데지 마커의 위치는 그린 스피드, 러프 높이 또는 코스의 시설물과 

같은 장해물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골프 클럽은 해당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

고 지역 또는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관련 문제에 대해 상의해야 하며 올바른 티 설치에 대한 조

언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1개의 티패드가 티 1세트를 대신하여 설치된다면 영구 야데지 마커의 위치는 티패드의 가운

 11-4. 20개 미만의 스코어       

 11-11. 대한골프협회(KGA), 미국골프협회(USGA) 핸디캡 부서 안내       

 12-1. 출발점: 영구 마커              

 11-5. 형평 타수 조정       

 11-6.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에 따른 핸디캡 인덱스의 조정    

 11-7. 핸디캡 인덱스의 조정과 취소       

 11-8. 페널티 스코어   

 11-9.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인정받은 레이팅         

 11-10. 계약 조건           

측정   제12장제11장   핸디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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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위치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것은 전체 티패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패드의 평균적인 위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티패드가 하나의 티로 사용될 때 코스의 남아 있는 비율 또는 향후 진행될 경기를 고

려해서 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 티를 비율에 맞게 할당하고 영구 마커를 각 티패드가 

위치한 지역의 가운데에 놓습니다. 예를 들어 40야드 크기의 티잉 그라운드가 3개의 티를 공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골프장은 Front티에는 약 25퍼센트, Middle티에는 50퍼센트 그리고 

Back티는 25퍼센트에 해당되는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즉, Front티는 10야드에 Middle티는 

20야드에 Back티는 뒤쪽 10야드에 할당하면 된다는 뜻 입니다. 영구 야데지 마커는 이 3군데 티

의 가운데 지점에 놓으면 됩니다.

9홀 코스에서, 18홀 라운드를 위해 티 마커가 별개로 운영된다면, 영구 야데지 마커의 개별 측정

이 9홀 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9개의 영구 마커(개별 티 마커)는 고유한 표식을 통해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 a. 측정 방법

모든 홀의 전체 길이는 전자 측정 장치 또는 GPS 등을 이용하여 티잉 그라운드의 모든 영구 야데

지 마커에서부터 그린의 중앙까지 수평라인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은 전문가 또는 

골프 클럽의 레이팅을 시행한 승인된 골프협회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러

한 측정 결과는 반드시 스코어 카드 상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그렉이 있는 홀은 반드시 각 영구 야데지 마커에서 페어웨이 중앙의 중심점까지 직선거리로 측

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심점이 명확히 확인이 안 된다면 가장 많은 골퍼가 플레이 하는 티로부

터 남자 기준 약 250야드 또는 여자 기준 약 210야드 지점을 잡아 중심점을 측정하면 됩니다. 모

든 측정은 반드시 중심점에서 그린의 중앙까지 또는 다음의 중심점 까지 가능하면 직선으로 측정

되어야 합니다.

▒ b. 티 마커, 레이팅 표기

티잉 그라운드(“골프 규칙”의 정의 참조)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티 마커는 서로 구분을 하기 위

해서 다른 색상 또는 디자인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색상, 디자인 그리고 기타 티 마커

의 특징 등은 골프장내 코스에 관한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서 핸디캡 위원회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코스 핸디캡 표(제3-3장 참조), 스코어 카드, 그리고 스코어가 표기되는 각종 표지

판 등에 각 티별 특징들을 잘 나타낸 용어들을 이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덧붙여 반드시 각 티별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명기하여 라운드 전에 골퍼가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하기 

용이하도록 그리고 핸디캡 산정 목적에 맞게 스코어 등록이 편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티에는 반드시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

니다. 만약 플레이 할 티에서 각 성별 정확한 코스 레이팅 값이 없다면 ‘레이팅 값이 없는 티에서

의 스코어 등록’ 절차를 통해 레이팅 값을 산정하여 활용하면 됩니다.(제5-2g장 참조)

9홀만 플레이할 골퍼들이 핸디캡 산정을 위한 스코어를 등록하기 위하여 골프 클럽은 반드시 9홀 

레이팅 값도 표기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9홀의 조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라운드를 

통해 이러한 홀별 조합은 반드시 라운드 전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골프장내 대회 

등을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핸디캡 위원회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측정 기법

 12-2. 측정                 

측정   제12장제12장   측정

USGA 코스 레이팅 & 슬로프 레이팅

티 남자 USGA 코스 레이팅 남자 슬로프 레이팅 여자 USGA 코스 레이팅 여자 슬로프 레이팅

Champion 74.0 125 76.6 133

Black 72.0 119 74.5 128

Blue 71.3 113 73.7 122

White 69.5 105 72.0 118

Red 66.9 100 69.3 113

1-파3 측정 기법 2-파4 측정 기법 3-파5 측정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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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USGA 코스 레이팅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 a. 스크래치 골퍼

스크래치 골퍼에 대한 정의 참조

▒ b. 야데지 레이팅

야데지 레이팅이란 유효 플레이 길이에 따른 코스의 난이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 c. 장해물 요소

장해물 요소에는 해저드, 자연물, 생장물, 그리고 골프 코스의 컨디션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요소

들이 유효 플레이 길이와 함께 플레이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 d. 유효 플레이 길이

유효 플레이 길이는 비정상적인 구르기, 고도차, 도그렉/강제 레이업, 바람 그리고 해발 고도 등을 고

려하여 골프 코스의 길이를 측정한 것으로써 실제 코스 길이보다 더 길거나 또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래치 골퍼의 유효 플레이 길이가 강제 레이업에 의해 실제 코스보다 길게 플레이 된다

면 레이팅 팀은 USGA 코스 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야데지 레이팅에 대한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e. USGA 코스 레이팅

USGA 코스 레이팅에 대한 정의 참조

골프 코스는 해당 지역의 승인된 골프협회를 통해서 레이팅을 받아야 합니다. (제14장 참조)

주: 야데지 레이팅과 USGA 코스 레이팅을 파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파는 골프 코스의 난이도

를 정확하게 측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두 개의 골프 코스가 같은 파

를 가지고 있더라도 USGA 코스 레이팅과 야데지 레이팅 값은 두 코스가 다르게 나올 것 입니다. 

▒ f. 보기 골퍼

보기 골퍼에 대한 정의 참조 

▒ g. 보기 레이팅

보기 레이팅에 대한 정의 참조

▒ h. 슬로프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에 대한 정의 참조

▒ a. 티 마커와 홀의 위치

코스 레이팅이 시행될 때에는 골프 클럽은 아래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ⅰ) 측정할 티에 영구 야데지 마커를 설치한다(제12장 참조);

 (ⅱ) 홀의 위치를 평균 난이도 수준으로 준비한다;

 (ⅲ) 코스 세팅 등 각종 준비 사항은 평균 난이도 수준으로 유지한다.

▒ b. 활동 시즌내의 조건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은 반드시 평균적인 활동 시즌 즉 많은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

안 다양하게 나타나는 조건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 골프 규칙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은 정확한 코스세팅과 함께 실제 라운드 시 골프 규칙이 올바

르게 준수되며 골퍼들 간에 동반 골퍼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시행됩니다. 모든 로컬 

룰 등은 골프 규칙과 USGA 핸디캡 시스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제7장 참조)

▒ a. 구성 요소

승인된 골프협회는 아래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시행해야 

합니다.

 (ⅰ)  유효 플레이 길이는 정확한 코스 측정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효 플레이 길이 

등의 요소에 따라 코스의 플레이 길이가 길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제13-1d장.) 전체 

길이 대비 남자 22야드, 여자 18야드 정도의 오차는 USGA 코스 레이팅 상 약 0.1스트로

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ⅱ)  남녀 스크래치 골퍼와 보기 골퍼의 야데지 레이팅은 적절한 야데지 레이팅 공식에 의거하

여 유효 플레이 길이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제13-1d장과 제13-3d장.)

 (ⅲ)  USGA 코스 레이팅은 스크래치 골퍼에 영향을 미치는 장해물 요소와 스크래치 야데지 레

이팅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정의 참조)

 13-2. 레이팅 조건           

 13-1. 정의           

 13-3. 코스 레이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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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보기 레이팅은 보기 골퍼에 영향을 미치는 장해물 요소와 보기 야데지 레이팅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정의 참조)

 (ⅴ)  슬로프 레이팅은 보기 레이팅과 USGA 코스 레이팅 차이에 남자 5.381, 여자 4.24의 값이 

곱해져 나온 값 입니다.(정의와 제13-3f장 참조)

▒ b. 유효 플레이 길이

매 홀마다 레이팅 팀은 유효 플레이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구르기, 고도

차, 도그렉/강제 레이업, 바람 등.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과 전체 코스의 해발고도 위치 등이 거리

로 전환되어 전체 유효 플레이 길이에 더해지거나 빼질 수 있습니다. 

유효 플레이 길이는 야데지 레이팅 공식에 적용되어 스크래치, 보기 레이팅 값을 산출하는데 이용

됩니다. 

 (ⅰ) 구르기

     물을 주지 않은 딱딱한 페어웨이에 내리막 지역일 경우 볼이 약 20야드 더 굴러가며 이와

는 반대로 물을 준 부드러운 페어웨이에 오르막일 경우 볼이 약 20야드 덜 굴러가는 결과

가 나타납니다. 

 (ⅱ) 고도차

    티에서 그린까지 오르막일 경우 내리막일 경우보다 플레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ⅲ) 도그렉/강제 레이업

      홀의 페어웨이가 굽어져 볼이 떨어지는 평균 지역이 짧아질 경우 골퍼는 풀 샷으로 스윙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볼이 떨어지는 지역이 장해물 예를 들어 워터 해저드 등이 있을 경우에

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ⅳ) 바람

    바람은 골프 코스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ⅴ) 해발고도

     해발고도가 약 2,000피트 이상인 지역의 코스는 야데지 레이팅 값이 감소합니다. 그 이유

는 볼이 높은 해발고도에서는 멀리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 c. 장해물 요소

레이팅 팀은 매 홀마다 스크래치와 보기 골퍼를 기준하여 10가지 장해물 요소에 대하여 0부터 10까

지의 값으로 평가합니다. 레이팅이 마무리 되면 각 요소들의 숫자들은 합산되어 중요도에 따라 환산

됩니다. 전체 합산된 장해물 값들은 스크래치와 보기 공식에 적용되어 스트로크로 변환 됩니다. 이

러한 변환된 스트로크는 +/-로 표출될 수 있으며 USGA 코스 레이팅과 보기 레이팅 값 산출을 위

해 야데지 레이팅과 합산됩니다. 이러한 장해물 요소들을 평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지형: 페어웨이 볼 착지 지점의 스탠스 또는 라이의 어려움, 그린까지의 고도 변화; 

 (ⅱ)  페어웨이: 볼 착지 지점의 폭과 도그렉, 나무 또는 페어웨이 경사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ⅲ) 그린 목표: 그린 사이즈, 그린까지의 남은 거리, 그린 표면의 보이는 정도와 단단함;

 (ⅳ) 회복성과 러프: 러프지역의 유무와 볼 착지 지점, 그린 주변의 접근성에 대한 장해물 요소; 

 (ⅴ) 벙커: 볼 착지 지점의 벙커 유무 및 그린 주변의 벙커가 미치는 영향;

 (ⅵ)  OB/심한 러프: 볼 착지 지점과 그린 주변의 OB 유무 및 심한 러프로 인해 볼 찾기가 어려

운 지역;

 (ⅶ)  워터해저드: 워터 해저드 존재 여부와 워터해저드가 볼 착지 지점 및 그린 주변의 접근성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ⅷ)  나무: 볼이 나무로부터 벗어나는데 홀 길이 및 전략적 공략 지역, 크기, 높이, 나무의 밀도 

등이 얼마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여부

 (ⅸ) 그린 표면: 그린의 경사와 그린 표면의 일반적 스피드;

 (ⅹ) 심리: 어려운 장해물에 따라 심리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 지에 대한 판단.

▒ d. 야데지 레이팅 공식

야데지 레이팅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값이 산출됩니다.

 (ⅰ) 남자 스크래치 골퍼의 야데지 레이팅

    스크래치 야데지 레이팅:

    (스크래치 유효 플레이 길이 / 220) + 40.9

     예: 만약 코스의 유효 플레이 길이가 6,419야드일 경우, 남자 스크래치 야데지 레이팅 값

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 길이 / 220: 6419 / 220 = 29.18

                         결과 + 40.9: 29.18 + 40.9 = 70.08

스크래치 야데지 레이팅(반올림): 70.1 

 (ⅱ) 남자 보기 골퍼의 야데지 레이팅

    보기 야데지 레이팅:

    (보기 유효 플레이 길이 / 160)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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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여자 스크래치 골퍼의 야데지 레이팅

    스크래치 야데지 레이팅:

    (스크래치 유효 플레이 길이 / 180) + 40.1

 (ⅳ) 여자 보기 골퍼의 야데지 레이팅

    보기 야데지 레이팅: (보기 유효 플레이 길이 / 120) + 51.3

▒ e. USGA 코스 레이팅 공식

 (ⅰ) 남자와 여자의 USGA 코스 레이팅

    USGA 코스 레이팅: 스크래치 야데지 레이팅 + 스크래치 장해물 값

 (ⅱ) 남자와 여자의 보기 레이팅

    보기 레이팅: 보기 야데지 레이팅 + 보기 장해물 값

▒ f. 슬로프 레이팅 공식

슬로프 레이팅은 다음의 공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ⅰ) 남자

    슬로프 레이팅 = 5.381 × (보기 레이팅 - USGA 코스 레이팅)

 (ⅱ) 여자

    슬로프 레이팅 = 4.24 × (보기 레이팅 - USGA 코스 레이팅)

일반적인 코스에서 슬로프 레이팅의 평균 난이도는 113입니다. 평균 난이도 113은 보기 레이팅과 

USGA 코스 레이팅의 차이가 남자 21스트로크 여자 26.65스트로크가 날 때 주어집니다(21 곱하

기 5.381은 113; 26.65 곱하기 4.24는 113)

주: 코스 레이팅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USGA 코스 레이팅 시스템 가이드”와 “USGA 코스 레

이팅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매뉴얼은 승인된 골프협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장: 코스 레이팅 시행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모든 코스들은 반드시 승인된 골프협회의 레이팅 팀으로부터 USGA 절차에 따라 레이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인정받은 코스 레이팅 위원회는 개별 레이팅 결과를 반드

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지역에 승인된 골프협회가 2개 이상 겹치면 통합 레이팅 팀

을 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클럽은 절대 자신들의 홈 코스를 레이팅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레이팅을 

시행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KGA 또는 USGA 핸디캡 부서로 즉시 연락하여 지원을 받

아야 합니다. 골프 클럽은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진행된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이 

사용 허가가 있을 때까지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골프협회는 주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코스의 레이팅 값을 관리해야 합니다. 새롭게 

조성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첫 레이팅 시행 후 5년 이내

에 다시 레이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코스는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최소 10년 

주기로 재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코스 레이팅 유효기간 또는 측정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해당 코스는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핸디

캡 산정을 위한 스코어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코스는 반드시 승인된 골프협회와 레

이팅 재시행에 관하여 스케줄을 상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스 레이팅 팀 구성원은 최소 3명 숙련된 레이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레이팅 팀은 클럽 대표, 

가능하면 낮은 핸디캡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또는 클럽의 프로) 직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레이팅

을 시행해야 합니다. 덧붙여 클럽의 직원(또는 클럽의 프로)이 코스의 특이 사항에 대하여 레이팅 

팀에 안내를 해주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팀원은 스크래치와 보기 골퍼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필요 합니다.

팀 구성원 중 1명은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팀장으로 임명되어야 하며 팀장은 USGA에서 시행하

는 코스 레이팅 세미나에 계약 기간 동안 최소 1회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팀원은 레이팅시 각 

홀별 10가지 장해물 값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값 하나를 산출해야 합니

다. 한편 팀장은 팀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레이팅 시작 전후로, 레이팅 값이 올바르게 산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라운드를 해 보

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팀장은 반드시 승인된 골프협회에 측정한 레이팅 양식지를 코스 레이팅 

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정된 날짜 이내에 결과를 

수정하거나 또는 다른 레이팅 팀이 재측정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

원회는 코스에 대한 결과를 취합함으로써 승인된 골프협회는 해당 클럽에 공식 레이팅 수치를 부

여할 수 있습니다. 

 14-1. 승인된 골프협회의 레이팅 시행             

 14-2. 승인된 골프협회의 레이팅 재시행              

 14-3. 코스 레이팅 팀 구성               

 14-4. 골프협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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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보의 보관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의 모든 자료는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향후 레이팅 시행을 위

하여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

코어 카드, 레이팅 팀원 이름, 레이팅 날짜, 날씨 정보 및 관련 자료, 잔디 종류, 러프 높이, 전체 

코스 길이(실제 측정자명 필요), 영구 야데지 마커 유무

▒ b. 모든 레이팅 목록

코스 레이팅 위원회는 승인된 골프협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골프장의 전체 야데지와 USGA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 목록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코스명을 포함한 골프장 레이팅 목록은 승인된 골프협회의 코스 레이팅 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모든 골프장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골프장의 레이팅 목록을 공개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라운드를 할 골퍼가 스코어를 올바르게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 

입니다. 

▒ a. 일시적인 보수

핸디캡 위원회는 일시적인 티 또는 그린 등의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승인된 골프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재정 5-1a/3.) 승인된 골프협회는 이러한 변경된 조건 등이 핸디캡 산정 목적에 맞게 스

코어를 등록해도 괜찮을지 여부 및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코스내의 개보수로 플레이가 불가능 하다는 상

황을 회원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이러한 홀에서 파 플러스 형태로 핸디캡 스트로크가 어떤 골퍼에

게 적용될지 등을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2장.) 

▒ b. 영구적인 변화

핸디캡 위원회는 코스 내 영구적인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승인된 골프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러한 변화는 기존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 값을 다시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제15장: 코스 세팅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골프 코스는 평균적인 코스 상태에서 유효 플레이 길이와 난이도가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즉, 

매홀 공정한 테스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라운드 중에 모든 클럽이 사용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해 거리의 관점에서 코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평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코스 길이를 통해 전

체 난이도가 변한다면 핸디캡 인덱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제13-3a(ⅰ)장.) 즉, 남자기준 22야

드, 여자기준 18야드는 USGA 코스 레이팅에서 0.1 스트로크만큼의 변화가 생깁니다. 핸디캡 위

원회는 코스관리팀 등의 협조를 얻어 코스 전체 길이와 지속적인 난이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

니다. 

티 마커의 위치는 항상 올바르게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코스의 유효 플레이 길이가 

매일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골프 규칙”에서 정의된 “티잉 그라운드”는 세로 길이가 직사각형의 2클럽 길이로 앞과 옆의 경계

는 2개의 티 마커로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티 마커들은 반드시 티잉 그라운드 뒤쪽으로

부터 2클럽 길이만큼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티잉 그라운드의 전체 영역을 표시한 것으로 가운데의 두꺼운 선은 홀이 측

정되는 영구 마커로 부터의 지점을 나타냅니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균형 잡힌 티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일반적인 조건

홀수 홀의 티 마커들을 1/2 앞 편의 A지역(B 또는 C)에 놓습니다; 그리고 짝수 홀의 티 마커들을 

1/2 뒷편의 똑같은 지역에 놓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티 마커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아래에 나

온 별도 특이한 조건 등은 제외하고, 글자간의 중간 지역 등에 홀수나 짝수 홀 모두 같은 지역(같

은 문자)에 티 마커를 놓습니다.

▒ b. 특이한 조건

빠른 코스에서는 티잉 그라운드의 뒷부분을 느린 코스에서는 티잉 그라운드의 앞부분을 사용합니

다. 코스가 딱딱하고 빠를 때에는 티 마커를 1/2 앞 편의 A지역에 1/2 뒷 편의 C지역에 놓습니다. 

코스가 부드럽고 느릴 경우에는 티 마커를 1/2 앞 편의 C지역에 1/2 뒷 편의 A지역에 놓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면, 모든 마커들은 코스의 길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서 

티잉 그라운드 1/2 앞 편 또는 뒷 편에 전부 동일하게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티 마커의 위치 등은 상기 권장사항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4-5. 코스의 보수                 

 15-1. 코스 난이도 유지하기         

 15-2. 올바른 티 마커의 위치       

코스 세팅   제15장제15장   코스 세팅

C B A A B C

1/2 앞편1/2 뒷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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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들이 홀 위치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올바른 홀 위치 선정은 모든 골퍼들에게 공정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홀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ⅰ)  홀이 만들어질 당시의 의도했던 즉 라운드 시 플레이에 미칠 요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퍼팅 그린까지의 샷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해당일 발생 가능한 코스 컨디션(바람이나 

또 다른 자연요소, 플레이 지역의 잔디 종류 그리고 퍼팅 그린의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퍼팅 그린에서 홀과 그린의 앞쪽 또는 옆쪽은 다음 샷을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만약 롱 아이언 또는 우드 샷을 필요로 하는 홀 이거나 짧은 피치 샷을 

필요로 할 경우 홀은 그린에서 깊숙한 쪽이나 옆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홀의 위치는 퍼팅그린의 끝에서부터 최소 4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야 합니다. 만약 끝 쪽에 벙커가 있거나 그린 끝 쪽이 경사져 있다면 피치 샷 이상을 준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간격은 더욱 커져야 합니다. 

     퍼팅 그린을 놓친 샷이 이후에 훌륭한 만회의 샷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

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ⅲ)  홀 주변 2에서 3피트의 반경에는 모든 홀이 가능한 동등한 난이도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

우에도 홀의 위치가 어려운 곳이거나 또는 경사진 곳이어서 볼의 스피드가 생기는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홀에서는 볼이 잘 멈출 수 있는 지점이 좋은 홀 위치입니다. 

 (ⅳ) 잔디의 컨디션을 고려하되 완전히 수리되지 않은 이전 홀 자국은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ⅴ) 홀들은 가능한 한 퍼팅 그린의 경사가 아닌 수직으로 뚫어야 합니다. 

 (ⅵ)  코스 내에서 모든 홀들이 균형 잡힌 위치 즉 앞, 뒤, 좌, 우 그리고 중앙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위치해야 합니다.

 (ⅶ)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코스내의 홀은 균형 잡힌 난이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로크 경

기에서는 첫 라운드의 첫 번째 홀은 마지막 라운드의 마지막 홀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

게 준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균형 잡힌 난이도가 목표임. 코스 마킹 하는데 있어 라운드

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는 관행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입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USGA의 “How to Conduct a Competit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 마커의 위치는 길이와 다양한 홀의 장해물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지속적이면서 공정한 

결과가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장해물들은 제15-1장의 원리 즉 지속적인 난이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관점으로 바

라봐야 하며 이에 따라 레이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USGA의 “How to Conduct a Competit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위원회가 코스를 정확히 마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

습니다.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은 코스가 정확히 마킹되었다는 가정 아래 각 티별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계선, 워터 해저드 그리고 수리지 등이 정확히 코스에 마킹된다면 그 

코스에서는 골프 시즌 동안 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16장: 파 산정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아래 표는 거리에 대한 권장 사항을 표기한 것입니다. 스크래치 골퍼의 유효 플레이 길이가 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제13-3b장 참조) 이 거리들은 임의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코스의 상태 

및 장해물의 난이도 정도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파는 산정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골프협회는 홀별 파 산정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재정 16/1참조)

거리 권장 사항 / 유효 플레이 길이

(재정)제16장: 파 산정                                                                        

 15-3. 홀 위치       15-4. 코스 준비      

 15-5. 코스 마킹      

 16/1. USGA 가이드라인과 다른 파 산정

파 산정   제16장제15장   코스 세팅

파 남자 여자

3 250야드 미만 210야드 미만 

4 251 ~ 470야드 211 ~ 400야드

5 471 ~ 690야드 401 ~ 590야드

6 691야드 이상 591야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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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제16장의 내용과 다르게 파가 산정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 특별

히 장해물 등이 없는 330야드 거리의 홀을 여자 대상 파5로 운영하려 합니다. 

이것은 USGA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한 사항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은 USGA 핸디캡 시스템

을 사용하기 위해서 USGA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거리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A: 네. 만약 서면으로 USGA에 관련 내용을 요청한다면 USGA는 승인된 골프협회에 파 산정을 

위해 해당 골프장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승인된 골프협회가 해당 골

프장의 파 산정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USGA는 골프장에 파 산정 가이드라인을 따라 줄 것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장: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                                                                   

정의

본 문에 나오는 모든 정의된 용어들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제2장에서 알파벳순으로 설명됩

니다.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의 기본 원리 및 목적은 서로 다른 핸디캡을 가진 골퍼들 간에 공평한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함 입니다. 다시 말하면 핸디캡 스트로크는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

니고 동등한 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싱글 또는 포볼매치에서 

핸디캡 스트로크 홀을 통해 핸디캡이 더 높은 골퍼에게 스트로크를 부여함으로써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에 나오는 방식들은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을 위해 권장되는 방법이

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9-3장 참조). 스트로크 할당은 남녀가 홀별로 동등해 

질 수 있는 홀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가 다르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코스를 자세

히 관찰할 때 효율적인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를 기록하기 위한 

난이도는 핸디캡 스트로크 산정의 기준점이 아닙니다(제17-5장 참조).

▒ a. 할당의 기본 원리

스트로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티 마커를 기본으로 하여 할당됩니다.

첫 번째 핸디캡 스트로크는 핸디캡이 높은 골퍼가 전반 9홀에서 1타를 받음으로써 동등하게 플레

이 될 수 있는 홀에 배정하며 두 번째 핸디캡 스트로크도 마찬가지로 전반에 이어 후반 9홀에서 

다시 1타를 받음으로써 동등하게 플레이 될 수 있는 홀에 배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18홀 경

기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핸디캡이 높은 골퍼는 홀이 길수록 1스트로크를 더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 b. 스트로크 배분

 (ⅰ) 홀수 스트로크 / 짝수 스트로크

     일반적으로 홀수 스트로크는 전반 9홀에 그리고 짝수 스트로크는 후반 9홀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 18홀 경기를 진행할 때 핸디캡 스트로크의 동등한 배분을 통하여 더

욱 공정하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 후반 9홀이 전반 9홀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홀수 

스트로크를 후반 9홀에 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ⅱ) 낮은 스트로크의 중요성

     첫 번째 핸디캡 스트로크는 거의 실력이 비슷한 골퍼들끼리 플레이 하는 경기에서 매우 유

용하게 쓰이게 때문에 반드시 할당되어야 합니다(예: 코스 핸디캡 0과 1, 10과 11, 29와 

30을 소유한 골퍼들 간의 경기).

두 번째 핸디캡 스트로크도 실력 차이가 제법 나는 골퍼들끼리 플레이 하는 경우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당되어야 합니다(예: 코스 핸디캡 0과 2, 10과 12, 29와 31을 소유한 골퍼들 간의 경

기). 이러한 절차는 첫 6개 스트로크가 할당될 때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기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마지막 9번 홀에는 낮은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핸디캡을 주고 받아야 하는 홀이 마지막 홀 일 경우, 마지막 홀에서 핸디캡을 주고 

받기 전에 라운드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홀별 서든데스 방식의 연장전이 진행될 경우

를 대비해 낮은 핸디캡 스트로크는 코스의 첫 번째, 두 번째 홀에 배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홀별 스코어를 토대로 핸디캡 스트로크 홀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방법들은 남녀 스코어를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 a. 회귀 방법

모든 코스 핸디캡을 대표하는 최소 400명의 홀별 스코어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큰 스코어를 핸

디캡 스트로크에 할당하는 제17-2b장과 비슷하나 두 집단(그룹 A와 B)의 차이가 큰 코스 핸디캡

을 토대로 평균 스코어를 비교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귀 방법은 모든 스코어를 전체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하여 핸디캡 스트로크를 할당하는데 사용됩니다. 

 단계 1:  같은 티에서 플레이한 동일 성별의 홀별 스코어 400개를 수집하여 개수만큼 나눕니다. 

 단계 2:  모든 홀마다 홀별 코스 핸디캡 및 스코어들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모든 코스 핸디캡의 합 = S1(산출값은 모든 홀들과 같습니다) 

      2) 모든 스코어들의 합 = S2

      3) 각 코스 핸디캡을 제곱한 후 모든 제곱한 값을 더함 = S3

 17-1. 위원회의 재량          

 17-2. 기록에 의한 할당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   제17장제17장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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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9홀 코스          

 17-4. 27홀 코스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   제17장제17장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

        (산출값 역시 모든 홀들과 같습니다) 

      4) 코스 핸디캡의 곱을 각 핸디캡 및 스코어에 대한 값을 곱한 다음 합산 = S4

      5) 개별 산출된 값을 계산 (DF)

         DF = (N × S4) - (S1 × S2)

                              (N × S3) - (S12)

 주: 플러스 코스 핸디캡 상기 방법에서 반드시 마이너스(-)값으로 계산합니다. 

 단계 3:   DF값을 통해 홀별 순위를 매깁니다. DF값이 클수록 핸디캡이 좋고 나쁜 골퍼간 스코

어 차이가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예: DF값이 가장 큰 홀이 핸디캡 스트로크 1번 

홀이 됩니다).

 단계 4: 위원회 재량에 따라 핸디캡 스트로크의 할당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 b. 비교 방법

 (ⅰ)  코스 핸디캡이 8스트로크를 넘지 않는 남자(여자의 경우 코스 핸디캡이 14)골퍼를 그룹A

로 하여 홀별 스코어 200개를 수집합니다. 낮은 핸디캡을 소유한 골퍼의 수가 제한된 클

럽의 경우 200명의 스코어 중 낮은 코스 핸디캡을 보유한 골퍼 약 25퍼센트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스코어는 절대로 형평 타수 조정에 따른 스코어 수정을 하지 않은 스코

어로 사용합니다.

 (ⅱ) 그룹A의 홀별 평균을 구하고 코스 핸디캡 평균을 구합니다. 

 (ⅲ)  높은 핸디캡을 소유한 골퍼의 홀별 스코어 200개를 수집합니다(그룹 B). 그룹B의 코스 핸

디캡은 그룹A에 비해 평균 15에서 20스트로크 정도 높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룹B에

서 남자의 경우 20에서 28, 여자의 경우 26에서 40정도의 코스 핸디캡이 권장됩니다. 이

때 스코어는 절대로 형평 타수 조정에 따른 스코어 수정을 하지 않은 스코어로 사용합니

다.

 (ⅳ) 그룹B의 홀별 평균을 구하고 코스 핸디캡 평균을 구합니다. 

 (ⅴ)  그룹B의 평균 스코어와 그룹A의 평균 스코어를 비교한 차이 값을 각 A,B그룹의 모든 홀

별 평균스코어와 비교하여 홀별 값을 전부 산출합니다. 

 (ⅵ)  그룹A의 스코어 차이와 그룹B의 스코어 차이의 순서를 통해 두 집단 간 차이가 큰 홀부터 

1에서 18까지 나열합니다. 결국 두 집단 간 스코어의 차이가 가장 큰 홀을 첫 번째 홀로 

마찬가지로 스코어의 차이가 가장 작은 홀을 마지막 홀로 배정하면 됩니다.  

 (ⅶ)  제17-1b장에 스트로크 배분 및 아래 주석 1과 2에서 설명한대로 평균 스코어 차이를 기

반으로 일부 핸디캡 스트로크 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1:  경우에 따라 상기 방법을 사용하면 한홀(홀A)이 다른 홀(홀B)보다 먼저 순위가 올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클럽의 위원회는 홀A앞에 홀B가 반드시 순위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럴 경우 위원회는 순위가 정해진 첫 번째 홀의 평균 스코어 차이에서 마지막 순위 홀의 

평균 스코어 차이를 뺀 후 평균 범위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18로 나눕니다. 만약 홀A와 

B의 평균 스코어 차이가 평균보다 크지 않을 경우 홀A앞에 홀B를 순위매기는 방법도 가

능합니다. 

 주2:  워터해저드가 있는 A홀은 핸디캡이 높은 골퍼로 하여금 큰 장해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결국 평균 스코어 차이에 근거하여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핸디캡 스트로크 홀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서로 비슷한 실력을 가진 골퍼들끼리 라운드 할 때 높은 

핸디캡 스트로크 홀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원

회는 해당 홀의 핸디캡 스트로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핸디캡 스트로크 홀을 

할당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기 안내해 드린 정규 18홀 라운드에서 적용된 동일한 방법으로 9홀 코스를 2번 플레이하도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각 9홀당 1번부터 9번까지 할당하면 됩니다. 핸디캡 경기에서 9홀을 2번 혼합하여 사

용한다면 홀수홀로 스트로크를 할당할 곳은 전반 9홀에 배정하면 되고 짝수홀로 스트로크를 할당

할 곳을 후반 9홀에 배정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는 2개의 9홀을 혼합하여 경기를 진행할 경우의 

핸디캡 스트로크를 할당한 예시입니다.

혼합된 경기 방식에서도 남녀 구분하여 9홀의 스트로크를 18홀 스트로크로 할당할 수 있도록 변

환하면 됩니다.  

스트로크 할당의 예

전반 9홀 후반 9홀

홀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9홀 할당 5 4 9 2 8 1 3 7 6 4 9 2 1 3 5 6 8 7

18홀 할당 9 7 17 3 15 1 5 13 11 8 18 4 2 6 10 12 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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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베스트 볼 그리고 스테이블포드 경기 등에서 각 홀의 전체 길이 

즉 파와 관련하여 상대적인 어려움을 기본으로 하여 스트로크 홀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플레이에서 골프 클럽은 스트로크 할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와 관련된 홀 

난이도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만약 골프 클럽이 제17-2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스코어를 기초

한 방법으로 스트로크를 할당한다면 다음에 안내되는 방법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코스의 홀별 

파와 관련한 상대적인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홀별 파와 관련한 기

본 난이도를 만들기 위하여 그룹A와 B골퍼들의 홀별 난이도 평균값을 구합니다.  

전체 그룹 A와 B골퍼들의 홀별 평균 스코어;

평균 스코어의 합계에서 각 홀별 파의 2배수를 뺌;

가장 큰 값부터 작은값 순으로 순위 결정;

홀별 순위를 수정하지 말 것.

스코어에 따른 핸디캡 할당 방법의 예 17-5. 포볼과 베스트볼 스트로크 경기; 스테이블포드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   제17장제17장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

남자 골퍼 예시

그룹A의 평균 코스 핸디캡: 6

그룹B의 평균 코스 핸디캡: 22

평균 범위 = (2.38 - 0.73) / 18 = 0.09

홀
그룹A 

평균 스코어

그룹B 

평균 스코어

평균 

스코어 차이
순위

*제17-1b(ⅰ)장

에 따른 수정

**제17-1b(ⅱ)장 

에 따른 수정

1 4.12 5.25 1.13 10 8 8

2 4.31 5.72 1.41 6 4 4

3 3.35 4.10 0.75 15 14 14

4 5.35 7.45 2.10 2 2 2

5 4.16 4.90 0.74 17 16 16

6 3.90 4.63 0.73 18 18 18

7 3.12 4.05 0.93 12 10 10

8 5.10 6.32 1.22 8 6 6

9 3.95 4.83 0.88 13 12 12

10 4.10 5.15 1.05 11 13 13

11 4.30 5.75 1.45 5 7 7

12 4.25 6.29 2.04 3 3 1

13 3.41 4.80 1.39 7 9 9

14 4.95 5.75 0.80 14 15 15

15 4.28 5.50 1.22 9 11 11

16 3.25 4.00 0.75 16 17 17

17 5.21 7.05 1.84 4 5 3

18 4.45 6.83 2.38 1 1 5

* 전반 9홀에 비해 후반 9홀이 훨씬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홀수 스트로크를 후반 9홀에 배정

** 18번 홀은 제17-1b(ⅱ)장에 의거하여 핸디캡 스트로크 홀 1번 대신 5번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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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관련하여 난이도에 따른 핸디캡 할당의 예 제4부 부록

부록 A: 길이가 짧은 코스의 USGA 핸디캡 산정 절차                                          

USGA 서비스마크가 표시된 짧은 코스의 핸디캡(짧은 코스용)은 짧은 코스에서 골퍼의 잠재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예, 짧은 골프 코스는 일반적으로 18홀 기준 3,000야드 미만이거나 

9홀 기준 1,500야드 이하). 잠재적인 능력은 골퍼의 최고 스코어를 통해 측정되고 홀 개수로 표현

됩니다. 이러한 코스에서 기록된 스코어는 매 스코어마다 짧은 코스의 핸디캡 디프렌셜을 통해 계

산되어 표현됩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하는 골프 클럽은 짧은 코스의 핸디캡을 발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

차를 따릅니다.  

 (ⅰ)  짧은 코스의 핸디캡은 18홀 기준 3,000야드 이하의 코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러한 코스에서는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ⅱ) 짧은 코스의 핸디캡은 발급한 골프코스 외에 다른 코스에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ⅲ)  해당 골프 클럽은 “USGA 코스 레이팅 시스템” 제18장을 근거하여 승인된 골프협회의 기

준에 따라 레이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USGA 짧은 코스 레이팅 절차);

    주:  상기와 같은 짧은 코스의 핸디캡은 “핸디캡 인덱스”로 표현할 수 없으며 반드시 “SL”

을 표기함으로써 짧은 코스의 핸디캡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a. 짧은 코스의 핸디캡 결정 방법

짧은 코스의 핸디캡 디프렌셜은 골퍼의 조정된 그로스 스코어와 USGA 짧은 코스 레이팅의 차이 

값으로 결정됩니다. 짧은 코스의 핸디캡 디프렌셜은 소수점 1자리까지 표현합니다.

주: 짧은 코스의 스코어는 모두 수정된 스코어의 대상이 됩니다(수정된 스코어의 정의 참조). 그

러나 형평 타수 조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ⅰ) 플러스 디프렌셜

     수정된 스코어가 USGA 짧은 코스 레이팅 값보다 높을 경우, 짧은 코스의 핸디캡 값은 플

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USGA 짧은 코스 레이팅 51.2 값을 가진 코스를 예시로 

디프렌셜 값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1. 짧은 코스에 적용되는 핸디캡 산정 절차   

 A-2. USGA 짧은 코스의 핸디캡 공식   

길이가 짧은 코스의 USGA 핸디캡 산정 절차   부록 A제17장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

남자 예시

홀 파
그룹A 

평균 스코어

그룹B 

평균 스코어
A+B (A+B)-(파×2) 순위

1 5 5.25 6.52 11.77 1.77 10

2 3 3.46 3.96 7.42 1.42 14/15

3 4 4.76 5.57 10.33 2.33 4

4 4 4.69 5.89 10.58 2.58 2

5 4 4.50 5.56 10.06 2.06 6

6 5 5.28 6.61 11.89 1.89 7

7 4 3.96 4.74 8.70 0.70 18

8 3 3.38 4.04 7.42 1.42 14/15

9 4 4.22 5.06 9.28 1.28 16

10 5 5.21 6.53 11.74 1.74 11

11 3 3.50 4.13 7.63 1.63 12

12 4 4.70 5.84 10.54 2.54 3

13 4 4.77 6.24 11.01 3.00 1

14 4 4.62 5.51 10.13 2.13 5

15 5 5.34 6.46 11.80 1.80 9

16 4 4.33 4.93 9.26 1.26 17

17 3 3.54 4.30 7.84 1.84 8

18 4 4.37 5.11 9.48 1.4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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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짧은 코스의 USGA 핸디캡 산정 절차   부록 A부록 A   길이가 짧은 코스의 USGA 핸디캡 산정 절차

                   수정된 스코어:   64

    USGA Short 코스 레이팅:  - 51.2

짧은 코스의 핸디캡 디프렌셜:   12.8

 (ⅱ) 마이너스 디프렌셜

     수정된 스코어가 USGA 짧은 코스 레이팅 값보다 작을때 짧은 코스의 핸디캡의 값은 마

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USGA 짧은 코스 레이팅 51.2값을 가진 코스를 예시로 

디프렌셜 값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된 스코어:   50

      USGA 짧은 코스 레이팅: - 51.2

짧은 코스의 핸디캡 디프렌셜: - 1.2

▒ b. 짧은 코스의 핸디캡의 계산

짧은 코스의 핸디캡 계산 공식은 골퍼의 기록된 스코어의 짧은 코스의 핸디캡 디프렌셜을 기초로 

합니다. 만약 골퍼의 기록된 스코어가 20개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최근 20개 중 좋은 10개의 짧은 

코스의 핸디캡 디프렌셜이 핸디캡 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록된 스코어의 사용 개

수가 적어질수록 정확도는 낮아집니다. 만약 기록된 스코어가 9 내지 10개라면 기록된 스코어 중 

오직 좋은 3개의 스코어(약 30에서 33퍼센트)만 핸디캡 산정에 사용됩니다. 즉, 짧은 코스의 핸디

캡의 정확도는 산정 가능한 스코어의 개수에 있습니다. 짧은 코스의 핸디캡은 만약 스코어가 5개 

미만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절대 발급될 수 없습니다. 한편 짧은 코스의 핸디캡은 홀 개수로 표현

됩니다(예, 10SL).

예1: 다음의 표는 골퍼의 20개의 기록된 스코어 예시이며 다음 방법을 통해 승인된 골프협회 또

는 골프 클럽에서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0개의 짧은 코스의 핸디캡 디프렌셜 합계:  89.4

                                 평균(89.4 / 10):  8.94

                  짧은 코스의 핸디캡(반올림):  9SL*

예2: 아래 절차는 골퍼의 스코어가 20개 미만일 경우 어떻게 짧은 코스의 핸디캡을 계산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11개 가능할 경우).

 (ⅰ) 짧은 코스의 핸디캡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접수 가능한 스코어의 사용 개수를 결정합니다. 

 (ⅱ) 짧은 코스의 핸디캡 디프렌셜을 결정합니다. 

날짜 USGA 수정된 스코어 USGA Short 코스 레이팅 핸디캡 디프렌셜

2016.12.21 65 51.2 13.8

2016.12.12 *58 51.2 6.8

2016.11.10 *66 53.6 12.4

2016.11.20 *63 51.2 11.8

2015.11.18 68 53.6 14.4

2015.11.17 65 51.2 13.8

2015.11.16 *58 51.2 6.8

2015.10.12 *63 51.2 11.8

2014.10.10 68 53.6 14.4

2014.09.08 *60 53.6 6.4

2014.09.04 *59 51.2 7.8

2014.09.01 65 51.2 13.8

2014.08.24 *61 53.6 7.4

2014.08.16 67 53.6 13.4

2014.08.12 68 53.6 14.4

2014.08.02 65 51.2 13.8

2014.07.14 68 53.6 14.4

2014.07.05 65 51.2 13.8

2014.07.04 *63 51.2 11.8

2017.07.01 *60 53.6 6.4

* 10개의 낮은 핸디캡 디프렌셜 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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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짧은 코스의 핸디캡 디프렌셜의 평균을 구합니다. 

 (ⅳ) 디프렌셜의 값을 0.5 이상일 경우 반올림 합니다. 

4개의 짧은 코스의 핸디캡 디프렌셜 합계:  44.3

                                 평균(44.3 / 4):  11.075

                 짧은 코스의 핸디캡(반올림):  11SL*

주: 짧은 코스의 핸디캡은 홀 개수로 표현되며 핸디캡 인덱스와 같이 소수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

다. 짧은 코스의 핸디캡은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발급한 골프 클럽 외에는 유효하지 않습

니다. 

부록 B: 제8-4c장 적용을 위한 예시                                                                 

(클럽 안내 게시판)

(날짜)

(회원 이름)님께,

기록된 스코어를 확인해 본 결과, (클럽 이름) 핸디캡 위원회는 (회원 이름)님의 현재 가지고 있는 

핸디캡 인덱스가 잠재적인 실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우리는 (기

량 향상, 다수의 어웨이 스코어, 최근 입은 부상, 스코어 미등록, 잘못된 스코어 등록)등의 원인에 

따라 현재의 핸디캡 인덱스가 부정확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 핸디캡 위원회는 “USGA 핸디캡 시스템” 제8-4c장을 바탕으로 (회원 이름)

님의 핸디캡 인덱스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변경될 핸디캡 인덱스는 (예: 7.6M)으로 조정

될 예정입니다. 변경 값이 유효화 되기 전에 (회원 이름)님의 의견을 직접 또는 서면으로 핸디캡 

위원회에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의견 제시를 핸디캡 위원회에 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조정될 값이 유효

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정될 핸디캡은 (날짜)부터 유효값이 될 것입니다. 

핸디캡 위원회는 제10-2장에 의거하여 (회원 이름)님의 핸디캡 인덱스가 일반적인 핸디캡 산정 

과정에 따라 원래대로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판단되면 그 즉시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USGA 핸디캡 시스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스코어 등록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핸디캡 위원회 위원장 

제8-4c장 적용을 위한 예시   부록 B부록 A   길이가 짧은 코스의 USGA 핸디캡 산정 절차

접수 가능한 스코어 개수 사용될 디프렌셜 수

5 또는 6 가장 낮은 값 1개

7 또는 8 가장 낮은 값 2개

9 또는 10 가장 낮은 값 3개

11 또는 12 가장 낮은 값 4개

13 또는 14 가장 낮은 값 5개

15 또는 16 가장 낮은 값 6개

17 가장 낮은 값 7개

18 가장 낮은 값 8개

19 가장 낮은 값 9개

20 가장 낮은 값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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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주니어 파                                                                              

주니어 파는 다양한 수준의 주니어 골퍼를 위해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니어 파는 현실적인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파를 기록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니어 골퍼들이 향

상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니어들을 위한 핸디캡 인덱스는 제10장에 나온 공식

을 토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핸디캡 인덱스는 플레이할 코스의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 가능합니다. 

주니어 파를 사용할 때, 골퍼들은 초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초급은 코스 핸디캡이 

41이거나 그 이상; 중급의 경우 코스 핸디캡이 25에서 40; 그리고 상급 주니어 골퍼의 경우 코스 

핸디캡이 25이하입니다(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을 활용하여 주니어를 대상으로 한 

코스 핸디캡은 일반적으로 Forward티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됩니다.)

골프 클럽은 핸디캡 인덱스가 없는 주니어 골퍼를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어떤 골프 클럽은 초급자들을 목표 스코어에 도달할 때까지 오직 3~6개 홀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점차적으로 9홀로 늘리고 최종적으로 18홀 플레이를 할 수 있도

록 합니다. 이런 클럽은 결국 3~6개 홀만 플레이할 수 있는 골퍼를 초급자로 구분하고 9~18홀까지 

플레이 하되 코스 핸디캡이 24보다 좋아지는 경우에 한해 중급자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홀이던 간에 주니어 파는 주니어 골퍼의 능력과 Forward티로부터 측정된 홀의 거리를 기준

으로 설정됩니다. 다음의 표는 주니어 파가 남녀 간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줍니다. 

개별 주니어 골퍼는 제4장에 따라 홀 스코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니어 골퍼들은 제5-2장의 

올바른 USGA 코스 레이팅과 슬로프 레이팅에 따라 스코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C-1. 주니어 골퍼의 실력별 구분

 C-2. 주니어 파 수립 

 C-3. 주니어 스코어 카드    

 C-4. 주니어 파를 통한 스코어 등록 방법    

주니어 파   부록 C부록 C   주니어 파

앞 티

주니어 파

스트로크할당 ± 홀 ±남자 여자

초급 중급 초급 중급

333 6 5 7 5 7 1

125 4 3 4 3 17 2

442 8 6 9 6 1 3

360 7 5 7 6 11 4

167 4 4 5 4 15 5

326 6 5 7 5 13 6

358 7 5 7 6 9 7

406 7 6 8 6 5 8

496 8 6 9 7 3 9

3013 57 45 63 48 아웃

361 7 5 7 6 10 10

496 8 6 9 7 2 11

318 6 5 7 5 12 12

282 6 5 6 5 14 13

123 4 3 4 3 18 14

359 7 5 7 6 8 15

168 4 4 5 4 16 16

443 8 6 9 6 4 17

385 7 5 8 6 6 18

2935 57 44 62 48 인

5948 114 89 125 96 합계

낮은 핸디캡

네트 핸디캡

기록자 확인자 날짜

여자

주니어 파의 홀 길이(야드)

3 4 5 6 7 8 9

초급 90이하 91~160 161~230 231~300 301~370 371~440 441+

중급 140이하 141~250 251~355 356~470 471+ - -

상급 성인 파와 동일

예: 초급 여자의 경우 150야드가 파4. 중급 여자의 경우 400야드가 파6.

남자

홀 길이(주니어 파, 야드)

3 4 5 6 7 8 9

초급 100이하 101~180 181~260 261~340 341~420 421~500 501+

중급 150이하 151~270 271~390 391~510 511+ - -

상급 성인 파와 동일

예: 초급 남자의 경우 150야드가 파4. 중급 남자의 경우 400야드가 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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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제3-5장과 제9-3c장의 설명을 위한 예시(다른 티에서의 경기)                              

(클럽 안내 게시판)

(날짜)

(회원 이름)님께,

본 편지는 USGA 코스 레이팅이 다른 값(티)에서 플레이할 때 같이 라운드 할 골퍼들끼리 어떤 절

차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은 핸디캡 인덱스를 토대로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계산된 코스 

핸디캡을 가지고 라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골퍼들 간 서로 다른 티 즉, USGA 코스 

레이팅 값이 다른 곳에서 플레이할 때에는 난이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레이팅이 높은 티에

서 플레이한 골퍼의 코스 핸디캡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골퍼들 간 USGA 코스 레이팅 값의 차이가 있다면 계산의 기준점이 바뀌어야 하며 공평한 라운드

를 위해 차이 값이 적용되어야 합니다.(“USGA 핸디캡 시스템”내의 제3-5장 예 참조.)

차이에 대한 조정은 두 가지 선택 사항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USGA 코스 레이팅 

값이 높은 티에서 플레이 할 골퍼에게 차이 값이 더해지는 경우 두 번째는 반대로 낮은 티에서 플

레이 할 골퍼에게 차이 값을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재정 3-5/1 추가 사항 확인.)

중요한 것은 상기 조정은 골퍼들 간 대결을 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핸디캡 인덱스는 기본

적인 계산에 의한 숫자일 뿐이며 특정티에 대한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코스 핸디캡만이 골퍼에게 

특정티에서 USGA 코스 레이팅을 기준으로 필요로 할 스트로크 개수를 산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핸디캡 인덱스는 단지 수학적인 방법으로 잠재적인 능력을 반영한 것일 뿐 실제 골퍼들 간에 

플레이할 티를 통해 코스 핸디캡으로 변환을 해야 하며 서로 다른 티에서 플레이할 경우에 공정한 

라운드 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티에서 플레이할 때 “USGA 핸디캡 시스템”의 제3-5장을 적용되지 않을 경우는 골프

규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재정 

3-5/2 참조).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실 경우 USGA 코스 레이팅 값이 다른 티에서 플레이할 경우에 대한 매뉴얼 

및USGA 웹사이트 www.usga.org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핸디캡 위원회 위원장 

부록 E: 스코어 빈도와 확률 표                                                                  

* 네트 핸디캡 디프렌셜은 특정 스코어에 골퍼의 핸디캡 인덱스를 뺀 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스코어가 핸디캡 디프렌셜에 비해 낮을 경우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상기 표의 값은 주어진 네트 핸디캡 디프렌셜을 기록하는데 걸리는 평균 라운드 개수를 나타내며 

왼쪽 열의 값보다 같거나 좋은 값입니다.

예: 핸디캡 인덱스 10.5인 골퍼가 USGA 코스 레이팅 70.2, 슬로프 레이팅 126인 티에서 플레이 

했을 때 기록한 스코어가 7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4 - 70.2) = 3.8× 113 / 126 =     3.4 핸디캡 디프렌셜

                          3.4 - 10.5 =     -7.1 네트 핸디캡 디프렌셜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골퍼의 핸디캡 범위 10.0에서 14.9와 같거나 좋은 네트 핸디캡 디프렌

셜을 갖기 위해서는 평균 535번의 라운드를 해야 합니다. 확률은 1을 표의 값에서 나눈 값으로 결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골프의 발생 확률은 535번의 라운드 중 1회 입니다. 

주: 상기 표는 7천300백만의 핸디캡 인덱스를 가진 골퍼의 등록된 스코어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습

니다.

스코어 빈도와 확률표   부록 E부록 D   제3-5장과 제9-3c장의 설명을 위한 예시(다른 티에서의 경기)

핸디캡 인덱스 범위

네트 핸디캡 디프렌셜 0.0이하 0.0~4.9 5.0~9.9 10.0~14.9 15.9~19.9 20.0~24.9 25.0~29.9 30이상

3.0 1.7 1.6 1.6 1.8 1.9 2.2 2.6 2.8

2.0 2.1 2.0 2.0 2.2 2.5 2.9 3.4 3.6

1.0 3.0 2.7 2.8 3.1 3.5 4.1 4.8 4.9

0.0 4.8 4.3 4.3 4.7 5.2 6.2 7.1 6.8

-1.0 8.8 7.6 7.2 7.6 8.3 9.7 11 9.8

-2.0 19 15 13 13 14 16 17 15

-3.0 45 33 26 24 25 27 29 22

-4.0 134 81 56 48 47 48 49 34

-5.0 502 222 128 102 92 89 84 53

-6.0 2134 709 320 227 190 167 150 85

-7.0 9216 2837 846 535 389 312 269 133

-8.0 8795 2200 1251 803 591 479 209

-9.0 24723 5825 2995 1674 1130 810 325

-10.0

범주 밖

16012 7110 3483 1950 1326 486

-11.0 36884 13532 7332 3408 2047 722

-12.0 46328 14429 4994 316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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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골프 클럽을 위한 USGA 핸디캡 시스템 계약 프로그램                                     

모든 클럽은 핸디캡 시스템 사용을 위한 골프 클럽이 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승인된 골프협회에 

반드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USGA 웹사이트 www.usga.org 참조 또는 USGA 핸디

캡 부서 908-234-2300으로 문의 /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골프협회로 문의). 단지 골프 클럽만을 

형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승인된 골프협회의 회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클럽이 회원(회원

사 골프장)이 되기 위해서 승인된 골프협회는 계약 절차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 골프 클럽에 관

할지역의 활동 시즌과 비활동 시즌을 안내해야 합니다. 

골프 클럽은 최소 10명의 개인 회원들이* 모임으로써 구성됩니다. 또한 골프 클럽은 위원회(핸디

캡 위원회)가 골프 활동을 감독하고 동반 골퍼의 평가를 제공해야 하며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잘 

지킬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골프 클럽확인사항, 제8-2m장과 재정 2/7 참조). 골프 클럽은 

반드시 USGA와 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대한골프

협회와 계약 체결 필요). 이를 위해 골프 클럽은 USGA와 직접적인 계약 또는 USGA와 계약된 승

인된 골프협회를 통하여 핸디캡에 관련한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 클럽의 회원들은 함께 플레이해 볼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반

드시 스코어 카드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스코어는 동반 골퍼와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를 포

함한 다른 사람의 관찰 및 평가 아래 기록해야 합니다.    

골프 클럽의 형태는 다음의 3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됩니다. 

골프 클럽(1): 회원들은 USGA 코스 레이팅 및 슬로프 레이팅이 시행된 골프코스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클럽 행사(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기록된 스코어를 확인 할 수 있는 게시판이 클럽 내

부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형태; 또는  

골프 클럽(2): 회원들은 골프 클럽을 만들기 전에 사업이나 혈연, 지연 또는 사회 조직 등을 통하

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형태; 또는

골프 클럽(3): 회원들은 서로 간의 어떠한 관계도 없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수의 요청

에 따라 클럽을 구성하는 형태(예: 신문, 인터넷을 통한 회원 모집).  

*주: USGA 핸디캡 시스템에 나온 회원의 의미는 ‘핸디캡을 산정할 목적으로 골프 클럽과 계약을 

맺는 자’로 정의됩니다. 

계약된 골프 클럽은 USGA의 회계감사의 대상이 됩니다.(미국만 해당) 골프 클럽이 회계감사 대

상자로 선정되면 승인된 골프협회는 선정된 클럽을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 대상인 골프 클럽은 승

인된 골프협회의 회원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사 프로그램에 관련한 기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록 G: 골프 클럽 감사 절차                                                                    

USGA는 골프 클럽을 대상으로 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된 골프 클럽은 규정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USGA의 감사 대상이 됩니다.

USGA와 계약된 골프 클럽은 USGA에 서면으로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즉시 감

사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감사 대상인 골프 클럽이 감사 절차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USGA에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골프 클럽은 문제점에 대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보

완 제출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경우 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 제한은 물론 USGA 웹사

이트 상 게시된 회원골프 클럽의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USGA는 승인된 골프협회에 클럽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골

프 클럽이 승인된 골프협회 또는 USGA 두 단체의 준수 요청사항을 모두 거절한다면 USGA는 서

면으로 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 권한 박탈 및 USGA 로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 클럽의 목록에서 제외된 골프 클럽은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절대 사용할 수 없습

니다. 그리고 USGA는 관련 시스템의 법적 소유자로써 클럽의 모든 관련활동을 취소시킬 수 있습

니다.

만약 골프 클럽이 이러한 초기 결정에 불복한다면, USGA 핸디캡 부서에 서면으로 초기 USGA 핸

디캡 시스템 사용 불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재심의 요청이 받아

들여진다면 진행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표자는 관련 내용을 추가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에 따라 USGA 핸디캡 위원회는 해당 이슈와 연관된 직원들과 함께 골프 클럽의 관련 정보를 토

대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권한을 잃은 골프 클럽은 복권을 신청하고 사용 계약 신청서를 다시 제

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받는 즉시 USGA는 심사를 위해 복원을 위한 필수 이행 조건

의 요구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USGA는 골프 클럽 및 클럽의 박

탈 내용을 통보받은 모든 관련자에게 다시 클럽이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이 복권되

었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된 골프 클럽은 향후 2년간 추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화 절차    

 재심의 요청   

 복권 정책과 절차

골프 클럽 감사 절차   부록 G부록 F   골프 클럽을 위한 USGA 핸디캡 시스템 계약 프로그램



125 124

부록 H: 가장 향상된 골퍼를 결정하는 방법                                                      

USGA는 골프 클럽에서 매년 말 가장 기량이 발전한 골퍼를 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권장합

니다;

골퍼의 시즌 시작 시 핸디캡 인덱스에 12*를 더합니다. 이 값이 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골퍼의 시즌 종료 시 핸디캡 인덱스에 12* 더합니다. 이 값이 B가 됩니다.

다음에 A값을 B로 나눈 후 소수 셋째자리까지 구합니다. 이 값이 기량 발전된 값입니다. 결국 이 

값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진 골퍼가 가장 기량이 발전한 골퍼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시즌 시작 시 핸디캡 인덱스:   22.6

시즌 종료 시 핸디캡 인덱스:   17.4

                                 A:   22.6 + 12 = 34.6

                                 B:   17.4 + 12 = 29.4

                            A / B:   34.6 / 29.4 = 1.177

                   기량 발전 값:   1.177

상기 방법을 기량이 발전한 모든 골퍼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값이 가장 높은 골퍼가 그 해 기

량이 가장 많이 발전한 골퍼가 되는 것입니다.

주: 만약 9홀 핸디캡 인덱스(N)값을 가질 경우 12대신 6*을 더합니다. 

* 숫자 6과 12는 전체 핸디캡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골퍼들의 기량 향상을 측정할 경우 적절한 

값으로써 USGA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핸디캡 인덱스가 20.0에서 10.0으로 향상될 경

우 기량 발전 값은 1.454로 핸디캡 인덱스가 5.0이 스크래치 또는 0로 향상되는데 기량 발전 값 

1.416과 상대적으로 동일한 값입니다. 그러나 핸디캡 인덱스 변화 “10”과 “5”는 분명한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핸디캡 인덱스에서 실제 변동을 보기 보다는 숫자 6과 12를 통

해 골퍼의 기량 발전 수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부록 H   가장 향상된 골퍼를 결정하는 방법

USGA 핸디캡 시스템 찾아보기(알파벳 순서)

                                                                         장                페이지

스코어 접근성(Acceptability of Scores) - 스코어; 사용 가능한

활동 시즌(Active Season)  8-3a   51

 정의    2     4

수정된 스코어(Adjusted Gross Score)  5-2a(ⅴ)     29

 정의   2    4

 조정된 핸디캡 인덱스 - 핸디캡 인덱스 조정 참조

홀 스코어 조정(Adjusting Hole Scores)  4     24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에 따른 핸디캡 인덱스 조정(Adjustment of Handicap Index for Exceptional 

Tournament Scores) - 핸디캡 인덱스 조정 참조

핸디캡 스트로크 할당(Allocation of Handicap Strokes)  17     106

 비교 방법에 따른 할당   17-2b     108

 회귀 방법에 따른 할당   17-2a    107

 할당의 기본 원리    17-1a    106

 파를 기록하기 위한 난이도    17-1     106

 위원회의 권한  17-1    106

 스트로크 배분    17-1b     106

 포볼과 베스트 볼 스트로크 플레이    17-5    110

 핸디캡 스트로크 홀(정의)    2     7

 낮은 스트로크의 중요성     17-1b(ⅱ)    107

 9홀 코스    17-3    109

 홀수 스트로크 / 짝수 스트로크    17-1b(ⅰ)   106

 스테이블포드   17-5    110 

 27홀 코스   17-4    109

해발고도(Altitude Above Sea Level)   13-3b(ⅴ)    98

스트로크의 할당(Assignment of Stokes)  9-3    58  

협회 기록(Association Records) - 골프협회 참조

승인된 골프협회(Authorized Golf Association)  1-2   2

 정의   2    4

어웨이 스코어(Away Scores)   5-1b   28

                                                                     재정 5-1b/1     35

하나 이상의 클럽에 속한 경우(Belonging to More Than One Club) - 스코어 기록 참조

남자와 여자의 보기 레이팅(Bogey Course Rating for Men and Women) 13-3e(ⅱ)   100

보기 골퍼 (정의 참조)(Bogey Golfer)  2    5

보기 레이팅 (정의 참조)(Bogey Rating)  2    5

남자 보기 골퍼의 야데지 레이팅(Bogey Yardage Rating for Men)  13-3d(ⅱ)    99

여자 보기 골퍼의 야데지 레이팅(Bogey Yardage Rating for Women)  13-3d(ⅳ)   99

보너스 점수(Bonus for Excellence)  10-2    79

골프 클럽 변경(Changing Golf Clubs)  6-6    40

클럽 계약(Club Licensing) - 골프 클럽을 위한 USGA 핸디캡 시스템 계약 프로그램 참조

골프 클럽 확인 사항(Compliance Checklist)  8-2m   50

컴퓨터 전산 서비스(Computation Service)  6-4; 6-5; 8-2g    40;48

컨시드 받은 스트로크(Conceded Strokes)   4-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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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팅 조건(Conditions for Rating) - USGA 코스 레이팅 참조

USGA 핸디캡 시스템  조정(Controls in the USGA Handicap System)

 형평 타수 조정   11-5   92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   11-6   92

 20개 미만의 스코어   11-4    92

 골프 클럽의 핸디캡 위원회   11-1   91

 핸디캡 인덱스의 조정과 취소   11-7    92

 계약 조건   11-10    92

 동반 골퍼의 평가   11-2    91

 페널티 스코어   11-8   92

 승인된 골프협회로부터 인정받은 레이팅   11-9    92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에 따른 핸디캡 인덱스 조정  11-6    92

 KGA, USGA 핸디캡 부서   11-11   93

 나쁜 10개의 핸디캡 디프렌셜 삭제   11-3    91

코스 핸디캡(Course Handicap)  3-3; 10-4    16;85

 정의   2    5

 플러스 코스 핸디캡(코스 핸디캡 정의 참조)   2   9

코스 핸디캡 표(Course Handicap Table) 3-3    18

 코스 레이팅 - USGA 코스 레이팅 참조

 코스 레이팅 공식  13-3e   100

 정의   2    5

코스 세팅(Course Set-Up)   15    102

 올바른 티 마커의 위치   15-2   103

 홀 위치   15-3    103

 코스 난이도 유지하기   15-1   102

 코스 마킹   15-5    105

 코스 준비  15-4    105

다른 티에서의 플레이(Different Tees: Competing From) - 핸디캡 경기, 제3-5장 참조

디프렌셜(Differential)- 핸디캡 디프렌셜 참조

실격(Disqualification)  5-1d   28

도그렉/강제 레이업(Dogleg/Forced Lay up)  13-3b(ⅲ)   98

유효 플레이 길이(Effective Playing Length) - USGA 코스 레이팅 참조

고도(Elevation)  13-3b(ⅱ)    98

유효 대회 스코어(정의 참조)(Eligible Tournament Score)   2    5

핸디캡 경기의 자격(Eligibility of Handicap for Competitions) - 핸디캡 경기 참조

핸디캡 인덱스 만들기(Establishing a Handicap Index)  3-1   16

형평 타수 조정(Equitable Stroke Control)   4-3   25

 정의    2    5

 9홀 형평 타수 조정   10-5c   88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Exceptional Tournament Scores) - 핸디캡 인덱스 조정 참조

골프협회(Golf Association)

 활동 시즌   6-2; 8-3a  39;51

   장                 페이지

 같은 지역 내 활동 시즌과 비활동 시즌의 설정  재정 6-2/1   41

 골프협회 기록   14-4    101

 정보의 보관   14-4a    101

 모든 레이팅 목록  14-4b    101

 승인된 골프협회   1-2;2    2;4

 기록과 계산의 정확성   8-2j    49

 정의  2    6

 핸디캡 카드  6-4    40

 핸디캡 컴퓨터 전산 서비스   6-4; 8-2g    40;48

 핸디캡 갱신  8-3   51

 갱신 횟수  8-3a   51

 비활동 시즌  6-2; 8-3a    39;51

 코스 레이팅 시행   14    100

 코스 레이팅 표 공지   8-2d    47

 계약 필수요건  1-2    2

 코스의 보수   14-5   102

 코스를 레이팅  14-1    100

 모든 레이팅 목록   14-4b    101

 탈회한 회원의 스코어 기록   6-7   41

 레이팅 재시행   14-2   101

 레이팅을 관리   14-2    101

 갱신일   8-3a   51

 비활동 시즌에 작성된 기록  8-3b    51

 갱신일 이전에 기록한 스코어의 늦은 등록  재정 5-2a/2    36

 미국골프협회의 상표 및 서비스마크  1-2   2

 사용 허가의 서면 제출   1-2    2

골프 클럽(Golf Club) 

 정의  2; 재정 2/1    6;12

 골프 클럽 감사 절차   부록 G    123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골프 클럽  재정 2/5    13

 USGA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골프 클럽  재정 1-2/2    4

 연습장에서 발행된 클럽 회원의 핸디캡 인덱스  재정 2/4    12

 USGA 핸디캡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 클럽의 정책들  재정 1-2/1   3

 그로스 스코어(Gross Score)

 정의   2   6

핸디캡(Handicap) -  USGA 핸디캡 인덱스 또는 코스 핸디캡 참조

핸디캡 허용 비율(Handicap Allowances) - 핸디캡 경기 참조

핸디캡 카드(Handicap Cards)  6-4; 8-2k    40;49

핸디캡 위원장(Handicap Chairperson)  8-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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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티에서 경기   9-3c;    59

   재정 3-5/1; 재정 3-5/2   22; 23

형태;

 베스트 포볼 매치 대 파 또는 보기    9-4a(ⅵ)    63

 베스트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9-4b(ⅳ)    66

 Chapman 또는 Pinehurst 매치 플레이  9-4a(ⅸ)    64

 Chapman 또는 Pinehurst 스트로크 플레이   9-4b(ⅶ)    67

 포볼 매치 플레이  9-4a(ⅲ)    62

만약 한명의 골퍼가 포볼 매치에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재정 9-4a/2    76

플러스 핸디캡을 가진 골퍼가 포함된 포볼 매치  재정 9-3a/2     75

포볼 매치 플레이 대 파 또는 보기  9-4a(ⅳ)    62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9-4b(ⅱ)   65

파트너가 플러스 핸디캡인 경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재정 9-3a/3   75

포섬 매치 플레이    9-4a(ⅶ)    63

포섬 배치 플레이 대 파 또는 보기   9-4a(ⅷ)   64

포섬 스트로크 플레이  9-4b(ⅵ)   67

플러스 핸디캡 골퍼가 참여한 포섬 스트로크 플레이  재정 9-4b/1   77

핸디캡 허용 비율  9-4   60

위원회에 의해 조정된 핸디캡 인덱스    9-1b    57

18번째 스트로크 홀    9-3b    58

핸디캡 인덱스 활용   9-2    57

 대회 시작 시   9-2a   57

 대회 진행 중의 변경    9-2b  57

대회참가를 위한 핸디캡 획득   9-1    57

 핸디캡 제출 시 유효 기간   9-1a    57

 유효한 핸디캡 인덱스  9-1   57

 지역 스코어를 통한 핸디캡 인덱스 사용  재정 9-1/1   74

 10개 미만의 스코어  재정 9-1/2    74

플레이가 중지된 경우와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핸디캡 인덱스 수정  재정 9-2b/1    75

개인 스트로크 플레이   9-4b(ⅰ)   65

매치 플레이   9-4a    61

 남자와 여자가 파가 다를 경우의 결과  재정 9-4a/3   76

 핸디캡 인덱스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9-2c    57

 한명의 골퍼가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재정 9-4a/2    76

 골퍼가 18홀 핸디캡 인덱스와 9홀 핸디캡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재정 3-2/2    22

   장                 페이지

핸디캡 위원회(Handicap Committee)   8    46

 위원장   8-1    46

 클럽의 핸디캡 카드  8-2k   49

 핸디캡 위원회의 보상  재정 8-1/1.5   54

 골프 클럽 확인 사항  8-2m    50

 클럽의 회원  2   7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   8-2l    49

 기록과 계산의 정확성  8-2j   49

 정의   2    7

 USGA 레이팅 값을 클럽 내에 게시   8-2b   47

 USGA 레이팅 값을 코스 내에 게시   8-2c   47

 의무와 책임  8-2    46

 직원의 핸디캡 위원회 활동   2   7

 대회 결과 검토   8-2f   48

 핸디캡 인덱스 조정(핸디캡 인덱스 조정 참조)

 핸디캡 갱신   8-3   51

  레이팅 재시행    14-2   101

  비활동 시즌에 작성된 기록   8-3b   51

  갱신일 이전에 기록한 스코어의 늦은 등록  재정 5-2a/2   37

  수정된 핸디캡 인덱스가 언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재정 8-3a/1   55

 특정 스트로크 수에 대한 핸디캡 증가 제한  재정 8-4a/1    55

 골퍼의 기록 관리   8-2g    48

 회원(핸디캡 위원회 정의 참조)  2   7

 새로운 회원의 기록   8-2h   48

 회원들에게 공지  8-2a   46

 일정 기간 동안 골프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한 골퍼  재정 6-1/1    41 

 정책  8-2a   46

 코스 핸디캡 표 공지   8-2d    47

 골퍼의 허가 없이 스코어 등록   5-2f   31

 기록 포함 내용    5-2a    29

 규정 준수를 위한 요건  8-2m   49

 스코어 카드 제출  5-2a;   30

                  재정 5-2a/3   37

 탈회한 회원의 기록 관리    8-2i    48

 골프장 오너와 직원들의 지위  재정 8-1/1    54

핸디캡 경기(Handicap Competitions)

 대회의 핸디캡 적용  3-6    21

 스트로크의 할당    9-3    58

 코스 핸디캡 허용 비율 표    9-4c    69

 골퍼의 핸디캡 차이   9-4a(ⅲ); 9-4b(ⅱ)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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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코스 핸디캡                                            재정 9-3a/2; 재정 9-3a/3    75; 75

   재정 9-4b/1  77

 플러스 핸디캡   9-3a    58

 같은 티 - 남자 대 여자   9-3c(ⅱ)   59

 싱글 매치 플레이  9-4a(ⅰ)    61

 플러스 코스 핸디캡   9-3a;    58

   재정 9-3a/1    75

 싱글 매치 플레이 대 파 또는 보기   9-4a(ⅱ)    62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플러스 핸디캡을 가진 골퍼  재정 9-3a/1    75

 스테이블포드 대회   9-4b(ⅷ)    68

 스트로크 플레이   9-4b    65

 동점   9-6   72

 파트너의 전체 스코어 매치 플레이   9-4a(ⅴ)    63

 파트너의 전체 스코어 스트로크 플레이   9-4b(ⅲ)    66

 2 베스트 볼  9-4b(ⅴ)   66

 스트로크 할당    9-3a    58

핸디캡 컴퓨터 전산 서비스(Handicap Computation Service)  6-4; 8-2j   40; 49

핸디캡 조정(Handicap Controls) - USGA 핸디캡 시스템의 조정 참조

핸디캡 디프렌셜(Handicap Differential)  10-1   77

 정의   2    7

핸디캡 증가(Handicap Increase)

 위원회에 의해 조정된 핸디캡 인덱스  9-1b    57

 많은 어웨이 스코어에 따라 인덱스 변화   8-4c(ⅱ)   52

 일시적인 장해   8-4c(ⅲ)     52

핸디캡 인덱스 조정(Handicap Index Adjustment)  8-4    51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에 따른 핸디캡 인덱스 낮추기  10-3    80

 핸디캡 인덱스 수정되었음을 나타냄  8-4c    52

 낮은 핸디캡 인덱스 디프렌셜 값   10-3b    81

 갱신 기간마다 다양하게 변함   10-3d    84

 핸디캡 위원회에 의한 조정 기간  8-4d   53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  10-3    80

 스코어 미등록   8-4b    52

 핸디캡 위원회의 핸디캡 인덱스 조정   8-4c   52

 핸디캡 인덱스 증가  8-4c; 9-1b; 11-7   52;57;92

 핸디캡 인덱스 취소    8-4f    54

 시스템보다 실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경우  8-4c(ⅰ)    52

 핸디캡 인덱스 변화  8-4c(ⅱ)    52

   장                 페이지

 페널티 스코어    8-4b    52

  정의, 페널티 스코어    2     9

 영구적 장해  재정 8-4c/2    56

 라운드를 조작하는 골퍼   8-4c(ⅳ)   53

 보고 요건   10-3f    85

 8-4 적용을 위한 예시   부록B   117

 일시적인 장해    8-4c(ⅲ)    52

   재정 8-4c/1    56

 대회 스코어   2;10-3    11;80

 대회 스코어 검토   8-4e; 10-3e    53;84

핸디캡 인덱스 공식(Handicap Index Formula)  10-2   78

 왼손으로 하던 골퍼가 오른손으로 바꿔 다시 시작하는 경우  재정 1-1/2     3

 오른손으로 플레이할 때와 왼손으로 플레이할 때 두 개의 핸디캡 인덱스  재정 1-1/1     3

 핸디캡 인덱스 활용    9-2    57

  대회 시작 시    9-2a    57

  대회 진행 중의 변경   9-2b   57

 골퍼가 핸디캡 인덱스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9-2c    57

   재정 6-5/1   43

 골퍼의 기록 관리   6-3; 8-2g   39;48

 로컬 핸디캡  2;3-4    8;12;19

 최대 핸디캡 인덱스    3-4   19

 핸디캡 인덱스 만들기   3-1   16

핸디캡 인덱스(N)(Handicap Index(N)) - 9홀 핸디캡 참조

핸디캡 갱신(Handicap Revisions) - 골프협회 또는 핸디캡 위원회 참조

핸디캡 스트로크 홀(Handicap-Stroke Hole)

 정의   2    7

핸디캡의 활용(Handicap To Be Used) - 핸디캡 경기; 핸디캡의 자격 참조

핸디캡 종류(Handicap Type) 

 정의    2   7

핸디캡 인덱스 취소(Handicap Withdrawal)  8-4f     54

마치지 못한 홀(Holes Not Played) - 홀 스코어 조정 참조

비활동 시즌(Inactive Season)  6-2; 8-3b   39;51

 정의   2   8

주니어 파(Junior Par)   부록 C    118

권한과 계약(Licensing Requirements)  1-2   2

송신 오류(Mail or Fax Return of Scores)  5-2a; 6-5b   29;40

최대 핸디캡 인덱스(Maximum Handicap Index) - 핸디캡 인덱스, 공식 참조

한 홀에서 최대 타수(Maximum Score on any Hole) - 홀 스코어 조정, 형평 타수 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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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찾아보기

   장                 페이지

측정(Measurements)  12    93

 측정 방법   12-2a    94

 출발점: 영구 마커   12-1   93

 티 마커, 레이팅 표기    12-2b   94

회원권(Membership)

 하나 이상의 클럽에 속한 경우   6-5    40

   재정 6-5/3    43

 골프 클럽을 변경한 골퍼     6-6    40

 골프 클럽(정의)   2    6

 새로운 회원   6-6; 8-2h   41; 48

 광고를 통한 회원 모집  재정 2/6   13

 탈회한 회원  6-7; 8-2i    41;48

같은 티에서 플레이 하는 남성과 여성(Men and Women Competing from the Same Tee) - 핸디캡 경기 또

는 티 참조

코스의 변경(Modification of Courses) - USGA 코스 레이팅 참조

가장 근접한 스코어(Most Likely Score)  2; 4-1   8; 24

   재정 4-1/1   26

가장 향상된 골퍼(Most Improved Player)     부록 H    124

나라의 갱신일(National Revision Schedule)   8-3   51

네트 스코어(Net Score)

 정의   2     8

9홀 핸디캡(Nine-Hole Handicaps)  10-5    86

 최대 9홀 핸디캡    10-5d     89

 계산 방법    10-5b    86

 9홀 형평 타수 조정   10-5c    88

 9홀 핸디캡의 사용과 식별   10-5a     86

9홀 스코어(Nine-Hole Scores)   5-1a; 5-2c   28;30

 9홀 스코어의 합산 방법  재정 5-2c/1    38

부적합한 클럽이나 볼 또는 티(Nonconforming Clubs, Balls, or Tees)   5-1e(ⅶ)   29

장해물 요소(Obstacle Factors) - USGA 코스 레이팅 참조

파 산정(Par Computation)  16   105

 정의  2   8

 USGA 가이드라인과 다른 파 산정  재정 16/1   105

 주니어 파   부록 C    188

 거리 권장 사항  16   105

동반 골퍼의 평가(Peer Review)  5-2a; 6-3    29; 39

 동등한 기회를 갖는 이유  재정 2/8   15

 정의  2     8

 동반 골퍼의 평가를 위한 게시  재정 6-3/1   41

페널티 스코어(Penalty Scores)  8-4b   52

 정의  2    9

   장                 페이지

영구 마커(Permanent Markers) - USGA 측정 참조

선수의 책임(Player Responsibilities)

스코어 조정(Adjust Scores) - 스코어; 홀 스코어 조정 참조

 대회 시 핸디캡 적용    3-6     21

 하나 이상의 클럽에 속한 경우   6-5;    40

 골프 클럽을 변경  6-6   40

 코스 핸디캡   3-3    16

 타른 티에서의 플레이  3-5    19

 전체 능력을 대변   8-4a    51

 같은 티: 남자 대 여자    3-5b    19

플러스 코스 핸디캡(코스 핸디캡 참조)(Plus Course Handicap)  2; 9-3a     5; 58

스코어 등록(Posting Scores) - 스코어; 등록 참조

프리퍼드 라이(Preferred Lies)    7    44

 사용 가능한 스코어   7-1    44

 정의   2   9

 로컬 룰    7-1    44

 평균 난이도 유지하기    7-3    46

 프리퍼드 라이의 고려되어야 할 부분   7-2     45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에 따른 핸디캡 인덱스 조정(Reduction of USGA Handicap Index Based on 

Exceptional Tournament scores)

기록 포함(Reporting Form)  5-2a; 8-2a   29;46

기록 내용(Reporting Requirements)  5-2a   29

탈회한 회원(Resigned Members)  6-7; 8-2(ⅰ)   41; 48

갱신일(Revision Schedule) - 골프협회 또는 핸디캡 위원회 참조

구르기(Roll)  13-3b(ⅰ)   98

스코어(Scores)

 산정 가능한 스코어  5-1   28

 최소 13홀 플레이  5-1a   28

 스코어의 확인  5-2a   29

 실격  5-1d   28

 혼합된 매치 플레이와 스트로크 플레이  재정 5-1c/1   35

 볼은 집어 올림  5-1c   28

 모든 형태의 대회에서의 스코어  5-1c    28

 레슨 받는 동안 기록한 스코어  재정 5-1a/4    35

 인공적인 장비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장비의 비정상적 사용  재정 5-1e/3   36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기록된 스코어  재정 5-1e/2    36

 2개의 볼로 플레이를 한 경우  재정 5-1a/5    35

 모든 코스에서의 스코어  5-1b    28

 스코어 등록   5-1a   28

 사용할 수 없는 스코어    5-1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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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한 경기   7-1    44

활동 시즌   6-2    39

 정의   2    4

수정된 스코어  5-2a(ⅴ)    30

 정의   2    4

홀 스코어 조정 4  24

 최소 13홀 경기    5-1a   28

 형평 타수 조정   4-3    25

 형평 타수 조정

  정의   2    5

  9홀 형평 타수 조정    10-5c    88

 컨시드 받은 스트로크   4-1   24

 플레이 하지 못한 홀    4-2    24

 한 홀에서 최대 타수  4-3    25

 가장 근접한 스코어    4-1;    24

   재정 4-1/1    26

 마치지 못한 홀    4-1    24

어웨이 스코어    5-1b;    28

   재정 5-1b/1    35

그로스 스코어 

 정의  2    6

비활동 시즌   6-2; 8-3b    39;51

 정의  2    8

네트 스코어  

 정의  2   9

스코어 등록 

 최소 13홀 플레이  5-2b    30

 어웨이 스코어   5-1b;    28

   재정 5-1b/1   35

 위원회  5-2f   31

 홈, 어웨이  5-1b   28

 직접 스코어 등록   5-2a    29

 혼합된 매치 플레이와 스트로크 플레이  재정 5-1c/1    35

 플레이할 티 확인  5-2g   31

 멀티회원   6-5    40

 9홀 스코어   5-2c    30

 파3코스  재정 5-1e/1   35

 18홀 코스를 무작위로 2번  재정 5-1a/1    34

 임시로 운영 중인 그린  재정 5-1a/3    34

 기록 내용  5-2a   29

 기록 포함  5-2a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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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 제출   5-2a;    30

   재정 5-2a/3    37

 모든 클럽에서의 스코어    6-5    40

 지정된 기간 내에 스코어 제출  재정 5-2a/1    36

 대회 스코어   5-2e    31

  정의   2     11

 전체 라운드 동안 2개의 볼로 플레이  재정 5-1a/5   35

 레이팅 값이 없는 티에서의 스코어 등록   5-2g    31

 레슨 받는 동안 기록한 스코어  재정 5-1a/4    35

 지정된 기간 내에 스코어 제출    재정 5-2a/1    36

 골퍼의 허가 없이    5-2f; 8-4b    31;52

스코어 종류(Score Type)

 정의    2    9

기록된 스코어(Scoring Records)

 쉽게 확인 가능한   6-3    39

 지속되는   6-1     39

 정의   2    10

   재정 6-3/1    41

 핸디캡 카드  6-4    40

 비활동 시즌  6-2   39

 관리  8-2g    48

   재정 6-3/2    42

 탈회한 회원   6-7    41

 스코어 기록     6-3    39

스크래치 골퍼(Scratch Golfer)    2    10

스크래치 야데지 레이팅(Scratch Yardage Rating)   13-3d    99

슬로프 레이팅(Slope Rating)   2   10

슬로프 레이팅 공식(Slope Rating Formulas)  13-3f    100

스트로크 홀(Stroke Hole)

정규 라운드(Stipulated Round)

 정의  2   10

티(Tees)

 올바른 티 마커의 위치   15-2    103

 서로 다른 티에서 경기   3-5; 9-3c    19; 59

 같은 티에서 경기하는 남자와 여자   3-5; 9-3c(ⅱ)    19; 59

 영구 마커   12-1   93

 티 마커와 홀의 위치    13-2a    97

 티 마커    12-2b    94

대회 스코어(Tournament Score) - 핸디캡 인덱스 조정 참조

 정의   2   11

 시작 시 참가가 허용  재정 10-3/3    89

 조 편성과 출발시간이 없을 때  재정 10-3/4    90

 시즌 종료 시 우승자에게 시상  재정 10-3/1    89

 상품이 골프공  재정 10-3/2    89

찾아보기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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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찾아보기

   장                 페이지

 주중 클럽 스윕 대회   재정 10-3/5    90

트렌드 핸디캡(Trend Handicap)   2     12

사용할 수 없는 스코어(Unacceptable Scores) - 스코어, 사용할 수 없는

USGA 코스 레이팅   13    96

 레이팅 권한   14-1; 14-2   100; 101

 남자와 여자의 보기 레이팅   13-3e(ii)   100 

 보기 골퍼(정의 참조)   2   5

 보기 레이팅(정의 참조)    2    5 

 레이팅 조건  13-2    97

  활동 시즌내의 조건   13-2b    97

  티 마커와 홀의 위치   13-2a    97

  골프 규칙    13-2c    97

 코스 레이팅 공식    13-3e    100

 코스 레이팅 절차     13-3    97

 유효 플레이 길이    13-3b    98

  해발고도    13-3b(ⅴ)   98

  도그렉/강제 레이업  13-3b(ⅲ)    98

  고도차    13-3b(ⅱ)    98

  구르기    13-3b(ⅰ)   98

  바람    13-3b(ⅳ)     98

 공식    13-3d    99

 골프협회 기록   14-4    101

 코스의 보수  14-5    102

  영구적인 변화  14-5b   102

  일시적인 보수   14-5a   102

 장해물 요소    13-3c    98

  벙커   13-3c(ⅴ)    99

  페어웨이   13-3c(ⅱ)    98

  그린 표면   13-3c(ⅸ)    99

  그린 목표  13-3c(ⅲ)   98

  OB/심한 러프  13-3c(ⅵ)   99

  심리  13-3c(ⅹ)   99

  회복성과 러프  13-3c(ⅳ)   99

  지형  13-3c(ⅰ)   98

  나무  13-3c(ⅷ)   99

  워터해저드   13-3c(ⅶ)    99

 코스 레이팅 팀 구성  14-3    101

 레이팅 재시행  14-2    101

 스크래치   13-3a(ⅱ)    97

 스크래치 골퍼(정의 참조)  2    10

 슬로프 레이팅 공식   13-3f    100

 레이팅의 한시적 변경   14-5    102

 야데지 레이팅   13-1b    96

   장                 페이지

 보기    13-3a(ⅳ)    97

USGA 핸디캡 공식(USGA Handicap Formula)     10    77

 코스 핸디캡    10-4    85

 핸디캡 디프렌셜    10-1   77

 예외적인 대회 스코어에 따른 핸디캡 인덱스 조정   10-3    80

핸디캡 인덱스 사용하기(Using Handicap Index)   3-2    16

USGA 짧은 코스의 핸디캡 공식(USGA Short Course Handicap Computation Procedure) 

   부록 A    113

 짧은 코스의 핸디캡의 계산   부록 A-2b    114

 공식   부록 A-2    113

 짧은 코스에 적용되는 핸디캡 산정 절차   부록 A-1    113

 핸디캡 디프렌셜  부록 A-2a    113

USGA 핸디캡 시스템(USGA Handicap System)

 정의    2    12

 목적  1-1   1

 파3코스 사용  재정 5-1e/1   35

골프 클럽을 위한 USGA 핸디캡 시스템 계약 프로그램(USGA Handicap System Licensing Program for 

Clubs)   부록 F    122

 골프 클럽의 범주와 계약 등에 관한 설명  재정 2/7    14

미국골프협회의 상표 및 서비스마크(USGA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1-2    2

웹사이트를 통한 자동 계산(Website Computation)   재정 5-2a/9   38

바람(Wind)  13-3b(ⅳ)    98

윈터 룰(Winter Rules) - 프리퍼드 라이 참조

사용계약(Written Authorization)    1-2   2

야데지 레이팅 공식(Yardage Rating Formulas) - USGA 코스 레이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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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대한골프협회(KG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핸디캡 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골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골프협회(KG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 내셔날 골프 대회를 진행합니다(KGA: 9개, USGA: 13개).

• 골프규칙을 만들며 해석 및 보급을 합니다.

• 골프 박물관을 운영하며 및 관련 서적을 수집합니다.

• 주니어 골프 선수를 육성합니다.

• 골프공과 장비를 테스트합니다.(USGA만 해당)

• 잔디연구소와 코스유지, 보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USGA만 해당)

대한골프협회와 미국골프협회는 골프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목표로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

은 전화 031-955-2255(KGA) 및 908-234-2300(USGA)로 문의 바랍니다.

대한골프협회(KG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핸디캡 관련 정보 및 다양한 골프 소식을 다음의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kgagolf.or.kr : 대한골프협회(KGA), www.usga.org : 미국골프협회(USGA)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골프협회/미국골프협회 소개

•내셔날 대회

•골프규칙

•KGA/USGA 핸디캡 시스템

•KGA/USGA 핸디캡 시스템 사용을 위한 GHINⓇ(Golf Handicap & Information NetworkⓇ) 안내

•코스 레이팅, 슬로프 레이팅 자료

•회원사 골프장. 코스, 관리 시설

•승인된 골프협회 목록

•각종보도자료, 포토갤러리 등 최신 골프 소식

•코스 관리: USGA 그린 섹션(USGA만 해당)

•USGA 회원(USGA만 해당)

•USGA 기념품 샵(USGA만 해당)

대한골프협회(KGA), 미국골프협회(USGA) 안내

대한골프협회(KGA), 미국골프협회(USGA)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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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gagolf.or.kr

대한골프협회 핸디캡 시스템 매뉴얼
(THE USGA HANDICAP SYSTEM)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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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골프협회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74(문발동)

전화: 031–955–2255
www.kgagolf.or.kr

대한골프협회 핸디캡 시스템 매뉴얼
(THE USGA HANDICAP SYSTEM)

Developed by the 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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