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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웨지 전문 브랜드 클

리브랜드골프(대표이사 홍순

성)가 지난해 9월 새롭게 내놓은 웨

지 ‘RTX ZIPCORE’가 시장에서 돌

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용률 1위, 사

용하고 싶은 웨지 1위, 재구매율 1위 

등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클리브랜드골프는 42년 전 골프 시

장에 첫 웨지를 출시한 뒤 CG 시

리즈, 588웨지 등 세계 최고 프로

골퍼가 사용하는 웨지를 생산했고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42년의 웨지 

제작 노하우를 집대성해 만들어 낸 

것이 RTX ZIPCORE다.

클리브랜드골프에 따르면 지난해 1

월까지만해도 클리블랜드 웨지는 

판매 수량 기준 시장 점유율 20%

로 1등 브랜드의 절반 수준에 불과

했다. 그러나 RTX ZIPCORE 신제품

이 출시된 지난해 9월 이후 놀라운 

상승폭을 자랑하며 한 달도 채 안 

돼 시장 점유율 38%로 주요 웨지 브랜드 중 단숨에 1위로 올라섰

다. 10월에는 무려 40%를 넘어 2위와 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웨지 

명가’ 클리브랜드골프 명성에 걸맞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RTX ZIPCORE의 돌풍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골프전문 매체에

서 10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클리브랜드골프가 웨지 부문 사용

률 29.2%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사용하고 싶은 웨지 부문에서도 

28.9%로 1위에 올랐다. 올해 하반기 필드 골퍼 2000명 대상으로 

클리브랜드골프가 자체 진행한 웨지 재구매율 부문에서도 1위였

다. 그만큼 웨지 제품 성능의 매력과 충성도가 높다는 의미다. 한 

번도 안 써본 골퍼는 있어도 한 번만 쓰는 골퍼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최고의 스핀 성능을 위해 기존 모델 대비 그루브 수를 2개 

증가시킨 19개의 그루브로 제작된 RTX ZIPCORE의 기술력 덕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총 19개의 그루브로 제작된 RTX ZIPCORE는 그

루브 폭과 간격을 더 좁게 만들어 공에 닿는 날카로운 그루브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스핀력을 극대화했다.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기존 모델 대비 그루브가 11% 더 날카롭고, 7.3% 더 깊으며, 7.4% 

더 밀집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젖은 러프, 벙커, 페어웨이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골퍼가 구현하고자 하는 최적의 스핀 성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RTX ZIPCORE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골프 커뮤니티에서 

동호인들이 19개의 그루브를 19개의 금(그루브)에 빗대 ‘19금 웨

지’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신소재인 세

라믹 경량 소재 적용으로 더욱 쉬워진 컨트롤 성능까지 보태져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넥부분에 세라믹 경량 소재를 내부

에 넣어 약 11g의 중량을 토우 쪽으로 배치시켜 무게중심을 헤드 

중앙 부분으로 이동시켰다. 관성 모멘트(MOI)가 향상돼 페어웨이

는 물론 트러블 상황에서 쉽고 편하게 안정적인 비거리와 방향성

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투어 프로에게는 정교함과 아마추어 골퍼

에게는 관용성을 선사한다.

RTX ZIPCORE는 지난 42년간 클리브랜드골프가 혁신을 거듭하면

서 쌓아온 노하우와 골퍼들을 통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된 

3가지의 그라인드를 적용했다. 각 로프트 별로 바운스와 다양한 

조합을 통해 모든 골퍼들이 자신의 스윙 특성을 고려하고 그라운

드의 컨디션에 따라 최적의 웨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투어 사틴(은색), 블랙 사틴(검정색), 투어 렉(회색)의 3가지 컬러로 

출시됐고, 전국 클리브랜드 골프 용품 취급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는 22만 원.   

클리블랜드 웨지 ‘RTX ZIPCORE’

Hot Equipment Cleveland / 웨지 RTX ZIP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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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천재’ 이세돌에 이어 이번엔 

‘골프 여왕’ 박세리가 ‘세기의 대

결’에 나선다.

SBS TV는 1월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에서 

박세리와 인공지능(AI) 골퍼 엘드릭의 골프 

대결을 방송한다고 9일 밝혔다.

4년 전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AI 기사 ‘알

파고’의 대국에 이은 다시 한번 펼쳐지는 

세기의 대결이다.

박세리와 엘드릭은 총 3라운드 경기에서 겨

룬다. 종목은 장타(롱 드라이브), 홀인원, 

퍼팅이다.

엘드릭은 로봇에 AI를 탑재한, 스윙머신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다. ‘엘드릭’이라는 이

름은 타이거 우즈의 본명인 엘드릭 톤트 우

즈(Eldrick Tont Woods)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엘드릭의 실력은 PGA 투어 정상급 선수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드라이브 거리는 300야드를 넘나들고, 5m 

이내에서 퍼팅 성골률이 60%에 이르는 정교함을 갖췄다.

박세리의 현역 시절 드라이브샷 평균거리는 250야드였고, 

LPGA 투어에서 18년 동안 뛰면서 2008년 딱 한 번 홀인원을 

기록했다.

엘드릭은 골퍼 1만7000명의 샷을 학습해 타이거 우즈의 스

팅어샷이나 장타자 브라이슨 디샘보의 샷을 복제하는 능력

도 지녔다. 아울러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읽어내 샷의 일관

성을 스스로 판단하며, 인간의 어깨 회전과 손목 동작을 그

대로 재현해 부드럽고 정교한 샷을 칠 수 있다. 놀라운 학습 

능력으로 파3홀에서 5번 만에 홀인원에 성공한 기록도 보유

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US오픈 우승과 ‘맨발 샷’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줬던 박세리는 2016년 은퇴했다. 2016년 리

우올림픽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으로 박인비의 금메달을 이

끌었고, 이후 방송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세리,  1월 AI 골퍼 엘드릭과 ‘샷 대결’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엘드릭(LDRIC)은 '지능형 회로 장착 발사 로봇
(Launch Directional Robot Intelligent Circultry)의 줄
임말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본명 엘드릭 톤트 
우즈(Eldrick Tont Woods)의 엘드릭과 발음이 같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거 우즈에서 타이거는 
닉네임이다. 미국 공수부대 장교로 복무한 타이거 
우즈 아버지인 얼 우즈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때 친
하게 지낸 베트남군 장교 별명이 '타이거'였다. 얼 우
즈는 친구 이름을 아들 이름을 아명으로 삼았고 오
늘날 그 이름이 본명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된다. 골
프 황제 타이거 우즈 여권 이름에는 타이거가 없다.
엘드릭은 PGA투어 최정상급 선수 기량을 갖춘 것
으로 알려졌다. 평균 드라이버 거리는 300야드를 넘
고, 5m 이내 퍼팅 성공률은 60%에 이른다. 골퍼 1
만 7,000명의 샷을 학습해 타이거 우즈 스팅어 샷이
나 장타자 브라이슨 디샘보의 샷을 복제하는 능력도 
지녔다. 놀라운 학습 능력으로 파 3홀에서 5번 만에 
홀인원에 성공한 기록도 있다. 하지만 18홀 모두 돌
기 어렵고 벙커에 들어가면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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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넘어선 최상의 드라이버!

첨단소재 고반발 드라이버
HIRO MATSUMOTO의 고반발 드라이버 노하우의 절정!

정밀한 헤드 성능  정밀 주조 2CUP 페이스로 제작. 
비거리는 물론 퍼펙트한 일관성

완벽한 헤드소재  ZTA-11 티탄 단조공법으로 제작된 컵 페이스와 
SP700 티탄 소재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정밀 주조 바디 클럽

히로마쓰모토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

(주)히로마쓰모토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 258번길 8, 2층 | T. 1664-3660

hiromatsumoto-golf.com

비거리가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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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6년 만에 같은 자리에 섰다. 올해는 유독 더 

“동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

한국 여자프로골프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 김효주(25·롯데)가 15

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CMS와 함께하는 2020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여자프로골프 올해의 선수상을 받

았다. 2009년 시작된 동아스포츠대상은 매 해 남녀 골프를 비롯

해 야구, 축구, 남녀 농구, 남녀 배구 등 프로스포츠 5대 종목 8개 

부문에 걸쳐 각 종목 대표 선수들의 직접 투표로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 올해 여자프로골프 부문은 2020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에서 활약한 30명 선수가 투표에 참가했다.

김효주는 1위 19표(각 5점), 2위 6표(각 3점), 3위 1표(각 1점)를 받아 

총 114점을 획득, 최혜진(21·롯데·64점)을 따돌리고 상금 1000만 

원과 기념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을 고려해 이번 시상식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수상자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 직전 해인 2014년 이 상을 

받았던 김효주는 6년 만에 다시 시상대에 서며 동아스포츠대

상 여자프로골프 부문에서 김하늘(2011년·2012년), 이정은6(2017

년·201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두 차례 영광을 차지한 선수

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올해 국내에서 모처럼 풀 시즌을 소화한 김

효주는 6월 롯데칸타타 여자오픈과 10월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

6년 만에 동아스포츠대상 다시 받은 김효주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상금왕과 함께 평균타수 1위에 올랐

다. 2승으로 공동 다승왕에 오른 김효주는 최근 열린 KLPGA 시상

식에서 팬들이 뽑은 인기상과 함께 골프 기자단이 선정한 베스트

플레이어상까지 5관왕을 차지했다.

팬, 기자단에 이어 동료들이 직접 뽑은 동아스포츠대상 올해의 선

수상까지 석권하며 명실상부한 2020년 한국여자골프 최고 선수로 

인정받은 김효주는 “동아스포츠대상은 각 부문별로 단 한 명씩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이다. 그런 영광스러운 상을 6년 만에 다

시 받게 돼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평균타수 1위가 유력했던 시즌 종반 “LPGA에서 주로 뛰는 선수로

서 여러 상까지 받는다면 동료 선수들이 싫어할 것 같다”는 말로 

에둘러 미안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던 그는 “코로나19 탓에 국내

에서 뛰었지만 해외파가 국내 대회에 나오게 되면 국내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도 해 마음 한 켠이 무거웠던 게 사

실”이라면서 “그래서 선수들이 뽑아준 이번 상이 더욱 의미가 있

는 것 같다. 동료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5년 LPGA 투어에 진출한 뒤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고전했던 그

는 “지난 2019년 겨울 동계훈련을 열심히 한 덕분에 올 시즌 목표로 

삼은 1승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6월 롯데칸타

타 여자오픈에서 3년 6개월 만에 우승했을 때는 정말 기뻤다”면서 

“시즌 초반에 목표를 달성한 뒤 1승을 더 하자고 다시 다짐했는데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도 우승을 하고 여러 상까지 받게 됐다. 

올 한해는 기대 이상으로 잘 됐던 것 같다”고 2020년을 돌아봤다.

지난 겨울 의도적으로 근육량을 늘린 덕분에 비거리가 향상되며 

효과를 톡톡히 누린 김효주는 “코로나19로 올 겨울 해외 전지 훈

련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이번 겨울에도 

체력 운동, 특히 근력 운동에 더 신경을 쓸 계획”이라며 어느 해

보다 뜨거운 겨울나기를 다짐했다.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내년 시즌 LPGA 투어와 국내 투어 대회 

출전 비중을 조절할 생각”이라고 밝힌 그는 “내년에는 팬들께 더 

성숙된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

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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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열리면 그곳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진부함을 거부한 전통 스페인 음식과 스페인 와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레스토랑 운영과 함께 하몬을 비롯한다양한 식재료와 와인을 스페인 현지에서 

직수입하고 있는 가장 전문적인 스페인 레스토랑입니다. 

www.spainclub.co.kr  ID:spain_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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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news

골프존이 개최하는 스크린골프투어 'GTOUR' 대회의 누적 상금

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출전한 프로 선수도 2200여명을 이

르고 경기수도 약 60만 라운드에 달한다. GTOUR가 새로운 스포츠 

장르로 자리매김하며 골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

는 이유다.

1일 골프존에 따르면 2012년에 시작한 GTOUR는 올 시즌까지 누적 

상금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GTOUR 남녀 챔피언십의 총상금 

규모는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이며, 우승상금은 남녀 모두 2500

만원이다.

챔피언십을 제외한 나머지 정규투어 대회는 남자대회 총상금 

8000만원, 여자대회는 7000만원이며 우승 상금의 경우 각각 2000

만원이다. 이는 한국여자프로골프(LPGA) 2부 투어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남녀 대회명을 각각 'GTOUR 남자대회'(GTOUR MEN’S)

와 'GTOUR 여자대회'(GTOUR WOMEN’S)로 변경했다. 또 국내 유일

의 남녀 혼성 스크린골프 대회인 '위너스컵'도 2019년부터 2년 연

속 개최하고 있다.

올해 GTOUR는 스페셜투어 3개 등 총 17개로 진행 중이며 남자대

회의 경우 1, 2라운드 예선을 거쳐 올라온 56명(시드권자, 예선통

과자, 초청), 여자대회는 48명(시드권자, 예선통과자, 초청)의 선수

가 참가해 1일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성적을 합산한 결과로 최종 승자를 가

린다.

대회 시스템도 한층 발전했다. 대회 

초창기에 사용했던 비전 플러스에서 

현재는 필드와 한층 유사해진 그린플

레이 환경을 제공하는 투비전 시뮬레

이터를 통해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대회 모드인 '투어모드'를 신설

했다. 타석부와 타격부의 분리구조를 

통해 실제 코스와 유사한 다이나믹한 

지형의 경사를 구현하는 듀얼 플레이

트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실제 필드

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실감 나

는 대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GTOUR는 JTBC GOLF 채널과 골

프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

고 있다. 시청률과 유튜브 채널 조회 

수는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GTOUR가 출범한 이후 해마다 투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필드와 스크

린 투어를 병행하는 프로들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다. GTOUR는 이러한 스크린골프의 인기 상승과 더불

어 스타 골퍼 탄생의 등용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스크린의 황제로 불리는 김홍택 선수는 스크린골프 대회 우승자 

최초로 KPGA투어 대회에 루키로 참가해 우승하는 파란을 일으켰

다. 이후로도 스크린골프 투어와 필드 대회 출전을 병행하며 2017

시즌 GTOUR 스크린골프 상금왕을 차지했으며, 2019년에는 스크린

골프대회에서 2승을 거두기도 했다.

김민수 프로의 경우, 2014년 'GTOUR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GTOUR 사상 처음으로 누적 상금 1억원을 돌파한 골퍼로 이름을 

남겼으며, 올해 GTOUR 남자대회 대상시상식에서 대상과 상금왕 

등 2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여자부는 2018년 최초로 단일 시즌 우승 상금 1억원을 돌파한 정

선아 프로를 비롯해 2020시즌 KLPGA 정규투어에서 활약한 이나

경 프로, 드림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연송·김하니·박단유·박사

과·서초비·최수비 프로 등 많은 선수들이 스크린과 필드를 넘

나들며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올해 골프존은 골프존만의 IT·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지난 5월

과 7월, 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색 스크린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박인비, 유

소연, 김세영 최운정, 리디아 고, 퍼

닐라 린드버그, 제시카 코다, 넬리 

코다 등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각

각 한국과 미국에서 네트워크 플레

이로 실시간 스크린골프 대결을 펼

치는 모습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

계하며 골프존만의 차별화된 기술력

과 경쟁력을 입증하고 스크린골프투

어의 나아갈 방향과 전망을 제시했

다.

손장순 골프존 미디어사업부장은 "국

내 유수의 대기업들의 꾸준한 후원

으로 지난 9년 동안 GTOUR는 지속

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며 "기업

들은 GTOUR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

팅을 진행할 수 있고 골프존은 후원

사들의 도움으로 대회를 개최해 선

수들에게 대회 출전의 기회와 선수

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

는 선순환 구조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TOUR' 대회, 총 누적 상금 100억원 돌파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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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강화’ 위한 온라인 전용 제품 출시

Golf Wear Wideangle

북유럽 감성의 골프웨어 브랜드 와이드앵글은 온라인에

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ONline-EXclusive(온라인 익스

클루시브) 'ONEX' 상품을 출시했다.

오직 온라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ON'line-'EX'clusive 상품

으로 언택트 트렌드 확산과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영골퍼 타

깃을 공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젊은 세대를 공략한 만큼 캐주얼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밝은 

컬러가 특징이다.

'여성 베이직 라운드 풀오버'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필드는 

물론 일상에서도 내추럴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

은 라운드넥 풀오버다.

허리 옆라인에 골지 디자인을 적용해 신축성을 강화하는 동

시에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제공한다. 목과 소매 끝부분 배

색으로 포인트를 더했으며, 색상은 라이트 핑크와 블랙 두 

가지로 출시됐다.

'남성 골조직 라운드 풀오버'는 단색 컬러에 굵은 골조직으로 

디자인 차별화를 더한 라운드 풀오버다.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몸에 핏

되는 골조직 디자인이 슬림한 몸매 라인의 연출을 도와준다. 

캐주얼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아우터와 매치하기 

쉬운 것도 장점이다. 컬러는 블랙과 레드 두 가지로 출시됐

다.

'변형 카라 티셔츠'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에 카라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카라 티셔츠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본 카라티 스타일로 단벌로 착용하거나 레이어드도 가능

해 실용적인 제품이다.

신축성과 착용감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해 필드는 물론 일상

과 아웃도어 활동에서 두루 착용할 수 있다. 남녀 페어 상품

으로 출시돼 스크린 골프나 라운딩 데이트를 즐기는 영골퍼 

커플에게 제격이다. 남성용은 △차콜 △오프 화이트 △블랙

으로, 여성용은 △레드 △오프 화이트 △블랙으로 각각 출시

됐다.

더불어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남성 드로즈, 여성 니삭스 등 

기본 아이템을 온라인 판매 중이다.

특히 자사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온라인 전용 제품 구매 

시 사은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7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네오플랜백 △13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보

온/보냉 텀블러 △20만원 구매시에는 패딩 담요와 슬림 귀

마개를 증정한다.

와이드앵글 마케팅팀은 "유통 업계 전반에 언택트가 트렌드

로 자리 잡는 동시에 영골퍼가 골프웨어 구매의 주요 소비층

으로 떠오르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전용 상품을 선

보이게 됐다"라며 "베이직한 컬러와 디자인은 물론 편안한 

착용감을 겸비한 제품으로 겨울철 필드와 일상에서 트렌디

한 스타일을 연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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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 시

설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가격을 알아보

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상담을 해야 

했다. 2021년 9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을 어느정

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2021년 9월

부터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용실과 학원 등에서 시행 중인 서비

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으로 확대한다는 의

미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

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

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

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

동 종목의 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 시설은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홈페이

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1년 등록했

을 시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써 놓아야 

한다. ‘월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과 홈페이지에 수강료, 

이용료를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을 활용

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에게 이용료 고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

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9월부터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9월부터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용실과 학원 등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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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리 성능에 특화된 
고반발 드라이버

■ 500cc 드라이버 헤드 사이즈의 혁신

■ 초경량 헤드와 초령걍 그립 초경량 샤프트(티탄카본)실현

■ 컵 페이스 헤드에서 나오는 경쾌한 타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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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News

2020 시즌 KPGA 코리안투어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

면을 만들어 낸 선수는 누구일까? 바로 통산 20승(국내 

6승, 일본 14승)의 ‘괴물’ 김경태(34.신한금융그룹)였다.

29일 KPGA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스포츠 N Golf

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군산CC 리드, 레이크코스에서 열린 

‘KPGA 군산CC 오픈’ 1라운드에서 나온 김경태의 홀인원이 

‘2020년 골프 팬들이 가장 많이 본 KPGA 코리안투어 영상 

BEST 5’ 중 1위에 올랐다. 

당시 김경태는 13번홀(파3. 219야드)에서 6번 아이언으로 티

샷을 했고 공은 2단 그린의 왼쪽 경사면을 맞고 내려와 4m 

가량 구르다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김경태의 국내 첫 홀

인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홀인원 직후 김경태는 “공이 굴러 내려가는 것까지 봤는

데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길래 그린 밖으로 벗어난 줄 알

았다”며 “’설마’하는 마음으로 확인해보니 홀인원이었다. 

KPGA 코리안투어에서 처음 달성한 홀인원이라 더욱 기뻤

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시즌 개막전이었던 아라미르CC 미르코스에서 펼쳐진 ‘우성종

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에 출전한 ‘낚시꾼 스윙’ 최

호성(47)의 경기 장면이 2위, 3위, 5위에 모두 랭크됐다. 

2위는 최호성이 3라운드 18번홀에서 티샷을 하다 실수로 공

을 떨어뜨린 장면이었고 3위와 5위는 최호성이 1라운드 4번

홀, 9번홀에서 각각 버디 퍼트, 파 퍼트 후 선보인 익살스러

운 몸짓이었다. 

한편 4위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최종라운드 4

차 연장전에서 나온 이창우(27.스릭슨)와 전재한(30)의 혈투

였다. 페럼클럽 동, 서코스 18번홀(파5)에서 진행된 연장 네

번째 승부에서 전재한이 세번째 샷을 그린 위로 올린 사이 

이창우는 약 85m 거리의 세번째 샷을 홀 안으로 집어넣는 

극적인 ‘샷 이글’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2020 시즌 KPGA 코리안투어 최고 인기 장면은?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1. KPGA 군산CC 오픈_ 1라운드 13번홀에서 홀인원 후 박상현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김경태(좌). 2.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_ 최종라운드 4차 연장전에서 
환상적인 샷이글로 우승에 성공한 이창우 3.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
오픈_ 1라운드 4번홀에서 버디 퍼트 실패 후 아쉬움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최호성  
4.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1라운드 최호성의 익살스러운 몸짓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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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VX

스포츠와 IT를 결합한 체감형 통합 서비스 기업 

㈜카카오 VX(대표 문태식)는 자사의 골프 용품 

브랜드 ‘카카오프렌즈 골프’의 골프공 ‘R’ 시리즈 출

시 후 입소문을 타며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을 피해 캠핑, 등산 등 야외 레

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 골프 시장도 가파

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2030 젊은 골퍼가 

늘면서 골프의류, 골프용품 등이 빠른 성장세를 이

어가는 중이다. 

이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품이 바로, 카카

오 VX가 선보인 골프공 ‘R 시리즈’다. ‘R 시리즈’는 

출시 한 달 만에 1차 입고 수량이 전체 품절되면서 2

차 입고 준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성비와 가심비

를 모두 갖춘 저가형 골프공’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전달 대비 220% 증가하는 등 높은 인기를 증

명하고 있다. 

카카오프렌즈 골프의 ‘R’ 시리즈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디자인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며, 필드 위 주

인공으로 등극한 ‘카카오프렌즈 골프’에서 첫 번째

로 선보이는 ‘골프공’ 라인업이다.

4피스와 3피스 두 가지 라인업으로 선보인 ‘R’ 

시리즈는 합리적인(Reasonable) 가격과 믿을 수 

있는(Reliable) 품질로 골프볼의 시장을 바꾼다

(Revolution)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부드러운 타구감

과 비거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먼저, 4피스 골프공 ‘R4’는 클럽 스피드가 빠른 남성 

골퍼들에게 최적화된 공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소프트한 타격

감이 강점이다. 우레탄 소재 커버에 ‘고탄성 코어’와 코어를 

감싼 2겹의 맨틀인 ‘엘라스틱 듀얼 맨틀(Elastic Dual Mantle)’

구조로 돼 있어 비거리와 스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3피스 골프공 ‘R3’에는 HCE(High Core Energy) 기술을 

적용했다. 아마추어 골퍼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스핀과 비거리 두 가지를 충족시키며, 부드러운 타구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더불어 ‘R 시리즈’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보다 쉽고 편리

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프렌즈 골프’ 공식 온

라인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직영 오프라인 매장 3곳

에서도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카카오 VX 관계자는 “캐릭터 볼은 비싼 가격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과감하게 바꾸고자 ‘R’ 시리즈를 선보이

게 됐다”며 “우수한 성능의 골프공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

보여 가격적인 부담을 낮추고 골프공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했다.    

카카오 VX, ‘카카오프렌즈 골프’ 골프공 ‘R’ 시리즈, 
합리적 가격으로 선풍적인 인기몰이!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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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전에 ‘메이저 퀸’… 김아림,  우승

LPGA Tournament / US여자오픈

김아림(25)이 생애 첫 출전한 US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메이저 퀸’에 올랐다. 지난 12월 15일(한국 시각)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 사이프럿 크리크 코스에서 열린 LPGA(여자프로골프)투어 US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김아림은 버디 6개와 보기2개로 4타를 

줄이며 합계 3언더파 281타로 우승했다. 김아림은 1라운드에 공동 2위(3언더파)에 오르며 쾌조의 시작을 알렸으나 이후 2라운드에 3오버파를 

기록하며 공동 20위까지 밀려났다. 3라운드까지 1오버파로 공동 9위에 자리했던 최종 라운드에서 김아림은 5타 차를 뒤집는 매서운 뒷심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세계 랭킹 94위였던 김아림(25ㆍSBI저축은행)이 여자골

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에서 극적인 우승

컵을 거머쥐었다. 2013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입단

한 김아림은 데뷔 초부터 얻은 ‘장타 퀸’ 타이틀에도 불구하

고 우승과는 좀처럼 인연이 없었다. 하지만 기대치 않게 출전

하게 된 첫 미국 무대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가

장 낮은 세계 랭킹으로 US여자오픈 우승을 따낸 선수로 새 

역사를 썼다.김아림은 지난 12월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

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최종 4라운드에

서 버디6개와 보기2개로 4타를 줄이며, 합계 3언더파 281타

를 기록했다. 이로써 김아림은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ㆍ솔

레어)과, 에이미 올슨(미국)을 1타차 공동 2위로 제치고 정상

에 올랐다.

3라운드 종료까지만 하더라도 김아림은 선두와 5타 차이나 

나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마지막 3개 홀을 남겼을 

때도 선두에 2타 뒤졌다. 하지만 김아림은 16번 홀부터 3연

속 버디로 대역전극을 썼다. 16번 홀(파3)에서 1ｍ 버디 퍼트

를 성공해 선두였던 올슨을 1타 차로 따라붙었고, 17번 홀(파

4)에서는 탭인 버디로 공동 선두에 올라섰다. 마지막 18번 홀

(파4)에서도 까다로운 내리막 버디를 성공하며 1타 차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5타 차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뒤집고 우승한 

건 199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등이 세운 이 대회 타이

기록이다.

첫 미국 무대에서 ‘메이저 퀸’이 된 김아림은 시상식 인터뷰

에서 특유의 호쾌함을 보이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너무 얼떨떨하다. 언젠가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다. 시간이 지나면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3라운드

에서 아쉬운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 핀을 보

US여자오픈에 처음 출전해 우승까지 
차지한 것은 김아림이 역대 5번째다. 
패티 버그(1946년), 캐시 코닐리어스
(1956년·이상 미국)과 김주연(2005
년), 전인지(2015년)가 첫 출전에 정상
까지 올랐다. 김아림은 경기 후 “얼떨
떨하다”며 “언젠가 기회가 올 줄 알
았지만, 지금은 머리가 하얗다. 시상
식이 끝나면 실감이 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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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각오로 

나왔는데 생각대로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아림은 ‘장타 퀸’으로 잘 알려져 있다. 175cm의 큰 키에서 

뿜어 나오는 시원한 장타는 국내에선 경쟁자를 찾기 힘들다. 

드라이브샷 비거리가 260야드에 달하고, 맘껏 때리면 300야

드도 날린다. 하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KLPGA 

투어에서 2018년과 2019년 1승씩 따낸 것이 전부다.

우승 전까지 세계 랭킹도 94위였다. 2019년 기준대로라면 US

오픈 참가도 어려운 순위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예선을 치르지 못한 미국골

프협회(USGA)가 올해 대회 출전 자격을 확대하면서 김아림

에게도 기회가 돌아갔다. 그는 시상식에서 “이 시국에 이렇

게 경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제 

플레이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좋은 에너지

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김아림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치러 눈길을 끌기도 했

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경기 중엔 마스크를 벗었다. 김아림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은 무섭지 않은데 제가 다른 누군가에

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내 딴에는 이게 최선이라

고 판단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습했다”

라고 설명했다.

김아림은 이번 우승으로 ‘LPGA투어 진출’을 선언할 경우 내

년까지 LPGA투어 시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US여자오픈 10

년, 메이저대회 5년 출전권도 받을 수 있다. 이날 경기로 김

아림의 세계랭킹은 30위로, 64계단 상승했다.

한편 준우승을 차지한 고진영은 김세영(27ㆍ미래에셋)에 내

줄 뻔 했던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김아림 떡잎 알아본 SBI저축은행

김아림이 웃자 ‘SBI저축은행’도 활짝 웃었다. SBI저축은행 

SBI골프단 소속인 김 프로가 이번 우승으로 전 세계적 이목

을 끌면서, 그의 모자와 복장에 새겨진 SBI저축은행 로고도 

덩달아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승 후 인터뷰 등 각종 미디어 노출, 우승으로 이끈 경기 중

계영상, 과거 그의 연습 또는 경기 영상 ‘역주행’ 시청이 폭

발적으로 늘면서 메인스폰서 SBI저축은행의 브랜드 노출 효

과도 늘었다. 광고계 안팎에서는 김아림의 이번 US여자오픈 

우승으로 메인스폰서 SBI저축은행은 수백억원의 브랜드 마

케팅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SBI골프단은 지난 2012년부터 첫 후원·육성한 허윤경(30) 

선수가 2017년을 끝으로 하나금융골프단으로 자리를 옮기자, 

새롭게 후원할 프로선수를 찾아 나섰다.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이 준우승을 거뒀다. 고진영
은 에이미 올슨(미국)과 함께 공동 2위(2언더파 282
타)로 대회를 마쳤다. 5언더파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섰던 시부노 히나코(일본)는 3타를 잃고 4위(1언더
파 283타)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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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SBI골프단은 낮은 인지도와 저축은행이라는 비선호 이

미지, 후원금 규모 등 한계로 이미 유명해진 프로선수를 영입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SBI저축은행 SBI골프단은 아예 ‘루키’ 발굴·육성으로 방향

을 바꿨다. 신인 선수 중 경기 실력과 잠재력, 업계 안팎 평판 

등을 두루 검증해 발탁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신인 선수들은 

잠재력이 있어도 기업 스폰서 등 후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안

타깝게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BI골프단은 2018년 당시 신인 프로골퍼였던 김아림을 발굴

해 1년 간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새롭게 골프단에 영입했다. 

김아림은 당시 여성 신인 프로골퍼 중에서 175cm 장신이라는 

시원시원한 체구와 함께 ‘장타자’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경

기에 나서면 언제나 환한 눈웃음과 싱글벙글 ‘미소’를 띠고, 

만나는 사람마다 배꼽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굽히

는 ‘배꼽 인사’를 하는 모습도 호감을 샀다.

김아림이 SBI골프단과 첫 손을 잡고 SBI저축은행 로고를 달

고 뛴 첫 해인 2018년. 각종 경기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이며 

이른바 ‘포텐(잠재력)’이 터진 해였다. 당시 ‘두산 매치플레

이 챔피언십’ 결승에서 스타 선수 박인비(32)를 맞아 명승부

를 펼치며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

내며 유망주로 발돋움했다.

SBI저축은행은 2018년 10월 김아림의 KLPGA 대회 우승을 기

념해 개인당 가입금액 제한 없이 연 최고 3.2%(12개월 가입 

기준)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정기적금 특판을 300억원 한

도로 실시하기도 했다.

SBI저축은행은 2018년 말 김아림과 후원 계약 기간을 2020

년까지 2년 더 연장했다. 2년 더 SBI저축은행 로고를 달고 뛴 

김아림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드라이브샷 비거리 

1위(평균 259야드)를 차지한 호쾌한 장타력으로 수 많은 팬들

을 경기장으로 끌어모았다.

그러던 그가 이번에 LPGA(여자프로골프) 비회원이자 최저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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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림은 21일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LPGA 투어 진출을 공식

화했다. 김아림은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

스 골프클럽에서 끝난 US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내년부

터 LPGA 투어에서 뛸 자격을 얻었다.

김아림은 “LPGA 투어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대다. 이번 US

오픈에 참가하면서 훈련 환경이 매우 좋아서 여러모로 반할 

수밖에 없었다”며 “더 좋은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고 나의 골

프도 더욱 발전할 멋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럽게 기회가 온 만큼 신중하게 많은 부분을 고민

했다”며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많은 분의 도움과 지원이 있기에 최대한 잘 준비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차

근차근 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

아림은 “많은 것이 바뀔 것 같

다. 전담 매니저, 트레이너와 

캐디를 찾는 것부터 동계훈련 

계획, 첫 대회 출전 일정, 집을 

구하는 문제 등 생각해야 할 것

들이 참 많다”며 “매니지먼트

사와 상의해 대략적인 그림만 

그려 놓았고 앞으로 구체화하

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킹으로 US여자오픈에 참가해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우승 상금 100만 달러(약 11억원)를 거머쥐고 LPGA 투어 출전

권도 확보했다. 지난 1946년 창설한 US여자오픈은 세계 여자

골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전통 있는 대회로 꼽힌다. 명성만큼 

우승자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단박에 ‘스타

덤’에 오르게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이 무명 때부터 지원한 게 

이번에 확실히 빛을 보게 됐다”면서 “김아림의 우승으로 SBI

저축은행도 활짝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S여자오픈 챔피언 김아림, LPGA 투어 진출 결정

●US 여자 오픈 최종 순위	

	 순위	 선수	 					타수(1~4R)

	 1	 김아림(한국)	 -̀3	 281	(68-74-72-67)

	 2	 고진영(한국)	 -2	 282	(73-70-71-68)

	 	 에이미	올슨(미국)	 	 	 (67-72-71-72)

	 4	 시부노	히나코(일본)	 -1	 283	(68-67-74-74)

	 5	 메건	캉(미국)	 +1	 285	(70-69-74-72)

	 6	 박인비(한국)	 +2	 286	(71-72-75-68)

	 	 이정은6(한국)	 	 	 (73-69-73-71)

	 	 모리야	주타누간(태국)	 	 	 (68-72-72-74)

	 9	 아리야	주타누간(태국)	 +3	 287	(70-70-74-73)

	 	 케이틀린	팹(미국A)	 	 	 (71-68-74-74)

January 2021 | PAR GOLF&TRAVEL | 33

028-033 US오픈.indd   33 2020-12-29   오후 2:42:13



34 | PAR GOLF&TRAVEL | January 2021

Golf news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16일 전국 회원

사 골프장의 2020년-2021년 동절기 휴·개장 현황

을 조사한 결과 69개 골프장이 휴장 없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해외 골

프투어가 전멸하다시피한 반면 국내 수요가 늘어난 것이 이

유다.

그런 상황에서 55개 골프장은 짧게는 하루 이상 휴장한다. 10

일 이상 휴장하는 골프장도 35개나 된다. 22개 골프장은 1개

월 이상 문을 닫는다. 주로 강원도 등 북쪽 지역에 위치한 골

프장들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휴·개장 계획이 미정인 곳이 많고, 

폭설과 강추위 등 기상여건에 따라 휴·개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 골프장 이용시 해당 골프장에 

반드시 문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휴·개장 현황과 변

동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 휴장 없음(69개)  가야, 경주신라, 고창, 골드레이크, 광주, 구미, 

김포시사이드, 그랜드, 노벨, 노스팜, 뉴스프링빌, 대구, 동래베네

스트, 도고, 동부산, 드비치, 라비에벨, 라헨느, 롯데스카이힐 제주, 

롯데스카이힐김해, 롯데스카이힐부여, 마우나오션, 무등산, 발리오

스, 보라, 부곡, 부산, 블랙밸리, 블랙스톤제주, 비에이비스타, 서서

울, 세인트포, 세종에머슨, 센추리21, 수원, 스카이밸리, 실크리버, 

썬밸리, 썬힐, 안성, 양산, 양평TPC, 어등산, 에덴밸리, 에버리스, 

에이원, 에이치원클럽(옛 덕평), 엘리시안제주, 오션힐스영천, 우정

힐스, 울산, 유성, 은화삼, 이천마이다스, 이포, 인천국제, 인터불고, 

정산, 지산, 진주, 창원, 크라운, 파미힐스, 팔공, 플라자CC설악, 해

운대비치, 화성상록, 화순, 화순엘리체, 힐드로사이

■ 휴장 골프장(52개)  계룡대:1월 4일∼8일 곤지암:12월 14일∼2월 

15일 골드:1월 4일∼8일, 11일∼15일 골프클럽안성Q:12월 24일∼1월 

14일 금강:12월 21일∼31일, 1월 1일∼2월 15일(1월 2월 주말 개장·

주중 휴장, 2월 16일 정상 개장) 김해상록:12월 28일 남부:1월 4일∼

2월 4일 남여주:12월 21일∼31일 남촌:1월 1일∼2월 15일 뉴서울:2월 

1일∼15일 곤지암:12월 14일∼2월 15일 라데나:12월 25일∼1월 1일 

레이크사이드:1월 매주 월요일 휴장, 2월 1일·8일·12일 휴장 레

이크우드:1월 25일∼2월 8일 렉스필드:1월 1일∼2월 5일 무주덕유

산:12월 1일∼3월초 문경:1월 26일∼2월 3일 버치힐:12월 14일∼3월 

18일 블랙스톤이천:1월 1일∼30일 블루헤런:12월 24일∼2월 5일 서

산수:1월 12일∼28일 세라지오:1월 1일∼29일 세종필드:1월 4일∼18

일 솔모로:12월 31일, 1월 1일, 1월 18일∼22일, 2월 11일∼12일 아난

티코드서울:12월 21일∼2월 24일 알펜시아:12월 14일∼3월 11일 양

주:1월 1일, 12월∼2월까지 매주 월요일 휴장 에딘버러, 웰링턴:1월 

1일 에머슨:1월 1일∼31일 여주:12월 14일∼1월 31일 용평:11월 23일

∼3월 25일

이스트밸리:1월 18일∼2월 19일 잭니클라우스:12월 28일∼2월 4일 

제이드팰리스:12월 21일-2월 26일 제일:1월 2일∼29일 중문:1월 18

일 중부:12월 28일∼1월 28일 캐슬렉스서울:1월 4일∼8일, 11일∼15

일 코리아:1월 18일∼22일, 25일∼29일 크리스탈밸리:1월 1일∼2월 

25일 클럽모우:1월 1일∼14일, 1월 15일 이후 금·토·일 개장 프

린세스:1월 18일∼27일 플라자CC용인:1월 4일 핀크스:1월 11일∼14

일·18일∼21일 한성:1월 4일∼15일 한양:1월 11일∼20일

한원:1월 4일∼8일 해비치(서울):12월 14일∼2월 26일 해슬리나인브

릿지:1월 1일∼2월 25일

화산:1월 25일∼2월 5일

■ 기타 휴장(3개)  뉴코리아, 신원:1월 월요 휴장 태광:12월부터 2월

까지 매주 월요일 휴장

■ 미정(4개사)  블루원용인, 윈체스트, 티클라우드, 프리스틴밸리  

국내 69개 골프장 동절기에도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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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를 탐험하라
싱가포르를 여행한다는 것은 곧 도시를 여

행한다는 것이다. 1965년 독립을 맞은 싱가

포르는 약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철저한 계

획 아래 조성된 ‘도시 국가’다. 좁은 섬 면

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 공은 싱가

포르의 상징적인 그림을 만들어냈다. 30년

간의 바다 매립 프로젝트 끝에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라는 거대한 랜드마

크가 탄생했고, 오염된 강의 부두였던 클락

키(Clarke Quay) 일대는 대대적인 정화작업

을 거쳐 밤 문화의 성지로 거듭났다. 강변을 

따라 빽빽하게 솟은 마천루들은 낮이나 밤

이나, 싱가포르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장

관이다.

그러나 이는 밑그림에 불과하다. 중국, 말레

이, 인도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

진 싱가포르는 그 어느 여행지보다도 다채

롭다. 이슬람 모스크와 중국 홍등, 인도 레

스토랑이 한곳에 모인 장면은 오직 싱가포

르에만 있다. 영국 식민지배의 흔적도 곳곳

에 남았다. 콜로니얼 양식의 이국적인 박물

관과 옛 영국 군부대 건물이 갤러리로 변신

한 현장을 봄에 앞서, 영어가 공용어라는 사

실만으로도. 이번엔 싱가포르를 초록색으로 

한 번 연상해 보자. ‘City in Garden’이라는 

도시계획 정책에 따라 심어진 나무와 꽃, 공

원, 건물 옥상에 꾸린 정원만도 여러 개다. 

도심에서 30~4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푸

른색은 더욱 짙어진다. 단언컨대, 싱가포르

로는 상상하지 못했을 울창한 열대우림과 

습지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도시, 건축, 역사, 문화, 자연. 그러니까 이 

모든 명사들에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탐험

Explore’은 싱가포르와 더없이 어울리는 동

사다. 앞으로 소개될 장소에 따라 ‘걷다, 듣

다, 보다, 만지다, 느끼다, 만나다, 경험하다, 

만끽하다’ 정도로 바꿔 해석해도 좋다.

싱가포르를 탐험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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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싱가포르의 도시를 누비다

누구나 다 가는 곳은 식상하다 느끼는 당신일지라도 한 번쯤은, 

싱가포르의 도시를 샅샅이 누벼 보길 바란다. 두툼한 범선이 옥상에 떠 

있는 듯한 5성급 호텔, 두리안처럼 생긴 공연장과 도심 한 가운데 활짝 

만개한 연꽃 모양의 박물관까지. 싱가포르의 랜드 마크는 그 어느 하나 

독특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말이다. 도시 여행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해가 어둑하게 질 때쯤 싱가포르 강변을 천천히 거닐어 보자.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는 싱가포르의 야경은 부지런히 흐른 당신의 낮 시간을 

황홀하게 보상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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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베이 샌즈 Marina Bay Sands

마리나 베이 샌즈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종합 리조트다. 3

개의 빌딩이 두툼한 범선을 이고 있는 독특한 외관 덕분에 여

행자들의 사진 속 단골손님으로 등장한다. 지하 3층부터 지

상 57층, 총 2,561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 레스토

랑, 명품 브랜드 등이 입점한 거대한 규모의 쇼핑몰을 갖추고 

있다. 호텔 최상층에는 축구장 면적 약 2배 크기(1만2408㎡)

에 달하는 공중정원, 스카이파크Skypark가 자리한다. 스카이

파크에 위치한 인피니티 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영장으

로, 늦은 밤 마천루에서 쏟아지는 조명을 등대 삼아 수영을 

즐기기 제격이다.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Art Science Museum

무채색 콘크리트 정글 속 활짝 피어난 한 송이의 연꽃을 연상

시키는 외관이다.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은 예술과 과학을 감

각적으로 융합시킨 전시관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모세 샤프

티(Moshe Safdie)’가 설계한 이곳은 지상에서 10m 가량 떠 있

는 10개의 꽃잎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여

행객들을 환영하는 손을 상징한다. 총 3층으로 구성된 내부

에서는 국제적인 주요 순회 전시회가 끊임없이 개최된다.

벽면 가득 빛의 폭포가 쏟아지는 등 감각적이면서 독특한 전

시도 여럿이다.

January 2021 | PAR GOLF&TRAVEL | 37

035-050 싱가포르(오리꼬미).indd   37 2020-12-29   오후 2:33:50



리버 크루즈  River Cruise 

둥실거리며 싱가포르의 마천루를 감상해 보자. 리버 크

루즈는 19세기 싱가포르에서 짐을 운반하던 투박한 나

룻배를 재현했다. 남부 센트럴에서부터 바다로 흘러가

는 싱가포르강을 따라 약 40분간 유람하며 유명 관광

지들을 모두 거친다. 클락키에서 리버 크루즈를 승선한 

뒤 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리드 브리지, 풀러턴 베

이 호텔, 머라이언 파크, 마리나 베이 샌즈, 에스플러네

이드 등 총 8군데 탑승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선이 가

능하다. 단 모든 코스는 클락키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승차 위치에 따라 투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차임스  Chijmes

19세기 건물이 감각적인 다이닝 플레이스로 거듭났다. 

차임스는 1840년 초반 유명 건축가였던 조지 콜만이 지

은 콜드웰 하우스Caldwell House를 1850년대 한 프랑스 

신부가 여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사들인 이후 학교, 고

아원과 수도원 등으로 사용됐던 건물이다. 1854년 세워

졌던 가톨릭 여학교‘Convent of the Holy Infant Jesus’

를 줄여 ‘차임스’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트렌디한 레스

토랑과 바, 카페들이 모인 다이닝 공간으로 통한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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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틱한 분위기 덕에 웨딩 장소로도 인기다. 정원에 깔린 

잔디와 대리석 분수는 커플 촬영 장소로, 화려한 스테인

드글라스가 장식된 차임스 홀은 웨딩 장소로 사용된다. 

기왕 차임스에 갈 거라면 낮보다는 밤이다. 해가 질 때

쯤, 수천 개의 주황빛 전구가 삼삼오오 불을 밝힌다.

싱가포르 로컬 음식뿐 아니라 지중해, 멕시코 등 세계 음

식을 캐주얼하게, 고풍스러운 고딕 건물에서 즐길 수 있

다.

길먼 배럭스  Gillman Barracks

과거 싱가포르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당시 사용했던 영국

군의 막사를 갤러리 지구로 조성한 현대미술단지다. 영

국에서 유명한 장군이었던 웹 길먼의 이름을 본 따지었

다. 현재 이곳에는 총 15개의 갤러리와 리서치 센터, 창

의적인 놀이 공간인 플레이엄,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카

페 등이 자리한다. 모든 갤러리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

나, 플레이엄은 아이 1명당 20SGD의 입장료가 부과된

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걸쳐 깔끔하지만, 곳곳에서 

빈티지한 감성이 느껴진다. 구역마다 저마다 다른 스타

일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 다채로운 예술적 취향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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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싱가포르의 역사를 만나다
싱가포르의 지난 시간은 역동적이다.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14세기 

무역항으로 떠오른 싱가포르는 유럽 열강들의 수차례 지배를 받아야 했다. 

16세기 포르투갈, 17세기 네덜란드, 1819년부터 시작된 영국 식민 시대를 거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약 3년간 일본의 점령을 당했다. 이후 1963년부터 

말레이시아 연방에 속해 있던 싱가포르는 1965년 비로소 독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면모로 숨가쁘게 성장했다.

그래서 싱가포르 역사를 마주한다는 것은 어쩌면, 전 세계를 만나는 일과 같다. 

유럽식 돔의 웅장한 박물관에서 아시아 문화간의 연결 고리를 찾는 일, 

다방면에서 영국이 미친 영향과 전쟁의 상흔을 더듬는 일. 싱가포르의 

역사만큼이나, 여행자의 시간은 역동적이고 또 상상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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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of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콜로니얼 스타일로 지

어진 돔,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층에 걸친 웅장한 화

이트톤 건물 자체만으로도 볼 만하다. 현재의 빅토리아 홀 

자리에 있던 래플스 도서관과 박물관이 리노베이션을 거쳐 

1887년 지금의 위치로 이동했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서는 14세기경부터 식민지배와 독

립,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사진과 그림, 신문기사,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

현한 조형물 등 다각도로 접근한 감각적인 전시들에 감상

이 전혀 지루하지 않다. 전시에 따라 무료로 볼 수 있는 것

들도 있다. 이외에도 영화와 음악 공연, 나이트 페스티벌, 

키즈 프로그램 등 1년 내내 각종 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래플스 상륙지  Raffles Landing Site

싱가포르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탬포드 래플스 경

(Sir.Thomas Stamford Bingley Raffles, 1781~1826)이 1819년 

1월28일 처음 싱가포르에 발을 디딘 장소를 기념해 동상을 

세웠다. 빅토리아홀과 엠프레스 플레이스에 각각 하나씩 

동상이 있는데, 2개 중 빅토리아 홀 앞에 있는 동상이 1887

년 만들어진 원본이다. 지도에 ‘래플스 상륙지’로 검색하면 

나오는 엠프레스 플레이스의 동상은 1969년, 싱가포르 건

국 150주년을 맞이해 원본을 본떠 만든 것. 청동으로 만들

어진 원본과 달리 폴리마블 소재를 사용했다. 보트키 강변

을 따라 솟은 고층건물을 배경으로 한 래플스 동상은 싱가

포르의상징적인 포토스폿이다.

싱가포르 우표박물관  Singapore Philatelic Museum

오직 우표에 의한, 우표를 위한 박물관이다. 1995년 8월, 동

남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문을 연 싱가포르 우표박물관은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우표, 편지지, 편지 봉

투, 우체통등 각종 우편 소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 

우표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1차원적으로 우표

를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각 우표가 발행된 시대의 

상황, 문화,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풀어낸 점과 소리

가 들리거나 향기가 나는 우표등 공감각적인 쇼케이스가 

이색적이다. 관람을 마친 후, 그 순간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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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문명 박물관  Asian Civilisations Museum

아시아 각지의 사람들이 정착한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박물관이다.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각국의 유물과 미술작품 등을 볼 

수 있으며, 다른 박물관에 없는 ‘싱가포르의 고대 문

물’을 감상할 수 있다. 1~3층에서 진행되는 상설 전시

들 외에 1998년 당나라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을 전

시한 ‘TANG SHIPWRECK’과 같은 특별 전시도 열리고 

있다. 매일 1시간가량의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는데, 한

국어 박물관 하이라이트 투어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30분에 박물관 로비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면 모바일 앱 ‘ACMSG: 

Asian CivilisationsMuseum Singapore’를 설치해 작품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튠과 구글

플레이 모두 지원한다.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던아트 갤러리다. 총 

21개의 섹션에 상시 혹은 스페셜 형태로 전시하는 작

품이 무려 8,000~1만점이나 되니 찬찬히 돌아보려면 

3~4시간 정도는 족히 걸린다. 규모도 규모지만 건물 

구조가 매우 독특하다.

이전 싱가포르 대법원과 시청을 이어 만든 건물로, 

약 10년 동안의 리노베이션을 거쳐 2015년 11월 갤러

리로 오픈했다. 서로 다른 두 건물을 이어 붙인 흔적

은 코트 홀과 시티 홀 사이의 복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에서 체감할 수 있다.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공간

이 아니다. 카페, 레스토랑, 기념품 숍, 스카이라운

지 등 꼭 작품 감상이 아니더라도 가고 싶은 복합 문

화공간에 가깝다. 특히 6층 루프톱에서 내다보는 전

망이 압권이다. 저 멀리 강 너머 싱가포르 플라이어

Singapore Flyer와 마리나 베이 샌즈까지 탁 트인 뷰

를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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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싱가포르의 문화를 경험하다
싱가포르에는 ‘로작Rojak’이란 것이 있다. 채소와 과일, 때로는 해산물 

등을 넣고 칠리 등 각종 소스를 섞어 만드는 현지음식이다. 그러나 

로작은 꼭 음식에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다. 74% 중국, 13% 말레이, 9% 

인도와 나머지 기타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싱가포르는 그 자체로 

로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은 아주 새로운 

문화를 낳기도 한다. 중국인과 말레이인의 혼혈 후손들인 ‘페라나칸’은 

그 어느 민족과는 또 다른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다.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캄퐁 글램과 페라나칸 하우스까지 차례로 지나다 보면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른 세상처럼 느껴진다. 싱가포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강한 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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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  Chinatown Heritage Centre

싱가포르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터전

인 차이나타운은 낮보다 밤이 빛난다. 해 진 후 홍등에 하나 

둘 불이 들어오면 파고다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장식품, 먹거

리 등을 파는 상점들이 하나둘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파고다 스트리트 만큼이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는 ‘먹자

골목’으로 통하는 스미스 스트리트Smith Street다. 중국식 오

리 요리부터 꼬치구이 사테Satay까지 가지각색 음식들이 시

각과 후각을 자극한다. 파고다 스트리트 건너편에 있는 사우

스 브리지로드 뒤쪽 분위기는 또 사뭇 다르다. 안시앙 로드와 

클럽 스트리트에는 오랜 건물을 개조해 만든 트렌디한 레스

토랑과 바, 부티크 호텔이 즐비하다.

리틀 인디아  Little India

19세기 초 영국이 싱가포르를 지배할 당시, 또 다른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노동자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해 정착하며 

형성됐다. 중심 거리인 세랑군 로드Serangoon Road를 따라 

힌두 사원, 인도 의상인 사리Sari와 향신료를 파는 가게, 커

리와 탄두리 치킨 등을 메뉴로 한 인도 레스토랑이 오밀조밀 

모여있다. '리틀' 인디아는 크진 않지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

하다. 빨갛고 노란 꽃과 과일을 잔뜩 내 놓은 조그마한 상점

들과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는 현지인들을 보면 정말 인

도에 온 것만 같다. 리틀 인디아에 있는 24시간 쇼핑몰 무스

타파 센터Mustafa Centre는 타이거 밤, 히말라야 크림과 같은 

기념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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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퐁 글램  Kampong Glam

차이나타운이 중국인, 리틀 인디아가 인도인들의 터전이라면

캄퐁 글램은 말레이인들의 구역이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말레이계 귀족들이 살던 동네였던 캄퐁 글램은 1822

년, ‘래플스 타운 플랜Raffles Town Plan’에 의해 민족별로 

지역이 나뉘면서 술탄 후세인 샤아Sultan Hussain Shah를 포

함한 무슬림 및 아랍인들에게 배정됐다(p22 참조). 쭉쭉 뻗은 

야자수 끝에 술탄 모스크가 보이는 부소라 스트리트Bussorah 

Street와 아랍 스트리트Arab Street 모두 걷기 좋은 가까운 거

리에 모여 있다.

주 치앗/카통  Joo Chiat/Katong

일반적으로 ‘페라나칸Peranakan’은 중국인과 말레이인의 혼

혈 후손들을 의미한다. 15세기부터 싱가포르로 이주하기 시

작한 중국인들이 토착 말레이인들과 결혼하며 오늘날의 페라

나칸 문화를 낳았다. 주 치앗/카통은 페라나칸 문화를 가장 

가까이, 흠뻑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1층은 상점, 2층은 집으

로 사용하는 페라나칸의 전통 가옥 ‘숍하우스Shophouse(페

라나칸 하우스)’가 주치앗 로드Joo Chiat Road와 쿤셍 로드

Koon Seng Road를 중심으로 죽 늘어서 있는데 은은한 파스

텔 톤과 유려한 꽃 장식에 카메라가 분주해진다. 미식을 좇는 

여행자에게도 주 치앗/카통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코코넛 우

유가 들어간 쌀국수 ‘카통 락사Katong Laksa’를 비롯해 베트

남, 중국 식당 등 맛집들이 여기저기 자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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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싱가포르의 자연을 느끼다
도시를 여행하다 이미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다. 전망대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적이 

한 번쯤 있다면 더욱이나. 싱가포르는 생각보다 푸르다. 1960년대부터 도시 계획에 따라 

곳곳에 정원, 해안 공원, 트레킹 코스 등을 조성해 온 덕분이다. 단순히 정원 도시Garden 

City가 아니라, 아예 ‘정원 속의 도시City in a Garden’로 만들겠다는 것이 싱가포르의 

야망이다. 그리고 그 뒤엔 ‘굳이 몇 시간씩 차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실한 전제가 깔려 

있다. 쇼핑몰에서 나오면 곧바로 초록 정원이 펼쳐진다거나, 집 앞 호수를 바라보며 요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다. 무인도 같은 조용한 섬에서 숲길을 걷고 아무도 없는 

습지에서 철새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일조차, 호텔에서 차로 1시간 정도면 가능하다.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Singapore Botanic Gardens

무려 82만 평방미터 규모의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식물원이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015년) 식물원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로컬 식물종 외에도 세계 각지의 

수많은 식물들을 진저가든, 힐링 가든 등등 테마에 맞게 분류해 놓았다. 

싱가포르의 국화인 ‘반다 미스 조아킴’도 자라고 있다. 거대한 규모 탓에 

한 번에 다 둘러보긴 힘들다. 4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목적지를 정하고 가

까운 게이트로 들어가 길을 찾는 편이 현명하다.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

는 난초만을 모아놓은 ‘내셔널 오키드 가든’. 1,000여 종의 난초를 비롯해 

2,000여 종의 하이브리드종을 볼 수 있다. 연인과 함께라면 ‘어퍼 링 로

드’을 꼭 지나자. 나무 사이에 둘러싸인 그림 같은 산책로는 싱가포르 커

플들이 즐겨 찾는 스냅샷 촬영 명소 중 하나다.

차이니즈 가든   Chinese Garden

여행자보다는 로컬들이 찾는 장소다.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이나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비해 매우 한적한 분위기다. 이름그대로 중국식 정원을 

본떠 만들 어졌다. 타이완 출신 건축가 유엔 첸 유가 과거 중국 북쪽 지방 

황실 스타일로 조경을 꾸몄다. 층층이 쌓인 파고다와 호수를 지나는 아치

형 다리 등 빨간색이 많이 쓰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얀색이 바탕이라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난다. 재패니즈 가든과 다리 하나로 바로 연

결돼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고,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60종 이상의 거

북이가 살고 있는 ‘거북이 박물관’에 들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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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스 바이 더 베이  Gardens by the Bay

멀라이언 만큼이나 유명한 싱가포르의 상징, ‘슈

퍼트리 그로브(이하 슈퍼트리)’가 있는 곳이다. 베

이 이스트Bay East, 베이 사우스, 베이 센트럴, 크

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슈퍼트리를 포함

한 대부분의 볼 거리는 베이 사우스에 모여 있다. 

거대한 돔 안에 각종 지중해성 꽃과 나무가 심어진 

‘플라워 돔Flower Dome’,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폭포가 있는 ‘클라우드 포레스트Cloud Forest’가 대

표적인 볼 거리다. 물론 가장 인기가 많은 어트랙

션은 슈퍼트리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에 나올 것

만 같은 미래적인 이 나무조형물은 빗물을 저장하

고 열을 흡수하는 등 실제 나무의 역할을 한다. 노

래에 맞춰 슈퍼트리 조명에 불이 들어오는 ‘가든 

랩소디Garden Rhapsody 쇼’도 매일 밤 열린다. 나

무와 나무 사이를 상공 22m 높이에서 이은 ‘OCBC 

스카이웨이OCBC Skyway’를 걸어 보는 것은 슈퍼

트리를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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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토사섬  Sentosa Island

싱가포르를 찾는 여행자라면 한 번쯤은 꼭 들르는 대표 휴양

지다. 과거 영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다 1972년부터 본격적

으로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

포르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 아쿠아리움, 레스토랑과 스파, 골

프 코스, 스카이라인 루지까지 레저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이 

있다. 휴양에서 바다가 빠질 순 없다. 실로소 비치, 팔라완 비

치, 탄종 비치까지 센토사섬의 가장자리를 따라 펼쳐진 3개

의 해변은 저마다 다른 분위기라 취향에 따라 골라 가는 재미

가 있다. 센토사는 말레이어로 ‘평화롭고 고요하다’는 의미

다.

마리나 배라지  Marina Barrage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응용까지 완벽한 사례다. 마리나 해협

을 가로지르는 350m 가량의 댐인 마리나 배라지는 바다와 싱

가포르강 사이를 막아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이라는 댐의 기본

적인 기능을 한다. 여기에 건축과 예술, 라이프스타일의 요

소가 가미됐다. 9개의 수문 위에 다리를 놓아 산책로를 조성

했고 마리나 배라지의 3층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피크닉 장소

로 만들었다. 2층에는 싱가포르의 지속가능 개발을 주제로 한 

‘서스테이너블 싱가포르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에는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분수대 광장을 설치했다. 마리나 배

라지를 방문할 최적의 시간은 단연 해 질 녘이다. 간단한 간식

거리와 돗자리를 들고 3층 루프톱으로 향해 보자. 마리나 베

이 샌즈,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까지. 이모든 싱가포

르가 서서히 석양에 물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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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에 품격과 가치를 더하다  - ALAROSSA 

서울국제와인품평회 GOLD메달획득
제이와인에서 수입하고있는 ALAROSSA는 2017년 11월 SIWC(서울국제

와인품평회)에서 당당히 GOLD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총 11개 국가에

서 166종의 와인이 출품되었으며, 와인 전문가를 비롯하여 실제 와인을 

소비하는 와인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단의 엄격

한 심사를 거쳐 레드와인 부문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와인 주식회사 /  www.jyine.com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95길 27 영창빌딩 3층
Tel  : 02-2139-8193 Fax: 02-2139-8119

제아와인 광고와 기사.indd   104 2018-04-30   오후 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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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호블란, 10개월 만에 통산 2승

PGA Tournament /  마야코바 클래식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0년 마지막 대회 마야코바 클래식(총상금 720만달러)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차지했다.

호블란은 지난 12월 7일(한국시간)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의 엘 카멜레온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버디 7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6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4타를 적어낸 호블란은 애런 와이즈(19언더파 275타)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역전 우승했다.

감격적인 첫 우승을 차지한 뒤 10개월 만에 

다시 승수를 추가했다. 2020년 미국프로골

프(PGA) 투어 마지막 정규 대회의 주인공은 빅

토르 호블란(23·노르웨이)이었다.

호블란은 지난 12월 7일(한국시간) 멕시코 플라

야 델 카르멘의 엘 카멜레온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마야코바 클래식(총상금 720만 달러·77억

9000만 원)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타를 줄였다. 나흘간 합계 20언더파 264

타를 치며 에런 와이즈(미국·19언더파)를 1타 

차로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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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호블란, 10개월 만에 통산 2승

극적인 우승이었다. 와이즈가 19언더파 공동 선두로 먼저 경

기를 마친 뒤 호블란은 18번(파4) 홀에서 약 4m 가량의 버디 

기회를 잡았다. 성공하면 우승, 파로 마무리하면 연장 승부

를 펼쳐야 하는 상황. 호블란의 퍼트는 결국 홀컵으로 떨어

졌다. 지난 2월 푸에르토리코 오픈에 이어 PGA 투어 통산 2

승을 수확하며 우승 상금 129만6000달러(14억 원)를 손에 넣

었다.

2018년 노르웨이 출신으로는 최초로 US아마추어챔피언십

을 제패하는 등 아마추어 시절 남다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뒤 프로에 와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호블란은 “마지

막 순간에 너무 긴장해 손까지 떨었다”며 “심한 압박감 속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

다”고 기뻐했다. 앞선 두 차례 이 대회에서 두 번 모두 컷 통

과에 실패했던 그는 “마야코바 클래식 첫 출전 당시 보다 (오

늘) 18번 홀 퍼팅이 더 긴장됐다”며 “앞선 두 번의 컷 탈락을 

복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호블란과 와이즈에 이어 애덤 롱, 톰 호기(이상 미국)가 17언

더파로 공동 3위에 자리했고, 해리스 잉글리시(미국) 등 3명

이 16언더파 공동 5위로 그 뒤를 이었다. 우승 후보로 꼽혔

던 저스틴 토마스(미국)는 2타를 줄이는데 그쳐 공동 12위(14

언더파)로 밀렸다.

강성훈(33)은 마지막 날 4타를 줄여 최종합계 8언더파 37위

에 오르며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올해 만 

50세가 된 뒤 시니어무대인 챔피언스투어와 정규투어를 병

행하고 있는 최경주(50)는 5언더파 공동 46위에 이름을 올렸

다. 2020~2021시즌 첫 컷 통과이자 시즌 최고 성적. 이경훈

은 3언더파 공동 59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마야코바 클래식으로 2020년 정규 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한 PGA 투어는 1월 7일부터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센트리 토

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로 재개된다. 

052-053 마야코바골프클래식.indd   53 2020-12-29   오후 2:57:06



54 | PAR GOLF&TRAVEL | January 2021

박인비 - 유소연, 스탠포드에 아쉬운 역전패

LPGA Tournament / 발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

스탠포드가 13번홀과 14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사이 고진영은 더블 보기를 범해 스탠포드가 2타차 선두로 올라섰다. 박인비는 14번홀에서 

버디로 1타차 추격에 나섰으나 스탠포드가 16, 17번홀 연속 버디를 잡아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낸 스탠포드는 

박인비에 2타차 앞선 선두로 경기를 마쳤고, 박인비는 마지막 2홀에서 파로 마무리해 스탠포드의 우승이 확정됐다.

'골프 여제' 박인비(32·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

프(LPGA)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

식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박인비는 지난 12월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더 콜로니

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6517야드)에서 열린 VOA 

클래식(총상금 175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

기 2개를 맞바꿔 1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이후 7주 만에 복귀한 박인비는 

합계 5언더파 279타를 적어내며 합계 7언더파 277타를 기록

한 안젤라 스탠포드(43·미국)에 밀려 공동 2위에 자리했다. 

유소연(30·메디힐), 재미교포 노예림(미국)도 박인비와 어

깨를 나란히 하며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강풍을 뚫어낸 스탠포드는 LPGA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스탠포드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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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비 - 유소연, 스탠포드에 아쉬운 역전패 9월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이후 2년 3개월 여 

만에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스탠포드는 우승 상금 26만2500달러(약 2억8500만원)를 

받았다.

LPGA 통산 21승을 노렸던 박인비는 마지막 날 4타를 줄

인 스탠포드의 기세에 밀려 아쉽게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스탠포드는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3개로 리

더보드 최상단에 자리했다.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25·솔레어)은 합계 4언더파 

280타로 단독 5위에 올랐다.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박인비는 1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주춤했다.

하지만 곧바로 감을 잡은 박인비는 4번홀(파4) 버디에 이

어 6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올

랐다.

그 사이 스탠포드도 4번홀(파4) 보기 이후 6~8번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며 박인비, 고진영과 함께 선두 경쟁에 나

섰다.

선수들이 강풍에 고전하는 사이 후반 들어 스탠포드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다.

박인비가 12번홀(파4) 보기 이후 14번홀(파4) 버디로 만

회했지만, 스탠포드도 13~14번홀 연속 버디와 16번홀(파

3) 버디를 추가하며 2타 차로 달아났다.

기세를 탄 스탠포드는 곧바로 17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

아내며 2위권과의 격차를 벌렸다. 결국 스탠포드는 리드

를 잘 지켜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10개월 만에 LPGA 투어에 복귀한 유소연은 마지막 날 버

디 1개를 추가하며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17번홀까지 버디 없이 파 세이브 행진을 펼치던 유소연

은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비로소 웃었

다.

고진영은 이날 버디 3개와 더블보기 1개를 맞바꾸며 5위

에 올랐다.

코로나19 이후 1년 만에 복귀한 뒤 2번째 대회를 치른 고

진영은 한 때 공동선두에 오르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14

번홀(파4)에서 나온 더블보기가 뼈아팠다.

13번홀까지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기록하고 있던 고진영

은 14번홀에서 어프로치 샷 미스가 나오며 흔들렸고, 보

기 퍼트까지 빗나가며 더블보기를 적어냈다.

이 밖에 이정은6(24·대방건설)가 공동 16위(1오버파 285

타), 박성현(27·솔레어)이 공동 33위(5오버파 289타)에 

랭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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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메이드 골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성 

골퍼 시장과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골퍼들에게 ‘스타

일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The New SIM-

GLOIRE(더 뉴 심글로리)’를 출시했다.

테일러메이드의 프리미엄 모델인 ‘GLOIRE(글로리) 시리즈’

는 2012년 처음 시장에 선보인 뒤 2018년 부드러움과 비거리 

성능,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 ‘M글로리’에 이어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겸비한 프리미엄 라인 SIM- GLOIRE(심글로리)

로 한 층 업그레이됐다.

2018년 M글로리가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결합했다면, 

2020년 SIM글로리는 SIM MAX에 장착된 비대칭 솔 디자인

과 이너시아 제너레이터(Inertia Generator/관용성 발생기), 

스피드 인젝션, 트위스트페이스 등 SIM 시리즈의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했다.

SIM 글로리 드라이버는 심 맥스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공

기역학적인 크라운과 재 설계된 솔 디자인으로 다운스윙 시 

저항을 없애 더 빠른 헤드 스피드를 제공한다. SIM글로리 페

어웨이우드와 레스큐는 낮고 정밀하게 재배치된 무게중심으

로 더 강력한 탄도를 가능토록 했고, 트위스트 페이스와 결

합해 정확한 비거리까지 제공한다. SIM글로리 아이언의 고

급스러운 헤드 모양과 관통형 스피드 포켓은 아이언의 관용

성을 높였고, 페이스 하단의 미스샷에 대하여 비거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테일러메이드는 연말연시에 맞춰 SIM GLOIRE(심 글로리)를 

출시하면서 우드 세트(드라이버 포함) 또는 아이언 세트 구매 

시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숙박권과 더불어 테일러메이드 토드백, 스와로브

스키 큐빅 볼마커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자세한 사

항은 테일러메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여성들을 위한 ‘더 뉴 SIM GLOIRE’ 출시

Hot Equipment Taylormade / 더 뉴 SIM GL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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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tour

유러피언투어는 지난 12월 16일(한

국시간) 내년에 총상금을 800만 

달러로 올린 롤렉스 시리즈 4개를 포

함해 24개국에서 42개의 대회를 개최

한다고 발표했다. 유러피언투어는 올

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오랜 전통을 

가진 디오픈을 포함해 23개의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하지만 신설되

는 대회 등으로 38개를 개최했다. 내

년은 올해 취소된 대회 중에 18개가 

열릴 예정이다.

롤렉스 시리즈는 올해 7개에서 3개가 줄었지만 대신 상금액을 올

려서 흥행을 높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열리는 대회는 다음달 21

일부터 나흘간 아랍에미리트연방(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첫 

번째 롤렉스 시리즈인 아부다비HSBC챔피언십이다. 올해보다 총상

금은 100만 달러가 늘어난 800만 달러로 개최된다. 로리 매킬로이

(북아일랜드), 저스틴 토마스(미국) 등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아

메리칸익스프레스를 마다하고 출전한다.

롤렉스 시리즈의 두 번째 대회는 7월 8일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열

리는 ASI스코티시오픈이고, 9월9일부터 영국 웬트워스에서 열리는 

플랙십 이벤트 BMW PGA챔피언십과 시즌 최종전인 DP월드투어

챔피언십으로 마무리된다. 세 개의 롤렉스 시리즈에는 월드골프챔

피언십(WGC)대회와 같은 8천점의 레이스투두바이(R2D) 포인트를 

부여한다.

2020년 유러피언투어 DP월드 최종전은 지난주 매튜 피츠패트릭

의 우승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1월18일부터 UAE 두바이 주메이라골프장에서 열리는 최종

전은 올해보다 총상금액이 100만 달러 인상된 900만 달러로 개최

한다. 게다가 메이저 대회에 부여하는 R2D 배점보다 2천포인트가 

높은 1만2천포인트를 준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300만 달러로 세계에서 열리는 

골프 대회 상금 중에는 가장 높다.

이밖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신설된 지

난해 7~8월의 ‘UK스윙’ 시리즈 상금액

들이 각각 인상되었다. 또한 7월29일부

터 8월1일까지 열리는 UK스윙의 두 번째 

대회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와

의 공동 주관하는 남녀 혼성 대회다. 이 

기간은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골프가 열

리는 시기와 겹친다.

또한 지난해 6월10일부터 스웨덴에서 열리는 스칸디나비안믹스드 

역시 총상금 100만 유로로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과 핸릭 스

텐손이 공동 주관하는 남녀 혼성 대회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첫 대회가 연기됐다.

지난해 4월15일부터 2주간 스페인에서 총상금 150만 유로 규모로 

테네리피오픈, 그랜카나리아오픈이 신설되었다. 덴마크에서는 5월 

마지막주에 메이드인힘머렌드가 역시 150만 유로 규모로 열리는 

등 유럽 각국을 순회하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 대신 올해 사이

프러스에서 신설된 두 개 대회는 내년에 열리지 않는다.

키스 펠리 유러피언투어 CEO는 “내년 시즌이 전 세계를 통해 개

최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내년은 ‘모든 주간이 중요

하다’를 슬로건으로 혁신적인 운영을 통해 모든 대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72년 영국의 경계를 벗어나 유럽으로 확대된 이 투어는 여러 나

라를 옮겨다니는 것이 특징인만큼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대회

들은 한 국가에서 두어 개를 연달아 개최하거나 이동 거리를 최

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대회가 개최되도록 목표를 삼고 있다. 최근 

발표된 PGA투어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중계권 

등에서 유럽 투어의 상품성을 점차 넓혀나가기로 했다.  

유러피언투어, 2021년 42개 대회 개최 발표
50주년이 되는 유러피언투어가 2021시즌에 총 42개 대회로 열린다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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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고진영, 시즌 최종전 ‘우승’

LPGA Tournament /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고진영은 지난 12월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2020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고진영은 공동 2위 김세영과 해나 그린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고진영은 지난해 8월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투어 통산 7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 110만 달러(약 12억원)다. 이로써 고진영은 시즌 상금 166만 7925 달러를 벌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금왕이 됐다.

12~14번 홀에서 3연속 버디로 승부를 갈랐다. 최종 라운드

에서만 버디 7개, 보기 1개로 6타를 줄인 고진영은 합계 18언

더파로 우승했다. 김세영(13언더파)을 5타 차로 따돌렸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 상금은 여자 골프 사상 최다인 150

만 달러였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대회 규모가 축소됐다. 

그래도 LPGA 투어 대회 중 시즌 최다 우승 상금(110만 달

러·12억1000만원)이 걸렸다. 우승으로 ‘잭폿’을 터뜨린 덕

분에, 고진영은 2년 연속 LPGA 투어 상금왕을 차지했다. 

그는 시즌 막판 4개 대회만 출전해 166만7925 달러(약 18억

3000만원)를 벌었다. 15일 US여자오픈 준우승으로 받은 48

여자 골프 세계 1위 고진영(25)이 미국 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2020시즌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몇 대회 출전하지 않고도 가장 많은 상금의 주인공이 됐다. 

마지막에 웃은, 그야말로 승자였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

수선했던 시즌이었지만 한국 여자 골프는 변함없이 강했다.

지난 12월 21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

론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

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고진영은 톱 랭커다운 경기력

을 뽐냈다. 고진영은 지난 시즌 우승자이자 세계 2위 김세

영(27)에 1타 뒤진 2위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했다. 고진영은 

고진영은 “미국에 갈 때만 해도 최종전에 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은

 CME 글로브 레이스 상위 70위 안에 들어야 출전할 수 있었다. 복귀 후 두 대회를 치른 뒤 105위였다. 최종전 출전이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US여자오픈 준우승으로 45위로 뛰어올랐고 최종전 출전 자격을 얻었다. 최종전 우승으로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고
진영은 톱 랭커다운 경기력을 뽐냈
다. 고진영은 지난 시즌 우승자이자 
세계 2위 김세영(27)에 1타 뒤진 2위
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했다. 고진영은 
12~14번 홀에서 3연속 버디로 승부
를 갈랐다. 최종 라운드에서만 버디 7
개, 보기 1개로 6타를 줄인 고진영은 
합계 18언더파로 우승했다. 김세영(13
언더파)을 5타 차로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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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286 달러(5억3000만원)와 이번 대회 우승 상금 등 보름 

사이 17억원을 쓸어담았다.

최종전 우승과 시즌 상금왕, 그리고 한 해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CME 글로브 레이스 우승 트로피도 챙긴 고진영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진영은 거액의 상금을 어디에 

쓸지도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텍사스주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미국 은행 잔고가 얼마 없었다. (상금을) 집을 사

는 데 보태면 될 것 같다”며 웃었다.

고진영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10월까지 LPGA 투어에 참

가하는 대신 국내에 머물렀다.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6개 대회에 출전했고, 스윙 교정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LPGA 복귀 시점을 저울질했다. 지난달 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고진영은 “미국에 갈 때만 해도 최종전에 출전할 거라고 생

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은 

CME 글로브 레이스 상위 70위 안에 들어야 출전할 수 있었

다. 복귀 후 두 대회를 치른 뒤 105위였다. 최종전 출전이 어

려워 보였다. 그러나 US여자오픈 준우승으로 45위로 뛰어올

랐고 최종전 출전 자격을 얻었다. 최종전 우승으로 ‘대역전

극’을 연출했다.

우승 없이 한 해를 보낼 뻔한 고진영은 LPGA 투어에 진출한 

2018시즌 이후 세 시즌 연속 우승을 기록했다. 최근 2승으로 

세계 랭킹 경쟁에서 턱밑까지 따라붙은 김세영과 간격을 벌

렸다. 최종전 최종 라운드 중반까지 김세영과 치열하게 경쟁

한 고진영은 “친한 언니와 우승 경쟁을 하는 게 쉬운 마음은 

아닌 것 같다. 나도 잘했지만, 언니도 잘했다”며 위로를 건

넸다.

아쉽게 준우승한 김세영도 대회 후 값진 트로피를 들어 올렸

다.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경쟁에서 118점을 얻어 박인비

(112점)를 제치고 타이틀 주인이 됐다. 올해 LPGA 투어 9개 

대회에서 2승 등 6차례 톱10의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준 결

과다. 김세영은 “올해 바랐던 상을 받아 정말 기쁘다. 올해

를 잘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최저타수상은대니엘 강(미

국·70.082타)이 받았다.

한국 여자 골프는 2020시즌에도 맹위를 떨쳤다. 올 시즌 

LPGA 투어는 당초 33개 대회를 계획했다가 18개 대회로 진

행됐다. 2승의 김세영과 고진영, 박인비, 박희영, 이미림, 김

아림 등 한국 선수가 7승을 합작했다. 6승의 미국을 제치고, 

한국은 6년 연속 LPGA 투어 최다승 국가가 됐다. 특히 메이

저 4승 중 3승을 한국 선수가 차지했다. 이미림이 ANA 인스

퍼레이션, 김세영이 KPMG 여자PGA 챔피언십, 김아림이 US

여자오픈 정상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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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바이블

대니얼 조슈아 루빈 저/이한이 역 | 블랙피쉬 | 2020년 12월 17일

작가라면 알아야 할 이야기 창작 완벽 가이드

역사상 오늘날처럼 많은 이야기가 소비된 시대는 없다. 휴대전화로 소설을 

읽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입해 오리지널 드라마와 영화를 본다. 태블릿 

PC로 침대 위에서 만화를 보고, 게임의 캐릭터와 아이템에 흥분하며, 범인

이 누구일지 유추하며 팟캐스트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

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진 만큼, 각 매체에 맞는 이야기 

창작자가 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창작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직접 창작하는 시대인 것이다.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심지어 캐릭터와 서사를 만들고 이끌고 간다는 것

은 쉽지 않다. 핵심은 스토리텔링. 플롯과 캐릭터를 개성 있게 설정하고, 작

품의 배경을 고민하고, 대화를 만들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주제를 풀어내

어 독자, 관객, 사용자의 마음을 뛰게 해야 한다. 『스토리텔링 바이블』은 소

설, 영화, 연극, 드라마, 게임, 노래 등 스토리텔링이 훌륭하다고 칭송 받는 

120여 편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창작할 때 알아야 하는 원칙 27가

지를 제안한다. 각 작품에서 배워야 할 원칙을 짚어주고, 더해 연습문제와 

보충수업까지 꼼꼼히 제시해 혼자서도 도전하게 한다. 재미있는 이야기, 사

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스토리텔링 바이블』의 도움

을 받아 도전해보자. 일단, ‘망작’이 될 염려는 없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조재길 저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2020년 12월 15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트리고 있다!

한경닷컴 및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연재했던 [조재길의 경제산

책] 중 주요 칼럼을 선별해 수정 작업을 거쳐 엮은 책이다. 문재인 정부 출

범 후 쏟아졌던 경제·산업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각 정책 영향에 

따른 미래 예측을 해 본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경제 부문 세 가지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2017년 5월에 출범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지만, 새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산업 정책의 공과

는 그것대로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Ⅰ부 기업·고용에서는 공기업의 부실화, 정부의 말만 앞선 정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폐해를 살펴본다. 그리고 Ⅱ부 경기·정책에서는 증세 일변도

의 정책을 비롯해 경제 성장률 추락을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에 대해 진단

한다. Ⅲ부 에너지·환경에선 탈원전, 수소차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

해 알아본다. 과연 탈원전이 옳은 것인지, 또 수소차 정책은 제대로 진행되

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Ⅳ부 국제·무역에서는 대일관계 위축을 

불러온 일본 경제 보복 사태, 그리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법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

떤 영향을 끼칠지 현직 기자가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한다.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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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매
드라마 / 한국 / 115분 / 2021 .01 개봉 [국내] 15세 관람가

감독 : 이승원 / 출연 : 문소리(미연), 김선영(희숙), 장윤주(미옥)

내 부모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었던,
문제적 자매들이 폭발한다!

남편과 딸 뒷바라지에 치여 사는 첫째 희숙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며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 세례를 받을 정도로 답답한 캐릭터다. 성가대 지휘

자이며 교수 남편과 사는 둘째 미연은 신앙심 뒤에 폭력성을 감추고 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셋째 미옥은 아들 딸린 이혼남과 홧김(?)에 결혼한 철없

는 희곡 작가다. 희숙은 암 판정을 받고, 미옥은 자신을 “쓰레기”라 부르며 

화를 내면서 가족과 미연을 괴롭힌다. 겉으로는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미

연도 남편이 교회 성가대 단원이기도 한 제자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

격하고 충격에 빠진다. 어색하고 소원해진, 게다가 상처 가득한 세 자매는 

아버지 생일을 맞아 고향 집에 모이지만 갑자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막내 남동생 진섭 때문에 잔칫날은 난장판

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 자매의 

과거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행복

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세 자매의 

일상을 담아낸 이 작품은 파격적이면서도 

가족 간의 관계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이

승원 감독 특유의 연출력을 보여준다. 그

리고 무엇보다 세 자매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선영, 문소리, 그리고 장윤주의 숨 막히

는 연기가 빛나는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

에게 가족은, 그리고 형제는 무엇일까 돌

아보게 만드는 작품. 

완벽한 가족
드라마 / 미국 / 98분 / 2021 .01 개봉 [국내] 15세 관람가

감독 : 로저 미첼 / 출연 : 수잔 서랜든, 케이트 윈슬렛, 미아 와시코브스카

올겨울을 따스하게 채워줄
완벽한 가족의 이야기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노팅 힐' 로저 미첼 감독이 선사하는 감

동 드라마 '완벽한 가족'이 한 해의 마지막

을 앞두고 뜨거운 감동과 공감을 담은 런

칭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완벽한 가족'은 엄마 '릴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

두를 깜짝 놀라게 할 자신만의 계획을 고

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며 다가오는 새해에 놓쳐선 안 될, 

최고의 가족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완벽한 가족'이 가족의 의미를 되새

기게 하는 감동적인 스토리와 명품 배우들의 완벽한 앙상블을 확인할 수 있

는 런칭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특히, 공개된 런칭 예고편은 크리스마스 저녁 만찬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

릴리'(수잔 서랜든)와 그녀의 딸 '제니퍼'(케이트 윈슬렛), '애나'(미아 와시코브

스카), 그리고 다른 가족까지의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떠나는 방

식만큼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지"라는 남편 '폴'(샘 닐)의 대사는 '릴리'의 특

별한 결정을 앞두고 마주할 상황을 암시해 호기심을 자극하며, 예고편 속에

서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반가움도 잠시, 서로 간의 갈등을 표현하는 두 

딸의 모습을 통해 배우들의 폭발적인 열연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수잔 서랜든, 케이트 윈슬렛, 미아 와시코브스카까지 매 작품마다 관

객들에게 강렬한 이야기를 전해온 명품 배우들의 크레딧은 영화에 대한 기

대감을 더욱 배가시킨다.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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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고진영…단 4개 대회 뛰고 상금왕

People

고진영은 지난 12월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56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0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몰아치고 보기는 1개로 막아 6언더파 66타를 쳤다.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고진영은 공동 2위 김세영과 한나 그린(호주)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오르며 세계랭킹 1위의 저력을 과시했다. 고진영이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해 8월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이후 약 1년4개월 만이다. LPGA 통산 7승째.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솔레

어)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

프(LPGA) 투어 2020시즌 최종전

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 전까지 고작 3개 대회만 

출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확산으로 한국에 머물다 지난 

11월이 돼서야 1년여 만에 LPGA 투

어에 복귀했고 첫 대회인 펠리컨 챔

피언십에서 공동 34위로 부진한 모

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래 쉬었어도 

‘칼’은 녹슬지 않았다. 고진영은 두 

번째 대회인 VOA 클래식에서 단독 5

위에 올랐고, 지난주 US여자오픈에

서는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빠른 속도로 실전감각을 회복한 고

진영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서 세계랭킹 1위다운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정상에 올라 

올해 열린 18개 대회 중 4개 대회에만 출전하고 상금왕에 오

르는 진기록을 세웠다. 고진영은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

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56야드)에서 열린 이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적어낸 고진영은 

공동 2위 김세영(27·미래에셋)과 해나 그린(24·호주)을 5

타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투어 통산 7승째를 거뒀다.

고진영은 우승상금 110만달러(약 12억원)와 US여자오픈 공

동 2위 상금 48만7286달러 등을 합해 시즌 상금 166만7925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했

다. 불과 1주일 사이에 17억원이 넘는 상금을 벌어들인 고진

영은 투어 통산 상금 500만달러 고지도 돌파했다. LPGA 투

어에서 상금왕 2연패에 성공한 것은 2012∼2013년 ‘골프여

제’ 박인비(32·KB금융그룹) 이후 7년 만이다.

고진영은 한 해의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CME 글로브 레

이스 챔피언에도 등극했다. 고

진영은 지난주 US여자오픈에서 

공동 2위에 올라 극적으로 70명

만 출전하는 이번 대회 출전권

을 따냈다. 고진영은 대회를 마

친 뒤 “이 대회에 나와 우승했다

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다”며 “사실 텍사스주에 집을 알

아보고 있었는데 현재 미국 은

행 통장 잔고가 얼마 없다. 상

금을 집을 사는 데 보태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KO(고진영)의 KO승'..영국 BBC 올 

10대 뉴스 선정

'고진영의 KO승(Knockout finish 

for Ko)'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투어에서 4개 대회만 출전하고도 올 시즌 상금왕에 

오른 고진영(25·솔레어)의 활약상이 영국 BBC의 2020년 골

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BBC는 22일 '올해 골프가 우리를 

웃게 해준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 한해 전 세계 골프

계에서 벌어진 10대 주요 뉴스를 간추려 발표했다.

이 매체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

데믹 여파로 디오픈, 라이더컵이 취소되고 에비앙 챔피언십

이나 시니어 대회 들도 열리지 못했다"며 "많은 골프 전설들

도 세상을 떠난 한 해였다"고 다사다난했던 2020년 골프계

를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골프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잠시 휴식기를 보내다 다시 열리기 시작한 이후 사람들에

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면이 있다"며 10가지 주요 뉴스

를 선정, 발표했다. BBC는 특별히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으

나 고진영의 성(KO)에 빚댄 '고진영의 KO승'(Knockout finish 

for Ko)을 8번째 소식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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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고진영의 업적 외에도 라임병을 극복하고 독일 

출신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 퀸'에 오른 소피아 

포포프(독일)의 AIG 여자오픈 우승, 세계랭킹 1위 더스

틴 존슨(미국)의 마스터스 우승, '괴물 장타자'로 변신한 

브라이슨 디섐보(미국)의 US오픈 제패 등을 올해 전 세

계 골프계의 주요 뉴스로 꼽았다.

이 매체는 47세의 적잖은 나이로 유러피언투어 올해

의 선수상에 해당하는 레이스 투 두바이 챔피언을 차

지한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의 활약상도 10대 뉴스

에 선정했다. 또한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과 콜린 모

리카와, 매슈 울프(이상 미국) 등 젊은 선수들의 약진

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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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schedule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2021시즌 일정이 발표됐다. 34개 

대회 총 상금 7,645만 달러로 역대 최대규모다.

'코로나 19'로 연기됐던 공식 이벤트가 2021일정에 복귀한다. 투어

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로 이어진다. 신설 대회 2개도 추

가된다.

LPGA 마이크 완 커미셔너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타이틀 파트너와 마케팅 파트너에서 추가로 스폰서십 세일즈를 

진행했다. 대회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다는 점도 입증했다. 지

난 해에 비해 소셜 반응은 40%, TV 시청률은 30% 이상 증가했다. 

2021 시즌을 맞이하며 2020년 초의 추진력을 다시 찾아오고 있다"

라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2021시즌은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로 시작한

다.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비스타 포시즌스 골프&스포츠 클럽 

올랜도에서 개최된다.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게인

브리지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풀-필드 

LPGA투어 대회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어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 앳 골든 오

칼라 프레젠티드 대회가 골든 오칼라 

골프&승마 클럽에서 이어진다.

이후 미국 서부와 하와이를 거치며 시

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

션 등 여러 대회들이 이어진다. 예년의 

경우 2월과 3월에 열리던 봄철 아시안 

스윙 대회들은 4월 말과 5월 초로 조정

된 것도 특징이다. 싱가포르 HSBC 위

민스 월드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태국

의 혼다 LPGA 타일랜드, 중국 하이난

의 블루베이 LPGA로 이어진다. 호주에

서 개최되던 두 개 대회는 판데믹 우려

로 2022년으로 연기됐다.

5월 마지막 주에 LPGA투어 선수들은 새로운 매치 플레이 대회

로 대결한다. 6월 10일부터 올림픽클럽의 레이크코스에서 US여자

오픈이 개최되고, 다음 주에는 인근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에서 

LPGA 메디힐 챔피언십이 개최된다.

7월 말 예정인 에비앙 챔피언십은 한달 가량 치러지는 유러피언 

스윙의 첫 대회가 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 카누스티에서 개최되

는 AIG 위민스 오픈으로 이어진다.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된다면 시기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도쿄 

외곽 카스미가세키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까지의 결과를 반영해 선발

된 60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한다. 올림픽 골프 랭킹은 IGF 웹

사이트에 매주 월요일 게시된다.

9월 첫 주에는 솔하임컵이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 인버네스 클

럽에서 열린다. 지난 2019년 대회에서는 유

럽팀의 수잔 페테르센이 최종 매치의 마지

막 퍼트를 성공하면서 유럽팀의 우승을 이

끌었다.

솔하임컵 2주 뒤에는 50주년을 맞는 또 다

른 대회인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이 열린

다. 10월에는 10주년을 맞이하는 파운더스 

컵이 애리조나주를 벗어나 뉴저지주 북부 

지역에 있는 마운틴 리지CC에서 열릴 예정

이다.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부산에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열린다. 이후 2021시

즌은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두 대회를 끝

으로 마무리된다. 펠리컨 위민스 챔피언십

에 이어 여자 골프 사상 최고 우승상금인 

150만 달러가 걸려있는 CME 그룹 투어 챔

피언십이 8년 연속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서 개최되며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LPGA, 2021 시즌  34개 대회 
총 상금 7,645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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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운동후 젖은 옷 포장
용 친환경 론드리백
으로 적합하다

  편의점 
장바구니 사용이 불가
하고, 소량 구매 상품의 
친환경 포장봉투로 적
합하다.

  택배 및 포장배달  
빠르게 소비되는 배송, 배달
상품(치킨 등) 친환경 택배 및 
배달봉투로 적합하다.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재활용 비닐봉투’
이 봉투는 환경부 환경표지(EL606)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재생수지 60%를 사용하여 자원순환성을 향상시킨 

친환경 제품이다. 초고결정성 복합수지를 40% 사용해 종래 신재 폴리에틸렌 수지 사용 비닐봉투와 동일 수준

의 높은 강도를 가지며, 더불어 젖은 제품의 포장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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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제2 전성기는 좀 더 오래 갈래요”

People

김태훈(35)은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에서 가장 빛난 골퍼였다. 지난 10월, 코리안투어에서 가장 많은 

총상금(15억원)이 걸린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그는 대상과 상금왕(4억9593만2449원)을 모두 차지했다.

프로 데뷔 후 가장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김태훈. 

김태훈뿐 아니라 그의 성공적인 시즌을 도운 아내 김

지은씨, 아들 김시윤군도 함께 자리했다. 김태훈은 2017년 

12월, 3살 연하 김지은 씨와 4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지난

해 6월에는 아들 시윤 군을 얻었다. 김태훈은 “결혼하고 행

복감이 더 커졌다. 아이가 잘 웃는다. 그런 모습을 보면 더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아내 김씨는 “신랑은 집에서 편히 쉬

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육아도 많이 돕는다. 거의 

100점을 줄 수 있는 아빠”라

며 웃으며 말했다.

김태훈은 일찍이 많은 주

목을 받았다. 큰아버지가 

1980년대 프로야구 해태의 

중심타자였던 김준환이다. 

사촌 누나는 한국여자프로

골프(KLPGA) 투어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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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제2 전성기는 좀 더 오래 갈래요” 약했던 김상희다. 아이스하키 선수를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골프를 시작한 김태훈은 아마추어 시절 각종 대회 우승했

고, 국가대표도 거쳤다. 파워풀한 티샷과 공격적인 경기 운

영으로 유명했다. 잘생긴 얼굴 덕에 ‘테리우스’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는 올해 코리안투어 2관왕을 달성했다. 김태훈은 

2020년을 돌아보면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 얻은 대상 

타이틀이 내겐 가장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김태훈을 항상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장타왕’이다. 2013년 코리안투어에서 시즌 평균 301.067

야드로 장타왕에 올랐다. 이번 시즌에도 평균 드라이브 샷 

304.57야드를 기록해 전체 4위에 올랐다.

정작 김태훈은 드라이브 샷을 장기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

려 그런 평가를 불편하게 느낀 시간이 길었다. 한동안 그는 드

라이버 입스(yips·샷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안 증세)를 심하게 겪었다. 대학 시절 시작돼 프로에 입문하

면서도 입스가 이어졌다. 데뷔 첫해였던 2007시즌 솔모로 오

픈에서 11개 홀에서 12개 OB(아웃 오브 바운즈)를 낸 적도 있

다. 티샷이 두려워 골프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

김태훈은 2017년 결혼한 뒤 지난해 아들을 얻었다. 시윤군은 

프로골퍼의 아들답게 제법 그럴싸한 스윙을 흉내 낸다.

김태훈은 “처음엔 입스란 단어도 몰랐다. 티샷을 하면 공이 

우측으로 갔다. 처음엔 그냥 연습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

다. ‘연습을 더 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회복이 안 되더라. 입스를 고치려고 별짓을 다 해봤다”고 말

했다.

그는 멘털 트레이닝은 물론, 산에 있는 도인도 찾아다녀 봤

단다. 어머니의 권유로 2008년 군 생활하면서 이름을 김범

식에서 김태훈으로 바꿨다. 개명까지 할 정도로 드라이버 입

스는 그와 그 주변을 힘들게 했다.

2007년 프로 입문 후에도 드라이버 입스를 고치지 못했다. 

그때는 예선 통과만 해도 기뻤다. 1부와 2부를 넘나들면서 

힘겹게 선수 생활을 했지만, 그의 도전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아버지 김형돈(59)씨 덕분이었다. 아버지는 김태훈이 프

로에 입문했을 때부터 아들의 캐디백을 메고 있다. 김태훈의 

드라이버 입스를 고치기 위해 아버지도 스윙 기술을 독학했

다.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만큼 고생하

는 아버지를 위해 김태훈은 더 이를 악물었다.

2012년, OB 12개를 냈던 골프장에서 열린 솔모로 오픈에서 

김태훈은 ‘똑바로만 치면 성적도 따라온다’는 걸 경험했다. 

자신감도 얻었다. 이듬해 그는 보성CC 오픈에서 우승했다. 

시즌 장타왕에 오르면서 존재감을 알렸다. 2017년부터 자신

에 맞는 스윙을 스스로 연구하면서 가다듬은 그는 “이제 샷

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확실히 생겼다”고 말했다. 김태훈은 

“아버지는 12년 동안 함께한 선수를 4번 우승시킨 캐디다. 

그만한 경력을 가진 캐디가 얼마나 되겠나. 내겐 든든한 파

트너”라며 ‘아버지 캐디’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김태훈은 2013년 프로 데뷔 첫 우승과 시즌 장타왕에 올랐을 

때를 첫 번째 전성기로 꼽았다. 그리고 코리안투어 대상과 

상금왕을 받은 올해가 두 번째 전성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KPGA 인터뷰에서 한 시즌을 결산하는 7자평을 

‘내년부터 전성기’라고 적었다. 그는 “제1의 전성기는 1년으

로 반짝 끝났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제2의 전성기는 오래 

가고 싶다”고 말했다.    

2007년 프로 입문 후에도 드라이버 입스를 고치지 못했다. 그때는 예선 통과만 해도 기뻤다. 1부와 2부를 넘나들면서 힘겹게 

선수 생활을 했지만, 그의 도전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아버지 김형돈(59)씨 덕분이었다. 아버지는 김태훈이 프로에 입문했을 때부터 아들의 

캐디백을 메고 있다. 김태훈의 드라이버 입스를 고치기 위해 아버지도 스윙 기술을 독학했다.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만큼 고생하는 아버지를 위해 김태훈은 더 이를 악물었다.

068-069 김태훈.indd   69 2020-12-29   오후 2:49:33



70 | PAR GOLF&TRAVEL | January 2021

미국 캘리포니아 감성을 담은 

‘레디 투 골프웨어’(Ready 

to golf wear) 브랜드 이노스(INOS)

가 국내에서 론칭했다.

㈜아이엔오에스가 공식 수입, 전

개하는 글로벌 골프웨어 브랜드 

이노스는 약 1년 동안의 준비를 거

쳐 지난 12월 7일 처음 공개됐다.

국내 골프팬들에게 첫선을 보인 

이노스 골프웨어는 영(Young) 골

퍼들이 원했던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추면서 평상시 입으면서

도 고급진느낌이 날수있는 ‘레디 

투 웨어’ 패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이다. ‘레디 투 

웨어(Ready to wear)’는 언제든지 입을수 있는 일상복으로 

어색하지 않으면서 운동복처럼 편안한 활동성과 고급스럼움

을 겸비한 스타일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계자 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해 열린 론

칭 행사에선 이노스 특유의 감성을 담은 ‘BRB라인’과 ‘플레

이어 라인’이 공개됐다.

BRB라인은 ‘블루-레드-블루’의 삼선을 활용한 이노스만의 

시그니쳐 스트라이프를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탄

생한 브랜드인 만큼 성조기를 상징하는 블루와 레드를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해 젊고 밝은 느낌과 브랜드 특유의 아이덴

티티를 담아냈다. 또한 일상생활까지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

이 입을 수 있는 ‘Ready to wear’을 추구하고 있다.

‘플레이어(Player) 라인’은 프로골퍼 출신의 대표가 스타일

뿐만 아니라 골프웨어로써 갖춰야 할 기능성을 강조한 퍼포

먼스 제품이다.

활동성이 많은 골프스윙에 적합하도록 기능성 소재를 사용

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겸비했다.

박성우 이노스 대표이사는 “BRB라인은 골프웨어 시장에 새

로운 기준을 제시, 세련되고 개성이 강한 20~30대의 젊은 

골퍼들을 위한 제품이 많고 플레이어 라인은 프로골퍼로 활

동하며 느낀 골프웨어의 기능성을 강조했다”며 “골프웨어

는 과거 기능성에만 집중해 패션 감각이 뛰어난 젊은 골퍼들

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이노스는 캘리포니아의 액티브 어

반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면서 젊은 골퍼들의 니즈를 빠르

게 담아내는 트렌디한 골프웨어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탄생한 이노스는 미

국 PGA 투어 출신의 위창수와 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한

나 그린, 패티 타반타나킷 등 선수들이 먼저 착용하면서 제

품의 품질을 인정받았다.

미국에선 유명 골프클럽 및 골프전문점을 통해 시장을 확대

해 나가고 있으며, PGA와 LPGA 투어 대회를 후원하며 브랜

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국내 론칭을 한 이노스는 서울 방배점과 역삼점 등 8개 가두 

매장과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채널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는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감성의 골프웨어 ‘이노스’ 국내 론칭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Golf Wear i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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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Post

골프장 설계의 3대 요소인 F.E.S는 Funny, Easy, Speedy의 이니

셜이다. 이 세 가지는 잭 니클라우스가 주창하는 이상적인 코

스 설계의개념이자 동시에 엔조이 코스 설계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 개념은 지당한 개념이지만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아직도 

큰 차이가 있어 좀 아쉽다. 그 차이의 예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CC로 그 자신이 설계한 코스이지만 그가 

주창하는 F.E.S 골프장과는 달리 반대 개념으로 UN.F.E.S 코스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전에 USGA가 국가 대항전인 프레지던트 컵 

대회 골프장을 선정할 시에 주최 측에서 송도 코스를 점검한 결

과 공사가 가장 손쉬운 그린을 고치지 않으면 이 골프장에선 대

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항의

하여 겨우 6개 그린만 고치겠다고 협상을 하

였다가 결국에는 18개 그린 모두를 개조하게 

되었다.

개조 전까지 그 코스는 버디는커녕 프로마저 

오버파를 하니 즐겁지도 않고, 코스 에어리어

마다 어렵고, 진행마저 느리니 그가 추구하는 

이상과 그가 설계한 코스는 언 매치가 되었

다.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출신의 능

력자이었기에 욕심껏 두 마리 토끼를 급하게 

잡으려다 머리와 손발이 안 맞았을 수가 있음

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하지만 문제는 위의 사례는 물론, 전 세계의 

코스들까지 언 매치 흐름이 지배적이라는 것

이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은 골프 산업의 발

전에 역행하는 기존의 코스 설계에 대하여 패

스(F.E.S) 코스로서의 일대 변혁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재차 제기해 보고자 한다.

"FES코스"가 아니고 "UNFES코스"가 양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한마디로 그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이러하다. 

"코스 길이는 한없이 길어지고, 공사비는 커지고, 따라서 그린피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인상되고, 진행 시간은 계속 늘어나니 골프장 

사업자는 영업 수입이 줄어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캐디는 

더 힘들어지고, 골프 경기 중계 시간도 늘어지고, 요금을 지불하는 

골퍼들은 계속 길어져 가는 코스 때문에 늘어나는 라운드 시간으

로 하루 일정을 다 뺏기는 추가 손실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 현실"이 된 것이다.

즉 누구에게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딱 한 그룹인 프로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이 현상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

고, 그 대책은 없다는 것인가? 가끔 필자는 이에 

대한 문제를 간헐적으로 제기한 적은 있지만 누

구도 손을 못 대고 있어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골프장에 대한 

규격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스포츠 중에 규격이 없는 종목

은 골프장밖에 없다. 전 세계 스포츠 이벤트의 

원조는 바로 골프 종목인 브리티시오픈이 효시

이고, 그 유명한 월드컵도 골프 이벤트가 시행

된 후 70년 뒤에 생겼을 정도인데, 그 같은 전통

의 스포츠의 장소인 골프장에 규격이 없다는 것

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다 보니 설계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설계

자 간에도 코스 길이의 경쟁까지 하게 만든 것

이 첫 번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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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원인은 골프장 사업자도 코스 길이 경쟁에 아무 목적도 

없이 가세한 것이 문제이다.

“거름 짐 지고 장에 간다.”라는 말처럼 PGA 대회를 치르지 않는 

대부분의 골프장도 쓸데없는 코스 길이를 늘이는 데에 투자하면

서 유행 아닌 엉뚱한 유행을 따르다 보니 골프장 사업주도 골프 

산업을 망친 주역의 대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하고 말았

다는 것이다.

결국 뒤늦게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있는 USGA와 R&A가 제일 큰 

문제이고, 목적 없는 설계하게 시키고 있는 “골프장 사업자”가 결

과적으로 골프 산업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는 것

이다.

거기에다 또 가세하는 그룹이 있는바, 그 세력은 골퍼들이다. 하

지만 골퍼들의 문제는 앞의 두 그룹보다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써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골프장은 본래 그

런가 보다 하고 숙명인 양 따라가기만 하는 편이다. 그래서 문제

가 되는 그 지식에 대한 것은 계도를 해야 하는바, 그 계도에 대

한 실질적인 책임은 사실상 골프장 업계의 전문가 그룹이지만 이

를 게을리하니 결국 전문가 그룹이 세 번째 원인자이자 향후에도 

그들의 책임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골퍼의 지식 부족까지 더해져서 “파72에 18홀”이라는 골프장만 정

상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설계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방해하

고 있다.

골프 산업을 진흥시키는 주역은 두 축이 있는바 그 첫째는 현실

적인 영업은 절대다수의 아마추어가 책임을 지고 있고, 두 번째 

항목인 골프의 흥행은 프로 대회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프

로대회를 치르는 코스는 전 세계 골프장의 1% 미만의 코스에서만 

개최되고 99%의 코스는 프로대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지만, 

프로를 위한 코스를 만들고 있으니 이것이 곧 골프 산업의 진흥

을 가로막는 골프계의 자충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특히 한국 골퍼들의 뇌리나 골프장 사업자 모두는 

“par 72에 18홀이 아니면 코스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우리나라

에는 파 70, 71의 코스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가 그러한 고정관념이 제일 뿌리 깊은 나라임을 확실히 증명

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미 LPGA 대회가 개최된 코스 중엔 In 코스 34, Out 코스 37, 

Total 파가 71인 코스도 있다는 다양성을 상상해 보면 될 것이다.

세계 100대 골프장 중 가장 유명한 Best 10 중에는 파가 72가 아닌 

코스가 60%임을 거의 모르고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코스 길이의 경쟁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상기의 

Best 10 중에 코스 길이가 7천 야드 미만이 50%나 되는 것도 거의 

모르고 있다고 본다. 즉 세계의 골프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굳어

진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은 찾아볼 수도, 개선을 

기대할 수도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골프계의 반성이나, 다가올 미래의 변화 추세

를 예측할 수 있는 움직임이 때마침 미국에서부터 엿보이고 있다. 

즉 세계 100대 골프장을 선정하는 그 목적에서 단계적으로 그 변

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특히 코스 길이가 길어지고, 진행 소요 시간이 계속 늘어나니 바

쁘디 바쁜 현대인에게는 현재의 코스 설계가 매우 큰 장애 요소가 

되면서 그 장애를 없애려는 의도가 결과적으로 코스에 대한 변화

의 추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 100대 골프장 선정이, 처음에는 고전적인 평가에서 시작하였

고, 그 다음 단계는 “재미있는 코스 100대”로, 또 그 다음의 단계는 

“Short & Sweet 기준의 100대 코스” 선정으로 확대발전 하고 있다.

골프 산업을 진흥시키는 주역은 두 축이 있는바 그 첫째는 현실적인 영업은 절대다수의 아마추어가 책임을 지고 있고, 두 번째 항목인 골프의 흥행은 

프로 대회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프로대회를 치르는 코스는 전 세계 골프장의 1% 미만의 코스에서만 개최되고 99%의 코스는 프로대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지만, 프로를 위한 코스를 만들고 있으니 이것이 곧 골프 산업의 진흥을 가로막는 골프계의 자충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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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100대 코스는 프로 대회코스 중심의 평가였다면, 그다음 

단계는 일반 대중인 아마추어 골퍼들의 엔조이를 의식한 개념의 

평가 기준이 등장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극소수인 소위 엘리트 체육에서 절대다수의 생활 체육에 눈을 돌

려야 골프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일반 골퍼는 엘리트의 구경꾼만

은 아니고 스스로 즐기는 스포츠로서의 골프인이어야 한다는 본

질에 충실해지면서 당연한 자기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

다. 이 글의 제목인 엔조이골프의 3대 요소인 Funny, Easy, Speedy

에 충실하자는 의미가 이제서야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든 스포츠의 존재 가치는 “재미와 흥행”인바 거듭 강조하지만 

흥행은 프로가 책임을 지고, 재미는 스스로 즐기는 절대 다수의 

일반 골퍼들에게 그 역할을 주어야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 골퍼들은 물론 골프장 사업자들도 프로의 들러

리가 아닌데도 마치 들러리처럼 자리 매김하다가 이제서야 겨우 

미국에서부터 제자리 찾기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포츠의 생리상 모든 스포츠는 4시간이 지나면 피로와 싫증이 

나기 시작하지만 최근의 골프는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라운드 시

간이 늘어가게 되어 스포츠 발전의 역주행을 해왔던 것이 지난 

과거의 과도기 역사였다고 본다.

최근에 “Short & Sweet 100대 코스” 선정내용을 살펴보아도 일반 

고객의 만족을 위한 평가 기준이 비로소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길이가 짧은 코스, 라운드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코스이면서

도 아기자기하고 쫄깃쫄깃한 재미를 주는 코스를 선정하여 발표

를 하고 있어, 전문가 입장에서 평을 하자면 이제 겨우 전 세계의 

골프산업계가 정신을 좀 차린 느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는 스크린 골프에서 시작하여 정규 투어코스까지 그 사이에

는 아주 다양한 코스가 선보여야만이 골프산업도 완벽한 수직 계

열화의 체계를 갖춰 다양성과 확장성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코스 선정 시에도 파3코스는 물론 홀수에 관계없이 선

정을 하였다. 100대 골프장 선정의 주최 측이 아닌 또 다른 잡지

사에서 추진을 한 Short & Sweet 100대 코스에 선정된 골프장에도, 

파3코스는 물론 par 42, 50, 60등 수많은 형태의 코스 중에 쫄깃

쫄깃한 맛을 내는 코스가 선정된 것에서도 골프 코스의 다양화와 

확장성이 구현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주어진 땅이 어떤 땅이든 설사 자투리땅에서도  필요한 곳에는 

파3, 멀티코스, 이그제큐티브 코스 등 골퍼들의 수요와 욕구 충족

을 위한 아주 다양한 코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선택 폭도 대폭 늘

려야 할 것이다.

고로 이제부터라도 코스 부문에서 “파72에 18홀”이라는 딱딱한 고

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한민국이 먼저 무한대의 다양성을 

구축하여야만 비로소 골프계에서 실질적인 종주국(?)의 위상을 만

들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목표 달성의 전 단계에서 역시 한국

이 세계적인 골프 강국답게 인프라 대국이 먼저 완비되어 있구나 

하는 찬사를 국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용태 (대한 골프 전문인협회 이사장)  

재미있는 코스 선정 시에도 파3코스는 물론 홀수에 관계없이 선정을 하였다. 100대 골프장 선정의 주최 측이 아닌 또 다른 잡지사에서 추진을 한 

Short & Sweet 100대 코스에 선정된 골프장에도, 파3코스는 물론 par 42, 50, 60등 수많은 형태의 코스 중에 쫄깃쫄깃한 맛을 내는 코스가 선정된 

것에서도 골프 코스의 다양화와 확장성이 구현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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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Island / Faero Island

인류의 손때 묻지 않은 원시 자연의 섬

누가 아는가? 페로제도를…
이름도 생소한 페로제도(Faero Island)의 사진이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을 

보는 이들은 한결같이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높은 산, 아름다운 석양, 깊은 

바다 등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페로제도는 때문에 지난 2007년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천년의 전통을 지닌 5월 고래사냥축제는 

이 아름다운 페로제도 앞바다를 끔찍할 정도로 피로 물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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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페로제도는 대서양 북부, 

좀 더 정확히 말해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중간에 

위치한 덴마크령(領) 섬이다. 영국에서 아이슬란드로 가는 

중간지점이며 동쪽으로는 노르웨이와 3천km정도 떨어져 있

다. 태고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17개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 

사실 페로제도는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정도로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에 희미하게 있는 몇 개의 섬들로, 

덴마크령이라고만 나올 뿐이다. 하지만 이처럼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까닭에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이 제도가 발견된 것은 800년

경 노르만인에 의해서였고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한 아이슬란드와 매우 흡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825

년경부터는 바이킹이 이곳에 들어와 살았고 1000년경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1035년에는 노르웨이 왕국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고 14세기에 흑사병과 날씨 때문에 상황이 나빠

져 당시 인구가 30% 이상 줄어들기도 했다.

북대서양 중간 지점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국과 해적으로부

누가 아는가? 페로제도를…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이 제도가 발견된 것은 800년경 노르만인에 의
해서였고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한 아이슬란드와 매우 흡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태고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17개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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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  1500년경부터 1700년까지 해

적에게 공격당한 횟수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이 시기에 덴마크 바이킹에 습격당해 덴마크 소유가 되었고 

이후 덴마크의 여러 왕이 페로 제도를 영국에 매각하려 했으

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 군대가 덴마크를 점령하자 

영국 군대가 바로 페로 제도를 점령해버렸다. 페로 제도마저 

점령당할 것을 우려한 영국은 종전 후까지 주둔하면서 메인 

섬인 보괴 섬에서 공항을 지으며 기간산업을 구축시켰다. 현

재 인구는 4만명 정도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경관

덴마크 코펜하겐공항에서 출발하는 페로행 비행기는 좌석이 

50석에 불과하다. 두 곳을 왕래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탓이

다. 승객의 대부분은 덴마크 국민들이지만 카메라 장비를 지

니고 있는 승객도 적지 않다. 페로제도의 자연풍경을 담으려

는 세계 각국의 사진작가들이다. 검푸른 북대서양을 2시간 

반 정도 가르면 도착하는 곳이 보괴섬의 공항인데 협소한 활

주로는 그 길이조차 짧아 대형 여객기는 취항할 수 없을 정

도다.  

수도인 토사븐(Torshavn)은 아이슬란드의 시내 분위기와 비

슷하지만 조금 더 온화한 풍경들이다. 해가 지면서 바닷가를 

둘러싼 작은 마을의 집들은 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 작은 불

빛들의 흔들림과 어둑해지는 바다의 잔잔한 물결, 그리고 짙

은 남색부터 붉은 색까지 갖가지 색을 풀어내는 하늘이 조화

를 이루는 이 도시는 아름다운 자연들이 그 아름다움을 결코 

부담스럽게 뽐내려고 하지 않는다.

덴마크령이지만 자체 언어인 페로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

폐 공통 우편제도 등 거의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1948년 덴마크로 부터 자치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페로제도는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면서 그 관심도

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3배

정도 늘었다고 한다.

화산섬답게 천혜의 절경이 거의 판타지급인 페로제도는 생

산되는 각종 화폐나 우표, 기념품들이 수집인으로 부터 광적

인 호응을 받고 있는데 페로화폐는 유럽의 화폐수집 대상 1

호일 정도다.

피로 물드는 천년 전통의 고래사냥축제

페로제도에는 10세기동안 내려오는 풍습이 있다. 바로 고래

사냥 축제다. 축제로 보기에는 다소 잔인한 면이 상당히 많

아 일부에선 이 축제를 피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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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의 피로 붉게 물들기 때문이다. 

그 대상종이 들쇠고래다. 몸길이 3~4m 정도인 들쇠고래의 

주식이 오징어인데 페로 섬의 여름철에 바로 이 오징어떼가 

출몰하고 이를 쫓아 들쇠고래들이 페로제도에 몰려온다. 보

통 가족단위인 7~14마리가 각 구성원이 되어 보통 수 백마

리 군집체제를 이루며 집단 이동을 한다. 특히 이 들쇠고래

들은 사회성이 매우 높이 때문에 몇 마리만 해안근처에 좌초

해도 거의 수백마리에 달하는 한 집단이 연쇄적으로 좌초해

버려 해안가에 수 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고래들이 쌓이게 

된다. 페로제도에 이 들쇠고래 무리가 나타나면 페로섬의 축

제가 시작된다.

들쇠고래가 출몰하면 마을 주민들 중 일부분이 어선을 이용

해서 해안가로 고래를 몰아온다. 그럼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이 쇠꼬챙이와 칼로 쥐고 학살을 시작한다. 쇠꼬챙이로 척추

를 내리쳐 움직임을 둔화 시키고 칼로 주요 동맥을 그 자리

에서 짤라 버린다. 염수에서는 피가 굳지 않고 그대로 끝까

지 다 빠져 버려 고래들이 흘린 피로 해안가는 피바다가 되

고 만다. 축제가 아니고 거의 학살수준이지만 이를 보기 위

해 해마다 5월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고래스테이크 맛보려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

포경이 금지된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질수 있

을지 의문이다. 그것은 이 들쇠고래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

어 있어 국제포경위원회로부터 보호받는 어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덴마크가 EU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치 정

부인 페로는 EU로 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한 거의 천년이나 내려온 전통관습이며 페로제도 주민들

의 유일한 단백질 섭취원이 바로 고래라는 점이다. 전통축재

의 일환으로 이때 잡은 고래 고기는 섬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재분배된다. 뿐만 아이라 관광객들도 이 축제기간에 제공되

는 맛있는 고래스테이크를 맛보기 위해 몰려든다고 한다.

페로제도의 주요 산업은 어업과 포경 그리고 목양(牧羊) 등

으로 냉동어나 마른 명태를 수출한다. 역사와 언어가 다른 

이 제도의 특수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1948년 이래 독자적

인 법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난류의 영향으로 북위 62°의 고

위도에 있으면서도 정청 소재지인 토르스하운을 비롯하여 

항구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태고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페로제도는 높은산, 
깍아지르는 해안절벽, 깊은 바다, 그리고 섬 중간에 마치 떠 있는 듯한 호수가 
유럽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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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플레이의 빛 과 그림자
낯선 코스 셀프, 사절할 만해                                              

캐디 없는. 이른바 셀프 플레이를 한번 도 해본적

이 없어 그 맛(?)이 어떠 한지 통 모르는 필자, 

짐작하건 데 오랫동안 자주 돌아본, 홈코스라면 구

석구석을 잘 알고 있어 그런대로 캐디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낯선, 생소한 코스에 가서 노 캐디, 셀프 플

레이(이하 셀프)는 무리이고 불안하여 라운드를 사

절하는 것이 낫겠다 까지 생각한다.

1982년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즈CC 올드 코스 첫 

입성(?)에 성공했을 때이다. 그린피보다 많은 파운드

를 물고 고용한 현지인 남자 캐디의 ‘헬프’ 아닌 위

협적 ‘오더’에 따라 사이보그 인양, 자율(自律)아닌 

타율(他律)의 플레이는 끔찍했다. 방향, 거리, 경사, 

러프 등에 갈피를 못 잡아 애먹고 간신히 끝냈던 그

때의 경험이 생생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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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캐디이면 플레이비가 절감된다. 골프보급화(대중화가 아니다.)에 도움될 것이고 골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기에 찬성하면서도 

빛 있으면 그늘도 있기 마련, 한계에 부딛 칠 것 또한 분명한 일인 듯싶다.

서양 속담 ”자조(自助)가 최상의 도움 (Self helf is the best helf)” 이란 말 대로 도움이 따를 것인가에 갈피를 못 잡는다.

앞서 말한대로 캐디를 안 쓰는 만큼 캐디 피 지출은 없다. 이것을 두고 신사, 숙녀골퍼들에게 어찌 “큰 도움’ 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후 낯선 코스일수록 ‘캐디 있고 골프 있다’에 ‘솔로(solo)플

레이는 음악회에서만, 골프코스에서는 사절이 마땅’ 이란 편

집에 사로 잡혀 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근래 이 고약한(?)셀프가 “제법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보도에 신경 쓰인다. 

노 캐디이면 플레이비가 절감된다. 골프보급화(대중화가 아

니다.)에 도움될 것이고 골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

기에 찬성하면서도 빛 있으면 그늘도 있기 마련, 한계에 부딛 

칠 것 또한 분명한 일인 듯싶다.

서양 속담 ”자조(自助)가 최상의 도움 (Self helf is the best 

helf)” 이란 말 대로 도움이 따를 것인가에 갈피를 못 잡는다.

앞서 말한대로 캐디를 안 쓰는 만큼 캐디 피 지출은 없다. 이

것을 두고 신사, 숙녀골퍼들에게 어찌 “큰 도움’ 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산층 이상 부유층에 드는 골프 족(族)들에게 자존심 상에서

도 그 까짓(?)캐디 피 지출쯤 능이 감내할 만한 부담 아닌 부

담 일터인데 말이다.

또 캐디 퇴출, 캐디 일자리 감소를 ’큰 소득’이라고 말할 수

도 없는 일이다. 아마도 캐디 피 외에 승용 카트 사용료까지 

2중으로 캐디 용역비를 징수하는 골프장의 ‘얌체’ 상혼(商

魂)에 대한 골퍼들의 반발의 불똥이 캐디에게 튀어 붙어 필경 

노 캐디, 셀프로 치닫게 된 것일 뿐 자조로 큰 소득 을 원하는 

골퍼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캐디 배제 셀프 부추기는 미디어

어떻든 ‘시대의 정신’인양 노 캐디 셀프는 시류를 탄 모양세

이다. 단 ‘이를 두고 ‘골프의 발전’이라고 찬동할 일도 아니

다. 자칫 골프의 질(質)저하현상을 몰아 올 수 있어서 이다.

골프사상(史上)으로 460년전, 골프규칙사(史)에서는 248년전

에 등장한 이래 카데트( Caddet), 캐디(Caddie)는 골프의 중요

한 요소가 되어왔다. 골퍼의 분신(分身), 동반자, 파트너라는 

전통적 전문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쇠퇴해가는 듯한 모습에 비장감을 갖

게 한다. 이 캐디 배제에 골프미디어들이 편들어 “노 캐디가 

새 트랜드”라고 써 댄다. 

“노 캐디의 골프장, 입장객이 전년대비 53.7% 증가” “국내 최

초 노 캐디 2인플레이의 S영암CC 대인기” ”싱글 기량 성적을 

내면 예약 가능” 노 캐디는 거슬 룰 수 없는 현실, 캐디피 15

만원에의 반발” 물론 캐디옹호 논조도 제법 거세다.

“골퍼, 캐디제의 60% 찬성, 노 캐디25% 지지” ”대중골프협

회, 캐디 전문직 사회적 지위 확립위한 계도 책자도 발행” 

“캐디의 정규직화 반대는 소득 노출 꺼려서”

일본의 골프장처럼 우리도 캐디의 사원화(社員化)즉 정규직

화가 바람직하고 캐디직종 전문화가 긴요한만큼 직원화 함이 

마땅함에도 일부 골프미디어는 그 방향으로 계도하지 않고 

당국의 시책에 반대하도록 오도하는 경향이고 그래서 ‘사회

의 목탁’ 답지 않다는 평까지 듣는다.

골프는 게임, 누군가와 걸어야

우리 일반골퍼들의 골프가 셀프로 갈수록 질(質)이 저하될 것

이다. 골프가 진지한 게임성(性)을 잃어 간다. 유흥, 놀이 쪽

으로 타락하기 마련이다. 자고로 골프는 게임인만큼 복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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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참여를 플레이의 원칙으로 해온다. 혼자의 혼자만의 혼

자를 위한 솔로 (Solo)라운드는 골프게임이 아니라고 까지 말

한다. 그것은 운동, 심심풀이, 사치스런 산책, 골프 놀이, 연

습라운드쯤 으로 평가 되어서 이다.

이른 새벽의 ‘특권적’ 셀프 중 홀인원을 했어도 동반자도 아

무 목격자도 현장에 없는 이상 그’경사’는 헛것, 해프닝으로 

차치되기 마련이다.

1조4인 완전 셀프도 그렇다.  서로 간에 아무 베팅없이 서로 

간에 관심도 두지 않고 각자도생(各自圖生)식 플레이를 한다

면 그것 역시 ‘1인플레이 4개’의 골프놀이일 뿐이다. 골프게

임을 한 것이 못됨은 당연하다.

설혹 1조의 4인이 각각 진지한 승패 겨루기의 개임을 하려해

도 ‘중재자’ 캐디가 없는 한 원활한 개임이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이기에 그렇다.

당국의 눈에는 진즉 ‘골프는 게임’, 스포츠가 아니고 화투의 

고스톱, 트럼프의 포커 게임 때 어찌 ‘한점 1천원’씩 도 안 걸

고 하게 되겠는가?

아무것도 안 걸면 그 고스톱, 포커는 게임 아니고 한낱 카드 

놀이 일 뿐이다.

골프도 바로 그런 예인데 자칫 셀프 붐이 역풍이 된다. 여기

에 셀프의 그림자가 있다.

더구나 우리 협회(KGA )는 골프는 게임이 아니라고 내세운

다. 세계 만국 골프규칙이 골프는 게임이라고 명기했음에도 

번역판 KGA 규칙서는 ‘골프경기’이라고 번역, 스포츠, 체육

으로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예전부터 골프가 게임이라고 단정하고 여전히 

높은 과세를 하고 있으니 KGA의 머리위에 앉아 있음이 분명

하다.

여기서 올 2021년으로 한반도 도입 100주년을 맞는 우리 골

프의, 구겨진 자화상을 본다. 셀프 선풍으로 캐디계는 어수선

해 듯하다.

여전히 프로골프는 선(善)이나 우리네 ’생활’골프는 악(惡)인

양 차별 인식되고 있다. 골프관련 중과세, 공직자 골프금지 등

은 건재하고 골프에 관한 사회적인식은 예 보다 더 싸늘하다.

그 많은 골프단체들이 합동화의를 갖고 합심하여 골프진흥책

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식성명을 한번도 내본 일이 없다.

골프를 안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골프를 하도록 권고의 

눈치를 보낸 일도 없다. 일본국회처럼 우리 국회 안에도 골프

애호 의원들에 의한 ’골프진흥 의원 연맹’의 결성을 로비한

바도 없다.

승용 카트 승차 셀프화 붐에 관하여 KGA의 공식 코멘트도 없다.

왕년 미국 골프협회(USGA)는 미국내의 승차용 카트 운행에 

대하여 “골프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태”라는 경고 성명을 내

면서”걷는 골프가 제 모습”임을 강조한바 있다.

“골프게임은 베팅없이 해도 충분히 재미나다”가 정설이다. 

하지만 골프라운드에 베팅은 양념이자 스파이시인 즉 이것을 

보태면 한결 더 재미난 게임으로 업(UP)된다.

규칙으로 R&A, USGA는 이런 골프를 지향하고 있어 보인다.

베팅은 우리 인생에도 스파이스이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毒)

이 됨은 물론이다. 

알게 될 것이오. 그래서 ‘관(官)의 횡포’에 기가 찰것이요.

난지도코스 폐쇄에 힘센 골프의 여러 단체나 골프 유지(有志)

는 물론 골프 관련 언론들까지 모두 비열하게 침묵했답니다. 

그들은 골프장 한두곳쯤, 그것도 6홀짜리 쯤이야 없어지건 

없애건 아무 관심두지 않았고 “그게 무슨 대수냐”는 듯 못 본

체 못들은 체 모르는 체했지요.

골프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것은 플레이 때문 골프를 공

공연하게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일은 기피하는 인종이 우리 

골퍼의성정인 듯 보여요.

결국 서울의 오늘날 골프코스 ‘제로(0)’사태는 자업자득인 

셈이요. 역대 서울시장들의 ‘골프 맹(盲)반(反)골프감정이나 

‘혐(嫌)골프’에 가까운 ‘소(疎)골프’주의라고 보는 것이죠.

장붕익 회장!

지금이 서울시 골프협회가 나서 서울시 골프코스’부활’을 외

칠 적기라고 봅니다. ‘실지(失地)’회복, 서울시‘체면’을 살리

기 차원 그리고 무엇보다 골프코스지역’균형’발전차원을 명

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구역의 국회의원

들을 설득, 충동하세요.

골프코스도 훌륭한 녹색공원,도시의 좋은 허파이라고 말입

니다.

반환된 용산기지의 공원용지 중20만평 쯤을 할애받아 아주 

멋진시립(市立)’용산기지CC’를만들어 준공 때 큰 국제경기

라도 개최하자고 선동하십시오.

코스가 그 어느 때라도 만들어지면 1.도시의 새 허파 구실

2.복합초록레저리조트역할 3. 기지 내 난개발의 미연 방지 

4.시민건강, 골프복지, 단합의 터 구실, 그리고 무엇보다 5. 

용산기지 내 여타 공원이며 복지시설 등의 유지보수관리비용

을 그 ‘용산기지CC’수익으로 부담케 할 수 있어 ‘일석 오조’

의 효과가 기약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귀 서울시골프협회의 위상을 높일 터전,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셈이어서 활기찬 협회활동도 약속될 것

입니다.

‘김칫국 먼저 마시는 격’일지라도’ 우는 아이에게 젓 준다’

고 믿으십시오.

수적천석(水滴穿石), 물방울도 오래면 돌을 뚫고 필사코 쏜 

화살은 돌에 꽂힌다는 속담대로 장기전을 각오 하십시오. 용

산 효창코스, 미 8군 코스에 이어 세 번째 코스를 복원하는 

일 그것은 당당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밀어붙일 값

이 있는 일이 오!   

최 영 정    
1931년생인 최영정씨는 1959년 조선일보 입사, 1967년
부터 골프기자로 활동한 국내골프 기자1호로 예리한 
기자의 눈으로 골프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정보
를 심도 있게 취재 보도한 기자로, 골프관련 기사를 
다루는 국내 기자들의 롤 모델이다. 그동안 골프 관
련 많은 서적(단행본)을 집필 발행하였 고 89세인 최
근까지도 단행본 준비와 잡지에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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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永 定   
1931년생인 최영정씨는 1959년 조선일보 입사, 1967년
부터 골프기자로 활동한 국내골프 기자1호로 예리한 
기자의 눈으로 골프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정보
를 심도 있게 취재 보도한 기자로, 골프관련 기사를 
다루는 국내 기자들의 롤 모델이다. 그동안 골프 관
련 많은 서적(단행본)을 집필 발행하였 고 90세인 최
근까지도 단행본 준비와 잡지에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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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에밀리 크리스틴 

페데르센이 유럽 여자골

프투어 사상 31년 만에 3연승

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했다. 24세의 페데르센

은 지난주말 스페인 과달미나

의 레알골프클럽(파72·6329

야드)에서 열린 레이디스유러

피언투어(LET) 최종전 스페인 

안달루시아코스타델솔오픈

(총상금 60만 유로) 마지막 라

운드에서 한 타차 선두로 출

발해 보기없이 66타를 쳐서 

우승(15언더파 273타)했다. 누리아 이투리오즈(스페인)를 4

타차로 제친 완벽한 우승이었다.

아버지를 캐디로 동반하고 우승을 이룬 페데르센은 우승 인

터뷰에서 “골프를 가르쳐준 아버지가 이 자리에 함께 있어 

특별하다”면서 “성적이 나빴을 때도 항상 기운을 나게 해준 

분인데 오늘은 쭉 함께 있어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공을 부

친에게 돌렸다.

페데르센은 지난달 중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처음 개

최된 사우디 레이디스인터내셔널에서 우승한 뒤 같은 코스

에서 그 다음주에 열린 사우디 레이디스 팀인터내셔널의 팀

전과 개인전을 연달아 석권했다. 스페인으로 옮겨 치른 이번 

대회까지 우승하면서 1989년 마리 로라 드 로렌지가 기록한 

3연승에 이어 LET 사상 두 번째 3연승을 달성했다.

그가 두각을 나타낸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투어가 5개월여 중단됐다가 재개되면서부터다. 8월 

중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로 열린 레이디스 스코티

시오픈에서 스테이시 루이스에 이어 2위를 했다. 곧이어 열

린 메이저 AIG여자오픈에서는 11위로 마쳤고 8월말 체코에

서 열린 티스포츠체코레이디스오픈에서 시즌 첫승을 거두

고, 이어진 스위스레이디스오픈에서 3위를 했다.

올해 12번 출전한 LET에서 3연승을 포함해 시즌 4승을 기록

하면서 페데르센은 상금왕과 대상까지 휩쓸었다. 이 대회 우

승 상금으로 9만 유로를 받은 데다 올해 처음 창설된 코스타

델솔 포인트 대상 보너스로 2만 유로를 더해 시즌 상금은 41

만5천 유로를 달성했다. 이는 상금 2위인 아자하라 무뇨즈

(스페인)의 3배에 달한다.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어릴 적 골프 신동으로 불렸던 페데르

센은 2015년 유럽여자 투어에 데뷔해 히어로인디안오픈에서 

첫승을 거뒀다. 2017년 유러피언 솔하임컵에서도 1승을 추가

했으나 그후로 별다른 성적을 내지는 못했다. 6년의 투어 경

력에서 통산 6승 중 4승을 올해 8월 이후에 달성했다. 이전까

지는 컷 통과를 하면 다행일 정도로 성적이 들쭉날쭉이었다.

세계 랭킹은 지난주 77위에서 69위로 8계단 상승했다. 원래

는 출전자격이 없던 US여자오픈도 한국 등에서 코로나19의 

안전 우려로 선수들이 불참하면서 출전권을 얻었다.

평균 드라이버 샷 비거리 260.23야드에 정확도 높은 티샷이 

페데르센의 장점이다. 미국 LPGA투어 원정이던 KPMG 위민

스PGA챔피언십에서는 공동 36위로 마쳤지만, 세계 최대 메

이저에서는 어떤 성적을 낼지 다가올 US여자오픈의 다크호

스로 주목받는다.   

유럽 여자골프 덴마크 ‘페데르센’ 돌풍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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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Essay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는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성공의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전 세계의 어려움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 속에 아쉬운 2020년

을 보내면서 새롭게 밝게 피어나는 2021년 신축년

을 기대해보기도 합니다. 나 자신 뿐이 아닌 우리

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주변의 남들에 비해 어려운 고비를 덜 느끼셨다

면 행운이고 행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2020

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신축년에도 낙관적이지는 않습니

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힘을 낼 수 있

는 계기점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힌

소띠“라고 하는 2021년에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기운을 우리 모두에게 줄 수 있는 해

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코로나 발생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골프장

에서는 뚜렸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사우나등을 사

용하지 않거나 운영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가격은 

더 올라가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카트비용과 캐디

피등도 점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밀려들어

오는 고객들 덕분에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활력있는 움직임을 가진 업종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영향은 2021년에도 지속이 될 것이

라고 많은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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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우리들의 일상도 서서히 지쳐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우리를 , 또는 우리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앞장서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확진자도 많아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주변에까지도 아주 가

깝게 다가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

리들의 일상은 언제나 정상적인 생활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까요? 그냥 막연함 보다는 계획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

이기도 이젠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주

변에는 우리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바로 옆에 같이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장에서도 우리의 주변은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한 개인위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서로을 위

한 마스크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생

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를 모두 떠나서 우리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위기속에 현명한 대처를 해 나가길 바라는 바입

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모두의 안녕을 위한 기본이 되어나

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더욱 건강한 우리사회

를 구현하는데 나 하나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모두의 건

강과 안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독자여러

분 모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정부에서도 특별한 

제지나 행정명령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

다. 스크린골프업종은 저녁에 영업을 하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간의 시간차를 이용하고자 서울, 경기에서는 타 지방으로 원

정을 가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으며 실내의 불

은 꺼져있지만 실내에서는 스크린골프는 계속 밤샘영업을 하

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어

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점차 공포를 가지고 오는 것은 우

리 주변의 아는 지인들의 감염으로 인한 빠른 전파는 계속되

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사람간의 교류도 적어지고 기피하

는 경우도 생기게 되면서 인간관계마저 끊어지는 상황에 직

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나 어렵고 무서운 적이 

있었을까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에볼라

등 엄청난 전염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코로나 

19라는 것은 긴 시간동안 전염성은 강해지고 1차, 2차, 3차등

으로 전파력을 과시하는 등의 

어려운 과제를 남기고 있기 때

문일 것입니다. 

가족과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서로 조심스러운 이때의 거의 

모든 행사는 취소되거나 연기

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

까운 시일 안에는 다시금 현재

만큼도 최적화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염없는 기다림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는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성공의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한국골프피팅협회 
골프피팅기술사/마스타

순천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여수 골프피팅백화점 대표

김 정 보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를 모두 떠나서 우리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위기속에 현명한 대처를 해 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모두의 안녕을 위한 기본이 되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더욱 건강한 우리사회를 구현하는데 나 하나부터 시

작이라는 생각으로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독자여러분 모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088-089 골프에세이.indd   89 2020-12-29   오후 2:59:50



90 | PAR GOLF&TRAVEL | January 2021

각질의 계절

아무리 껴입어도 출근길은 춥기만 하고 공기는 말린 낙엽의 

서걱거림이 느껴질 정도로 건조하다. 피부의 미세한 각질은 

물고기 비늘처럼 군데군데 올라와 있다. 목욕탕에서 몸을 푹 

불린 후 때밀이 타월로 시원하게 밀어버리면 개운할 것이다. 

허옇게 들뜬 각질은 그렇게 정리되곤 했다. 

벗겨 내는 것이 최선일까?

각질은 수명이 다한 표피 세포이다. 인위적으로 밀어내지 않

아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새로운 세포의 재생과 함께 저절

로 떨어져 나간다. 타월로 박박 밀어낸다면 각질과 함께 피

부 장벽 또한 떨어져 나간다. 건강한 피부를 위한 각질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피부 장벽 손상을 예방하는 것도 방법

이다. 피부 장벽은 각질층에 존재하며 천연 보습인자와 세포 

간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집을 지을 때 쓰이는 벽돌 구조와 

그 사이의 회반죽을 채운 모습과 비유하여 ‘브릭과 모르타

르’ (모르타르: 시멘트, 석회, 모래, 물을 섞어서 물에 갠 것)

로 닥터 피터.M. 엘리아스(Dr. Peter.M Elias MD) 에 의해 명

명된 바 있다.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

분의 손실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세안제는 각질층 즉 피부장벽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세안제에는 세정력을 높

이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 

세정력이 강력할수록 피부의 

천연 오일을 벗겨 내고 산성 

맨틀(피부 표면에 있는 매우 

미세한 약산성 막으로 박테리

아, 바이러스 및 피부에 침투

할 수 있는 기타 잠재적 오염 

물질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함. 

Heinrich Schade and Alfred 

Marchionini)을 망가 트려 피

부 장벽을 손상시킬 확률이 높

Medic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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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후유증 봄볕 기미, 
올바른 차단제 사용으로 나이스샷!

연일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어서며 필드로 향하는 골퍼

들의 발걸음도 가볍다. 겨우내 근질거렸던 몸에 따스한 봄

바람이 생기를 불어넣은 탓이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과 달

리 봄볕은 골퍼들이 피해야 할 기피대상 1호다. 봄볕은 강한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주근깨나 악성기미, 잡티 등

의 색소성 피부 병변을 쉽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외선은 피부를 거칠게 만들고 기미나 주름을 만든다. 한 

예로 몇 십 년 택시기사로 일한 A씨의 왼쪽 팔과 왼

쪽 얼굴이 오른쪽에 비해 수배의 기미와 주름

으로 가득했던 사례가 있었다. 오랜 시간 

야외에서 운동하는 골퍼들에게 봄볕은 

부담스러움 그 자체다. 특히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성 질환은 한번 증상이 나타나

면 일반적인 관리만으로 개선이 힘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사전에 예

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피부과는 잘못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인해 색소침착, 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겪는 환자들로 북적 

인다. 

 하여, 오늘은 장시간 야외에서 활동하는 골퍼들을 위해 올

바른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바로 맞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

신의 피부 상태에 맞춰 사용하는 게 좋다. 평소 본인이 건성 

타입이라면 부드러운 타입의 로션이나 크림 제품이 좋고, 

지성타입이라면 유분이 많은 제품은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일프리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최근 인기 있는 제형인 스틱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는 수분

기가 없어 물과 땀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 운동 할 때도 피부

에 밀착이 잘 되는 편이지만, 라운드 동안 차단제 역할을 해

주려면 코 주변 등 굴곡진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발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때문에 스틱 타입은 점과 잡티가 잘 

생기는 이마와 뺨에 덧바르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 

 스프레이형은 넓은 면적을 빠르게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분사할 때 공기 중으로 날아 가는 양이 많아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얼굴 분사 시 눈, 코, 

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얼굴보다는 팔이나 

다리 등 몸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중요한 또 한가

지는 바로 자외선 차단 지수다. 시중

에 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SPF, PA가 표기돼 있는데 PA는 자

외선 A의 차단 지수, SPF는 자외선 B

의 차단지수이다. 때문에 두 가지를 모

두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상 생활에서는 SPF 15~20, PA++ 

정도가 적당하지만, 야외활동이 많은 골퍼들에겐 

SPF 30~50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제 기능을 발휘

하려면 적어도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하며, 햇빛 노출 부

위인 얼굴 외에도 팔, 목, 다리, 귀 등에도 꼼꼼히 발라야 한

다. 보통은 하루에 1~2회 정도 바르면 충분하지만, 라운드 

땐 3~4시간마다 덧발라 주어야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동안의 적 기미. 자신의 피부에 맞춰 외선 차단 지수와 제형

의 제품을 선택해 올바르게 바른다면, 

건강하고자 시작한 운동 때문에 얼굴에 기미 꽃을 피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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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준

다. 계면활성제 성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만약 사용 중

인 세안제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Sodium Lauryl Sulfate)가 

들어 있고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깨끗이 씻어내야 안심이 

된다면 피부 장벽 손상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피부장벽, 어떻게 지켜낼까?

몇 가지 규칙만 잘 지켜주면 된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자. 

뜨거운 물은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침투하는 능력과 천연 보

습인자를 제거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양은 모자란 듯이 사

용하자. 피부에 닿는 세안제의 양이 적을수록 손상을 덜 받

게 된다. 빨리 씻어내자. 피부에 오래 닿을수록 피부 장벽은 

더 손상될 수 있다. 꼼꼼하게 선택하자. 우리나라는 화장품 

법에 의해 화장품 포장재에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세안제 선택 시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소

듐라우릴설페이트(Sodium Lauryl Sulfate) 같은 강한 계면활

성제 성분은 피하고 천연보습인자(소듐PCA, 우레아, 락틱애

시드 등) 나 세포 간 지질(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

산)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암석의 틈

으로 스며든 한 방울의 지하수는 수십만 년에 걸쳐 석회암을 

녹여 동굴을 만든다. 매일의 힘은 그래서 무섭다. 매일의 피

부 장벽 지키기, 올바른 세안제의 선택과 사용법을 기억하

자.    

피부장벽 지키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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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게 된다고 하였다. 

한데 어찌 이것이 쉽겠는가! 창을 닫아도 들어오는 달빛처럼 가슴

을 닫아도 들어오는 것이 사랑이라 하지 않았던가. 마음을 닫아도 

허접한 망념이 스며드는데 어찌 이것을 막아내며 어찌 모든 것이 

환상이며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이 꿈같다 여길 수 있을까. 그

래서 성인들은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라 하였나 보다. 열린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열린 곳으로 나가는 것도 있을 테니 

옳은 말인 거 같다.   

그 열린 마음이 곧 오유지족(吾唯知足)일 것이다. ‘나 스스로 오직 

만족함을 안다.’ 라는 뜻이다.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대로 받아 

삭힐 건 삭히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나갈 건 나가게 내버려두면

서 자신의 분수껏 만족하라는 뜻이다.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막아 

괴로움도 지나치게 모자라면 삶의 원동력이 떨어지고, 나가는 것

을 억지로 막아 즐거움도 지나게 넘치면 삶이 안일에 빠지니, 그저 

인위로 억지를 부리지 말고 무위로 스스로 만족하라는 말일 것이

다. 

그래서 호라티우스의 명언을 끝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카르페 디

엠(Carpe Diem)’이다. 지난 것에 얽매이지도 말고 앞일을 걱정하지

도 말고 오늘의 소중한 가치를 낭비하지 말고 이 순간을 즐기며, 

이 순간에 만족하며, 이 순간을 참되게 살자는 말이다.  

말 못할 마음의 병

얀 스테엔의 그림 ‘의사와 환자’를 보자. 매무새로 보아 넉넉

한 가정의 유부녀임이 틀림없는 한 중년 여자가 의자에 

앉아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있다. 도대체 무슨 병으로 의사를 

찾아 온 걸까? 한 손으로 꼭 넋 빠진 사람 같은 얼굴을 받히

고 있고, 한 손으로는 마음의 동요를 스스로 진정시키려는 듯 

가슴을 누르고 있다. 분명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여자의 왼

편에 서 있는 하녀는 침통한 표정은커녕 오히려 멋 적은 웃

음을 실실 흘리고 있다. 자신은 이 병의 원인을 잘 안다는 

모양이다. 그렇다. 이 여자는 외간 남자를 사랑해서 병이 걸

린 것이다. 유부녀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자기를 

억제할 수 없는 사랑, 의사에게도 발설하기 어려운 사랑의 

병, 그래서 머리가 멍하고 아프며 가슴에서 열불이 솟고 

심장이 두근대고....하는 식으로 자신의 병증을 밝힐 수밖

에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의사는 진지하게 환자를 대하

고 있지만 여인의 병을 알 길 없어 헛다리짚고 있다. 

병 중 병이 ‘사랑병’이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거나 이뤄져서는 안 

될 사랑일 때는 ‘골수에 든 병’처럼 뼛속까지 사무치고, ‘오장이 

뒤집힌다’는 말처럼 마음을 걷잡지 못하고 매사가 짜증스러워지

고 우울해지며, 식욕이 떨어져서 심지어 음식을 전폐하고, 때로는 

오한이 들다가도 ‘가슴이 터질 것 같다’ 하며 가슴속 열불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얼굴이 복사꽃마냥 열에 달아오르고, 웃다가 

울다가 도통 종잡지 못하며, 점점 수척해지다가 뒤집힌 오장, 터진 

가슴을 부둥켜안고 속절없이 죽기까지 하는 병이 ‘사랑병’이다. 허

나 어찌 ‘사랑병’뿐이겠는가! 마음의 병이 다 난공불락의 병이 아

니겠는가.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마련이니 모든 병이 다 고

치기 어렵다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치는 게 도리일 것이다. 까닭에 옛 

성인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허욕을 없애면 진기(眞氣)가 보전

되고, 정신이 산란해지지 않으면 병이 어디서 생기겠는가.” 하였다. 

잡념을 없애고 욕심을 적게 하며 모든 것에 만족해하며 소박하게 

살라고 하였다. 소박한데 어찌 기욕(嗜慾)이 눈을 괴롭힐 수 있으며 

음사(淫邪)가 마음을 유혹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마음을 다스리

지 않고 나타난 증상만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

리석은 일이라 하였다.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고 내 몸도 다 환상

이며 화와 복, 삶과 죽음도 다 한갓 꿈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

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며 마음이 자연히 깨끗해지고 병이 자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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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올리기도 전에 의욕 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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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정도 라운딩해서  bogey골퍼되면 괜찮은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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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Training

강추위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되면서 홈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간

편하게 실내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골프 연습용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실내에서 골프를 즐기는 건 쉽지 않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퍼팅연습 역시 단순한 연습으로는 재미도 없을뿐더러 효과

를 보기 어렵다. 하지만 가용한 환경 내에서 최대 효과를 만

들어낼 방법은 있다. 거실이나 방에서 간편하게 즐기면서 골

프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연습용품을 활용하면 골프에 

대한 갈증을 달랠 수 있다.

실내에서도 퍼팅매트를 활용하면 손쉽게 방향과 거리감까지 

연습도 가능하다. 퍼팅매트에 전자센서가 더해진 퍼팅연습

매트는 최근 실내 골프연습용으로 인기다. 골프연습용품 브

랜드 위너스피릿의 '미라클580'처럼 단순히 볼을 굴리는 퍼

팅연습뿐만 아니라 센서를 활용해 방향과 거리감까지 익힐 

수 있다. 최근에는 오토리턴 기능으로 편리성까지 구비한 제

품이 판매되고 있다.

실내에서 간편하게 어프로치 등 스윙을 연습할 수 있는 장비

도 인기다. 작은 스윙으로 정확한 거리에 볼을 떨구는 어프

로치의 경우 실내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데 마땅한 장

비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위너스피릿이 판매하고 있는 디지

털 '리얼스윙500'은 실내에서도 간편하게 스윙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기다. 매트에 스윙을 체크하는 센서와 볼이 달려 

있는 지지대로 구성된 이 제품은 드라이버 스윙부터 어프로

치까지 다양한 스윙연습이 가능하다. 센서가 지지대에 매달

려있는 볼이 움직이는 방향을 측정, 타구방향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실제 타격감은 연습과 함께 연습효과도 높일 수 있다

는 평가다.

퍼터헤드에 부드러운 샤프트를 장착, 정확한 스트로크 연습

을 돕는 연습기도 실내 퍼팅연습기로 활용성이 높다. 지브이

투어가 판매하는 '리스트에이드 디렉션 연습퍼터'는 부드러

운 샤프트에 설계된 슬리브 위치를 변경해가며 난이도에 따

른 퍼팅 연습이 가능한 데, 퍼팅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정한 템포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강추위에 코로나까지… 골프도 홈트하세요!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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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코스는 잭 리클라우스 골프클럽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장이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베스트코스

에 올랐다. KPGA는 2일 "159명 출전 선수 대상 설문에서 47.2%가 잭 니클라

우스를 꼽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국내 최대 상금 규모 제네시스챔피언십

(총상금 15억원) 개최지다. 김태훈(35)이 2타 차 우승(6언더파 282타)을 일궈

내 대상과 상금왕 등 '2관왕'에 등극하는 동력으로 직결됐다.

2010년과 2011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챔피언스(시니어)투어를 개최했고, 

2015년에는 미국과 세계연합의 대륙간 골프대항전 프레지던츠컵을 유치한 

곳이다.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선수들은 "

드라이빙레인지와 연습그린 등 대회 환경이 완벽하고, 잔디 컨디션 역시 최

상"이라며 "경기력을 위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는 호평을 곁들였다.

KPGA가 오는 15일 경기도 용인 소재 제네시스 수지 전시관에서 열리는 

2020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토너먼트 코스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9월 현대해상 최경주인비테이셔널이 치러진 경기도 여주 페럼 동

서코스 2위(20.8%), 시즌 최종전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챔피언십을 소화한 

경기도 파주 서원밸리의 밸리와 서원코스는 3위(15.3%)를 차지했다.

2020년 KPGA 코리안투어 최고의 아이언맨은? 
‘아워홈 그린적중률’ 1위 조민규 

‘그린적중률’이란 파3홀에서는 티샷으로 그린에 올린 경우, 파4홀에서는 

두 번 이내 그리고 파5홀에서는 세 번 안으로 ‘온 그린’에 성공시킨 확률

을 뜻한다.

2020 시즌 KPGA 코리안투어 최고의 ‘아이언맨’은 조민규(32.타이틀리스트)

였다. 조민규는 이번 시즌 75.6536%의 그린적중률로 ‘아워홈 그린적중률’ 

부문 1위에 자리했다.

조민규는 이번 시즌 ‘아워홈 그린적중률’ 이외에도 파세이브율에서 88.56%

로 2위, 그린 적중에는 실패했지만 파 이상의 스코어를 기록한 확률인 ‘LB

세미콘 리커버리율’에서 63.09%로 5위에 위치하는 등 탁월한 쇼트게임 능

력을 선보였다. 이렇듯 한 시즌 내내 빼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뽐낸 조민규

는 올해 KPGA 코리안투어 11개 대회인 전 경기에 출전해 준우승 1회 포함 

TOP10 5회 진입 등 총 8개 대회서 컷통과하는 꾸준함으로 제네시스 포인

트 9위(2,317.45P)를 기록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아쉬운 순간들도 많았다”며 “우승 기회도 여러 번 맞이

했지만 살리지 못했다. 철저하게 분석해 2021년에는 찬스가 다가오면 확실

히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0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조민규는 국내 무대와 일본투어를 병

행해왔다. 일본에서는 2011

년 ‘간사이오픈 골프 챔피

언십’, 2016년 ‘후지산케이 

클래식’ 등 2승을 달성했

다.

민규는 ‘아워홈 그린적중

률’ 1위에 올라 부상으로 

500만원 상당의 ‘아워홈 

지리산수 1년 공급권’을 받

게 됐다. 

KLPGA, 제16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16일 ‘제16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

서 대통령 표창(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

단은 스포츠 산업의 가치를 높이

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

업, 단체, 개인 등의 사기를 진작하

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대한민

국 스포츠산업대상을 수여하고 있

다.

KLPGA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

계 투어가 연이어 취소되는 가운

데 5월14일 세계 최초로 투어를 재

개해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KLPGA

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

는 한편 온라인 문진표 및 NFC 출

입관리 시스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정밀하고 편리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단 한 명의 확진자

도 나오지 않는 안전한 대회 환경을 구축,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다.

KLPGA는 또 고정밀 위치기반 기록집계 방식을 도입하고 자체 랭킹 시스템

인 K랭킹과 데이터센터를 신설

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한 데이

터 사업을 활성화하여 큰 성과

를 거뒀다.

KLPGA 김상열 회장은 “KLPGA

는 앞으로도 한국 여자골프를 

전 세계에 알려 국가 브랜드 이

미지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쳐 있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힘

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

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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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예비역!’ 송영한·이정환… 
2021 시즌 KPGA 코리안투어 복귀 ‘시동’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송영한(29.신한금융그룹)과 이정환(29)이 2021년 

KPGA 코리안투어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송영한이다. 송영한은 2019년 1월 20일 입대 후 육군 9사단에서 군 생

활을 했다. 올해 8월 27일 전역한 그는 “건강하게 군 복무를 끝내 기쁘다”

며 “골프 선수로서 살아왔던 만큼 처음에는 새로운 경험들이 쉽지 않았지

만 이내 잘 적응했다.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TV 중계로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봤다. 군 생활 초반에는 부

럽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팬의 입장으로 즐기면서 시청했다”며 “무

엇보다 골프에 대한 애정과 절실함이 강해졌다. 전역 후 내가 가져야 할 

골프에 대한 자세와 향후 계획도 수립했다”고 돌아봤다. 

2013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해 그 해 ‘KPGA 명출상’을 수상하며 ‘어

린왕자’라는 애칭을 얻기도 한 송영한은 2015년 일본투어에서도 신인왕을 

차지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일본투어와 아시안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SMBC 싱가포르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는 “투어 무대를 떠나 있던 만큼 샷 구사 능력이 둔해졌다. 또한 입대 

전 경험했던 코스로 연습라운드를 가면 새롭게 느껴진다”며 “경기 감각 회

복에 중점을 두면서 훈련하고 있고 신체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웨이트 트

레이닝도 병행하는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송영한은 투어 입성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면서 2021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이다. 출전하는 대회에

서 한 단계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큰 욕심을 내기 보다

는 차근차근 

완벽하게 복

귀를 준비할 

것”이라고 다

짐했다.  

KPGA 코리

안투어 2승

의 이정환

도 2020년 10

월 전역을 명 

받고 2021년 

KPGA 코리

안투어 복귀 

신청서를 제

출했다. 그는 

“투어 밖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선수들의 실력이 대단하다”며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10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이정환은 정확한 아이언샷을 구사해 

‘아이언샷’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투어 데뷔 7년만인 2017년 ‘카이도 골

든V1’오픈’에서 첫 승을 거둔 그는 군 입대 전 마지막 시즌의 최종전 ‘골

프존 DYB교육 투어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이정환은 “복무 기간 동안 틈틈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전념했다. 근육량도 

증가했고 드라이버샷 거리도 전보다 늘었다”며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대회에 출전을 못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조율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

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서울 강북중에 골프 연습장 지어준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지난 12월 21일 서울 강북중학교에 골프 

연습장을 지어주고 준공식을 했다.

강북중학교 골프 연습장은 KLPGA가 2015년부터 각급 학교에 골프 훈련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골프 환경 조성 프로젝트 'KLPGA To YOU' 사업의 

일환이다.

KLPGA는 골프 열의는 있지만, 여건이 모자란 학교에 골프 연습장뿐 아니

라 골프 클럽과 골프 볼 등 용품도 지원한다.

강북중학교 골프 연습장에는 KLPGA와 업무 협약을 맺은 카카오 VX가 지

원한 '카카오 VX 연습용 프렌즈 스크린 R' 장비가 처음 설치됐다.

PGA투어 모나한 커미셔너, "선수들 백신 접종은 선택"

제이 모나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커미셔너가 소속 선수들의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선택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모나

한 커미셔너는 지난 12월 18일(한국시간) 현지 취재진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은 선택이다. 회원들에게 접종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

만 궁극적으로는 (백신 접종은)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PGA투어는 코로나19로 디온픈이 취소되는 등 당초 일정이 대폭 축소됐다. 

내년에도 상황은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까지 치러

질 대회 중 '골프 해방구'로 불리는 피닉스오픈을 제외한 나머지 대회는 무

관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PGA투어 대회 중 갤러리가 가장 많은 피닉스오

픈도 하루 1만명 이하로 관중수가 제한된다.

모나한 커미셔너는 "PGA투어가 선수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수들의 자발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

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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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경력개발교육 전문교습과정' 
3기 졸업식 및 4기 입학식 열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KPGA 경력개발교육 전문교습과정' 4기 입학식

과 3기 졸업식이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 10층에서 열렸다.

2017년 11월 첫 출범한 'KPGA 경력개발교육 전문교습과정'은 체계화되고 수

준 높은 교육을 통해 국내 골프 교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KPGA 회원들

의 지식과 기술, 골프 레슨 역량을 발전시킴으로써 골프 전문 교습가를 양

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4기 신청자는 총 63명이었으며 최종 선발기준에 의해 선정된 50명의 

KPGA 회원들은 약 1년간 총 4학기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지난해 11월 3

기에 입학해 교육을 받아온 34명의 KPGA 회원들은 'KPGA Class A(전문골

프교습가)' 자격을 취득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KPGA 엠베서더 교습가'로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모집된 4기까지는 전문교습과정에 국한되어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는 '전문경영과정'을 신설하여 조금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PGA 한종윤 상근부회장은 "3기를 졸업하게 된 KPGA 회원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국내 골프 산업 시장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4기에 입학하게 된 KPGA 회원 분들은 서로 간 이끌어주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교육을 끝내 최고 수준의 골프 레슨 전문가로 우뚝 서

기를 기원하다”고 말했다.

대중골프장협회, 노무법인과 업무협약

한국대중골프장

협회(회장 박예

식)는 회원사에 

인사·노무관리 

자문을 위해 노

무법인 '해닮'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2월 17일 밝혔다.

노무법인 '해닮'

은 협회 및 협회 

회원사에 인사·노무 관련 자문과 상담, 법령 개정 및 최신 판례 등에 대한 

정보와 인사 및 노무관리 기본 표준 서식을 제공하고 인사 및 노무 관리 강

의 등을 해준다.

KPGA코리안투어, 7년만에 윈터 투어 부활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이하 KPGA)가 ‘2021 KPGA 윈터투어’를 

개최한다. KPGA가 주최하고 ㈜한국프로골프투어가 주관하는 ‘2021 KPGA 

윈터투어’는 2014년 이후 폐지됐다가 7년만의 부활한 셈이다. 1회부터 5회

까지 총 5개 대회가 진행되며 총상금액은 2억원 규모다. 대회 장소는 예선

전은 전북 군산시 소재 군산CC와 충남 부여 소재 백제CC, 본선은 군산CC

에서 열린다.

KPGA는 2013년과 2014년 태국에서 각각 4개 대회로 이뤄진 ‘코리안 윈터

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우승자로는 박도규(50)를 비롯해 박상현(37·

동아제약), 이동하(38·우성종합건설) 등이 있다. 참가 자격은 KPGA 투어프

로(정회원)는 물론 KPGA 프로(준회원)와 아마추어를 포함, KPGA 주관 대회 

참가 이력이 있는 해외 국적 선수까지다.

1라운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의 예선전을 실시한 뒤 136명의 본선 진출자

를 선발한다. 본선전은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펼쳐지고 1라운드 

종료 후 매칭스코어카드 방식에 의해 상위 60명만 최종라운드에 진출한다. 

각 대회마다 총상금액은 4000만원, 우승상금은 8백만원이다. 우승자는 차

기 대회 예선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종 5개 대회가 종료되면 매 대회 순위에 따라 부여되는 ‘2021 KPGA 윈

터투어’ 포인트를 합산해 특전이 주어진다. 상위 KPGA 프로(준회원) 8명에

게는 KPGA 투어프로(정회원) 자격을, 아마추어 상위 10위에게는 프로 자격

이 주어진다.

KPGA 이우진 운영국장은 “사계절 중 겨울에 국내서 진행되는 만큼 기상 

조건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항과 그에 따른 정부 지침 및 방역 조

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해외 전지훈련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선수들의 경기력과 실전 감

각 유지 측면에서 큰 강점이 있을 것”이라며 “선수들 또한 윈터투어 개최

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것이 윈터투어를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설

명했다.

실제로 KPGA가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최근 5년간 KPGA 

주관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및 아마추어까지 약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1 KPGA 윈터투어’를 여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87.3%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국내서 개최하는 윈터투어에 참가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인원 중 85.6%가 ‘참가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KPGA는 이번 ‘2021 KPGA 윈터투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한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한다. 2020 시즌 KPGA는 주최 및 주관하는 각 

투어마다 ‘KPGA 코로나19 통합 대응 매뉴얼’을 통한 ‘과하다 싶을 정도’

의 방역 활동으로 ‘확진자 0명’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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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협회, 경인여대와 산학협력..
인재양성, 고용 증대 등 지원키로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고 지난 12월 7일 밝혔다.

대중골프장협회와 경인여대는 관광서비스산업 전문인력 현황 정보 교류, 

대중골프장업계고용 정보 공유, 산학협력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교육 프로

그램 지원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최동철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처장은 “관광비즈니스 산업 분야에 학생

들의 고용증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대중골프장협회에 감사드린다”고 협

약 소감을 밝혔다.

김태영 협회 상근부회장은 “학생들의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

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씨앗이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KPGA 구자철회장, "희망을 품게 된 한 해였다"..선수.스폰
서 등에 감사 인사

KPGA구자철회장이 올 

시즌을 무사히 완주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구회장은 3일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여파 

속에서도 2020 시즌

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던 데 대해 KPGA 

회원과 언론, 스폰서, 

파트너, 골프장을 비롯

한 골프 산업 관계자

들에게 고마움을 전했

다.

구자철 회장은 KPGA 공식 홈페이지와 서신을 통한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러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

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2020 시즌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프로골프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린다”며 “1년 전 KPGA 회장으로 선출

된 그 날의 초심을 다시 가다듬으며 부임 첫 해 보내주신 격려를 항상 가

슴 속에 간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자철 회장은 “아직 가야할 일이 

멀지만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

을 품게 된 한 해였다”면서 “다가오는 2021년에도 KPGA를 향한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린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회장은 다음 시즌에는 갤러리로 가득 찬 대회장에서 골프 팬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Golf Association

DB그룹, 한국여자오픈 후원

DB그룹이 35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 권위 내셔널 타이틀 '한국여자

오픈 골프선수권대회'의 새로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DB그룹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김남호 DB그룹 회장과 허광수 대한골

프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한국여자오픈 후원 조

인식'을 개최했다.

김남호 회장은 이날 조인식에서 "

대한민국 골프 발전에 보탬이 되

고자 국내 최고 메이저 대회인 한

국여자오픈을 후원하기로 했다"며 "

한국여자오픈을 통해 우리 여자골

프 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타로 성

장해 나가는 꿈(Dream Big)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골프협회와 

함께 이 대회를 내셔널 타이틀에 

걸맞은 최고의 골프 축제로 만들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 대회 개최 장소는 조만간 유치를 희망하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실사를 

거쳐 결정하고, 총상금은 최고 대회에 걸맞은 수준인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김 회장이 취임하면서 2세 경영의 막을 올린 DB그룹은 보험, 증

권, 은행, 제조, 서비스 부문 사

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 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국프로

골프(KPGA) 개막전인 'DB손해보

험 프로미 오픈'과 국내 골프선

수 후원 등으로 골프 발전에 이

바지하고 있으며, '원주 DB프로

미 프로농구단'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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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Club

올 한 해 한국 골퍼에게 가장 인기가 좋았던 드라이버 브랜드

는 G410 드라이버 시리즈를 앞세운 핑골프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아이언 부문에서는 젝시오가 '젝시오 일레븐 아이언'으로 2

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8회 매일경제 

GFW(골프포위민) 골프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는 올 시즌 부문별

로 가장 인기 있었던 골프용품에 대해 시상했다.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는 역시 각 용품사 자존심이 걸린 '드라이버'. 

2018년에는 테일러메이드, 작년에는 캘러웨이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2020년 G410 드라이버 시리즈를 앞세운 

핑골프가 대상을 차지했다. 핑골프는 2년 전 G400 시리즈로 국내 

드라이버 최강자로 우뚝 선 이후 G410 드라이버로 '장타 드라이버 

명가'라는 명성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드라이

버'로 유명세를 떨친 캘러웨이는 매버릭 드라이버로 근소한 차이

로 2위에 올랐다. 또 여성과 중장년층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젝시오 일레븐 드라이버가 3위에 올랐다.

우드와 유틸리티 부문에서는 젝시오와 핑, 테일러메이드가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우드 부문에서는 젝시오 일레븐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핑 G410, 테일러메이드 SIM이 각각 2·3위에 올랐다. 유

틸리티 부문에서는 순위가 달라졌다. 핑 G410이 1위에 올랐고 젝

시오 일레븐과 테일러메이드 SIM이 그 뒤를 이었다. 아이언 부문

에서는 지난해 '미즈노 아이언 6년 독주'를 저지하고 1위에 올랐던 

젝시오가 '젝시오 일레븐 아이언'을 앞세워 2년 연속 1위를 차지

했다. '국민 아이언'으로 불리는 브리지스톤 V300 7이 2위, 미즈노 

MX-70 아이언이 3위를 차지해 꾸준한 인기를 증명했다. 골프화 

부문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꾸준하게 1위 자리를 지키던 나이키를 

제치고 아디다스가 대상을 품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박성현 골프화로 입소문을 타고 공식 온라

인 스토어에서 완판 신화를 쓴 '코드케이오스 보아'가 대표 주자다.

웨지와 볼, 퍼터 부문에서는 기존 강자들이 강세를 이어갔다. 타이

틀리스트는 보키디자인 SM8 웨지를 앞세워 무려 4년 연속 대상

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골프볼 부문에서도 타이틀리스트는 Pro 

V1·V1x로 8년 연속 1위에 오르는 역사를 썼다. 퍼터 부문에서는 

캘러웨이 오디세이 스트로크랩 블랙 퍼터가 판매 점수, 심사위원 

점수, 선호도 점수 모두 만점을 받았다.

최근 급격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리측정기 부문에서는 한국 

브랜드인 보이스캐디 T7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혁신상은 혼

마 TR20 시리즈와 가민 어프로치 G80이 수상했다.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상은 마크앤로나가 받았다. 이 상은 창의성·독창성이 돋보

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브랜드와 제품을 선정한다.

2013년을 시작으로 8회째를 맞은 매일경제 GFW 골프 브랜드 대

상은 매일경제신문과 골프포위민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

부,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후원했다.     

한국 골퍼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버는 ‘핑’

지난달 12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 12월 3일 서울 중구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제8회 매일경제 
GFW 골프 브랜드 대상 시상식`
이 열렸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종호 가민코리아 본
부장, 안영준 골프존리테일 이사,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김순미 KLPGA 수석부회장, 강준
호 서울대 교수, 홍기영 매일경
제신문 월간국장, 이홍우 아쿠쉬
네트코리아 상무, 박기출 보이스
캐디 부사장, 이광호 핑골프 본
부장, 강동수 아디다스골프 지사
장, 이한나 마크앤로나 부장, 송
종현 혼마골프 본부장, 이준 던
롭스포츠코리아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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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 Book

페어웨이 중앙을 향해 ‘쭉’ 뻗어 나가는 호쾌한 드라이브샷은 모든 골퍼들의 염원이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드라이버샷은 골프의 모든 것이라 할 만큼 절대적인 부분이다. 이에 호쾌한 드라이버샷을 치는 요령을 살펴본다. 스윙의 

기술을 포함해 티샷하기 전의 행동과 마음가짐까지 모두 수록했다. 소개된 핵심 포인트를 자신의 것으로 활용한다면 

놀라보게 달라질 드라이브샷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단 아래에 소개한 체크 포인트 전부를 기억하면서 연습하기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연습할 때마다 1가지씩의 포인트만을 염두에 두고 반복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다.

호쾌한 드라이브샷에 욕심을 부려보자

드라이브샷 체크포인트

Driver Shot

편무일 프로 

- 현 KTPGA 이사, 경기운영위원장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본부장.

- 파 골프& 트래블 기술위원   - 편무일 골프스쿨운영     - MFS. 소속프로

- 중국캐디아카데미,  태국과 필리핀 주니어 골프스쿨에서 프로양성

- 오프라인 모임으로 네이버 밴드 “청정골” 모임으로 

   골프 산업과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 후원 : VICTOR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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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Shot

스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그
립이다. 미스샷의 자주 나는 사람은 
그립과 어드레스 시점에서 무언가 잘
못되어 있을 확률이 80%이상이다. 따
라서 정확한 그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허리를 구부리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기울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서 자연스
레 엉덩이를 약간 내밀고 서서, 다리
가 휘어지지 않도록 받쳐준다. 단 무
릎에서 발목까지는 수직이 되도록 가
볍게 구부린다.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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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티그라운드에서 체크포인트

긍정적인 마음이 최우선이다

우선은 위험지역을 지나치게 의색해서는 안된다. 숲이나 

벙커 워터해저드 등을 의식한 나머지 부정적인 생각을 머

리에 담게 되면 심적 부담으로 인해 리듬을 잃고 그 지역을 

볼을 날릴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잘 칠 수 있다는 긍정적

인 마음가짐을 갖고 티샷을 해야 한다. 이때 드라이버로 스

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는 아이언으로 스윙한다고 

연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몰을 풀자. 그리고 감을 잡자

일단 드라이브샷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 주도록 한다. 스트레칭은 근육 뿐만이 아니라 

긴장감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드라이버는 내려찍는 

스윙이 아니라 살짝 올려치는 스윙이다. 따라서 올려치는 

스윙의 감각을 위해서는 약간 오르막진 곳에서 몇 분간 스

윙연습을 하는 곳이 좋다. 감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

스윙테크닉에 대한 생각은 버려라

티그라운드에 서면 일단 연습장에서 어떻게 스윙했는가에 

대한 생각은 버리는게 좋다. 연습장에서 했던 스윙을 만들

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저 목표로 정한 지점에 볼을 떨어뜨

리겠다는 생각만하고 편하게 스윙하는게 바람직하다.

반드시 목표를 정하도록 하자

티샷을 할 때는 페어웨이 전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언덕이나 특정 지점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야 한다. 정확한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볼을 아무 곳

이나 보내겠다고 작정한 것과 같다. 목표지점은 거리 보다

는 다음 샷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곳을 택해야 한다.

위험요소가 있는 쪽에 티업한다

왼쪽이 OB일 경우 티그라운드 왼쪽에서 티업하고 치게 되

면 페어웨이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 슬라이스가 나 오른

쪽으로 휘더라도 페어웨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 

아무래도 왼쪽에 붙게 되면 심리적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

을 겨냥하게 된다. 반대로 오른쪽이 OB구역이면 티그라운

드 오른쪽에서 티업한다. 위험요소가 있는 쪽에서 티업하

고 코스를 공략하며 효율적이다.

볼 바로 앞에 중간목표를 둬라

볼 1m 앞쪽에 중간목표를 정하자. 디봇 마크나 색깔이 다

른 풀잎 등을 임의로 택한 뒤 이를 보고 정렬하면 도움이 된

다. 페어웨이가 좁거나 양 옆의 트러블 지역인 경우 중간 목

표물만 보고 치기도 한다. 미국 PGA투어 마스터스 중계에

서 쉽게 볼 수 있는 (티샷하는 양 옆으로 갤러리들이 터털

처럼 길게 서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방향성에 도움이 된

다.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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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Shot

페어웨이를 3등분해보자

티그라운드에 서면 페어웨이를 3등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페어웨이 폭이 60야드라면 20야드씩 왼쪽에서부터 

‘A B C’로 나눈다. 그런 다음 볼을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인

지를 결정한다. 홀이 오른쪽으로 굽어 있으면 왼쪽의 A구역

을 겨냥한다. 홀이 왼쪽으로 굽어진 경우에는 오른쪽의 C구

역을 보고 친다. 무조건 페어웨이 한 가우데를 겨냥하지 말

고 코스의 생김새에 따라 목표지점을 왼쪽으로 옮겨 정해

야 한다.

‘거리’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티그라운드에 서면 무조건 페어웨이에 볼을 보내겠다는 생

각을 하기 보다는 위험지역을 철저히 피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즉 볼을 떨어뜨리는 지점을 반드시 페어웨이라는 고

집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곳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비록 그곳이 러프라도 OB를 피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 안전한 곳은 ‘가장 넓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코스의 환경을 꼼꼼히 살펴본다.

티를 꽂고 볼을 올려놓은 다음에는 볼 뒤에서 볼이 떨어질 

부분, 즉 예상 비구선에 대한 조사를 꼼꼼히 한다. 거리, 방

향, 바람의 영향, 해저드 유무, 페어웨이 생김해 등이 그것

이다. 연습을 하는 경우, 드라이빙 레인지일지라도 작은 타

깃을 정해서 연습하는 곳이 중요하다.

일단 어디에 볼을 안착시킬 것인지 결정을 했다면 다른 곳

은 쳐다보지도 말고 (특히 해저드 위치 등은 아예 머리곳에

서 지우는 것이 좋다)는 그 목표점만 응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볼일 놓인 위치와 발을 놓을 위치를 잘 살펴보

아야 하는데 티 박스내의 잘 다듬어진 잔디라고 할지라도 

볼이 놓인 곳이 약간 높거나 낮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잘 감

안해서 좋은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티그라운드에 서면 일단 연습
장에서 어떻게 스윙했는가에 
대한 생각은 버리는게 좋다. 
연습장에서 했던 스윙을 만들
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저 목
표로 정한 지점에 볼을 떨어뜨
리겠다는 생각만하고 편하게 
스윙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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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팔과 왼팔이 만들
어내는 역삼각형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헤드는 비구선과 
반대방향으로 똑바로 
밀어내도록 한다.

백스윙에서 엄지손가
락을 세우는 듯한 수직
운동이 손목의 코크다. 
그러나 손등이나 손바
닥 쪽으로 굽히는 구평
운동은 하지 않는다.

백스윙에서 중요한 것
은 왼쪽어깨의 위치이
다. 백스윙이 탑에 도
달했다면 왼쪽 어깨는 
턱밑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백스윙이 시작되
면 체중은 오른쪽
에서 유지되다 다
운스윙의 시작과 
함께 왼쪽으로 이
동된다.

Back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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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Shot

Point. 2   

어드레스 시 체크포인트

티업은 구질에 맞춰야 한다.

무조건 티그라운드 가운데에 꽂으려 하지 말고 구질에 따

라 오른쪽이나 왼쪽에 티업을 하는게 페어웨이를 더 넓게 

쓸 수 있다. 페이드 구질이라면 페어웨이를 바라봤을 때 티

그라운드 오른쪽에 티업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왼쪽을 겨

냥하고 치면 미스 샷이 나도 페어웨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

게 된다. 드로 구질은 그 반대로 왼쪽에 티업하고 페어웨이 

오른쪽을 겨냥해 치도록 한다.

볼의 위치와 몸과의 거리를 확인

스탠스 앞에 놓인 볼의 위치는 중요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다. 스윙 시 최저점은 왼쪽 겨드랑이 아랫부분과 타깃 방향

이 만나는 지점인데, 볼을 올려치기 위해서는 이보다 앞에 

볼이 놓여야 한다.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은 왼발 뒤꿈치

와 발의 옴폭 들어가 사이인데 이 부분과 일직선이 되는 지

점에 볼을 놓는 것이 좋다.

볼의 위치뿐만 아니라 볼과 몸 사이의 거리도 중요하다. 클

럽페이스 중앙에 볼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찾도록 한다. 

문방구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화이트보드용 마커를 볼의 한 

면에 칠한 후 타격하면 타점이 클럽페이스에 남으므로 정

확한 볼과 몸 사이의 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

클럽 페이스 각도에 따른 어드레스

볼이 똑바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임팩트 시 볼의 진행방향

과 클럽페이스가 스퀘어(직각)가 되어야 한다. 어드레스 할 

때 잡은 모양대로 임팩트가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임팩트 

시 스퀘어 되게 끔 클럽 페이스를 위치해야 한다. 그런데 드

라이버 마다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조금씩 다르므로 이 부

분은 매우 까다롭다.

대다수 유명 메이커에서 나오는 10.5도 이상의 높은 로프트 

클럽들은 클럽페이스가 닫혀 있다. 클럽 페이스가 닫혀있

는 드라이버를 어드레스 시 스퀘어로 놓으면 샤프트가 타

깃 방향에 직각으로 놓여지지 않고 손이 많이 앞으로 나오

게 되므로 정확한 샷을 구사하기 힘들어 진다. 이점을 유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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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 볼보다 약간 뒤에 놓여야 

손이 볼보다 앞에 놓이게 되면 클럽페이스의 로프트

가 낮아지게 되어서 가뜩이나 낮은 로프트로 치기 어

려운 드라이버가 더 치기 어려워지게 된다. (아이언의 

경우는 반대로 손이 공보다 앞쪽에 있어야 깔끔한 샷

을 할 수 있게 된다.)

티 높이를 확인해보자

사람마다 스윙 궤도가 약간씩 파이가 있으므로 티 높

이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략 클럽 페이스 

위로 볼이 절반 정도 나오게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정확한 티 높이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볼의 위치가 스

탠스에서 일정해야 한다. 화이트보드용 마커나 수성 

싸인펜으로 볼에 칠을 해서 임팩트 시 클럽페이스에 

남은 타점을 보고 적절한 티 높이를 찾아내는 것은 좋

은 방법이다. 요즘 드라이버들의 스윙 스팟은 클럽페

이스 약간 상단에 위치하지만 이것도 클럽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볼이 맞았을 때 감각과 클럽페이스에 찍힌 

타점으로 스윗스팟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드라이버에 

볼을 두드려도 자기 클럽의 스윗스팟을 찾아야 한다.

드라이버 거리는 세게 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

라 스윗 스팟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히는가에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할 때에는 

항상 클럽의 어느 부분에 볼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장하지 않고 부드럽
게 하는 스윙은 가벼운 
그립에서 부터 시작되
는데, 견고하면서도 가
볍게 쥐는 그립으로 몸
이 편안한 상태가 되도
록 해야 한다.

스윙 시 최저점은 왼
쪽 겨드랑이 아랫부
분과 타깃 방향이 만
나는 지점인데, 볼을 
올려치기 위해서는 
이보다 앞에 볼이 놓
여야 한다. 왼발 뒤
꿈치와 일직선이 되
는 지점에 볼을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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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Shot

허리를 고정시킨 
채로 백스윙에 도
달하면, 양 무릎의 
높이는 거의 같은 
정도에서 유지된다. 
이때가 톱스윙의 
정점이다. 톱의 위
치에서는 반 호흡
정도 쉰다음 다운 
스윙으로 들어간다.

톱스윙에서 오른발
의 엄지발가락은 
지면을 붙잡고 있
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

Top swing

Down 
swing

팔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 어깨
가 턱에 닿을 때까
지 수평으로 상반
신을 회전시킨다. 
이렇게 돌아간 어
깨는 상반신이 힘
을 응축시키면서 
회전을 유도한다.

106 | PAR GOLF&TRAVEL | December 2020

099-114 프로레슨(오리꼬미).indd   106 2020-12-29   오후 3:07:48



샤프트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할 왼팔

왼팔은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상에 똑바로 놓여야 한다. 이 

부분은 클럽 페이스와 관계가 있는데,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는 드라이버를 스퀘어하게 어드레스 하면 (즉 클럽 페이

스를 오픈 시키면)왼팔이 볼보다 앞쪽에 놓이게 되고, 반대

로 인위적으로 클럽 페이스를 닫으면 왼팔이 약간 볼보다 

뒤쪽에 놓이게 된다.

샷의 모양을 의도적으로 페이드나 드로우로 차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왼팔과 샤프트는 타겟 라인과 직각으로 

놓여져야 한다.

그립은 가볍고 부드럽게 쥔다.

드라이버샷이 망가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긴장하기 때문이

다. 긴장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스윙은 가벼운 그립에서

부터 시작되는데, 견고하면서도 가볍게 쥐는 그립으로 몸

이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역설적이기 하지만 그

립을 가볍게 쥐려면 손의 쥐는 힘(악력)이 세야 한다. 이를 

위해 약력기 등으로 평소 쥐는 힘을 꾸준히 길러야 안정적

이고 가벼운 그립을 잡을 수 있다.

체중 배분은 오른쪽발에 60%정도

드라이버는 온 몸으로 치는 샷이므로 체중이동이 중요한

데, 특히 어드레스 시 체중을 6대4 정도의 비율로 몸의 뒤

에 두는 것이 몸을 최대한 꼬이게 하면서 다운스윙 시 체중

을 실어 볼을 강하게 칠 수 있도록 해준다.

척추는 오른쪽으로, 즉 1시 방향으로

체중을 실어 온 몸으로 샷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약간 낮아아야 한

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척추가 

약 1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한다.

머리는 볼보다 뒤에 위치한다.

머리가 볼보다 앞에 있으면 힘을 

실을 수가 없으므로 볼보다 뒤쪽

에 머리의 위치가 유지되도록 해

야 한다. 이에 대한 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드라이버를 지

팡이처럼 잡고 오른손만으로 백스

윙과 다운스윙을 해서 머리를 왼

손보다 뒤에 (볼보다 뒤에) 유지시

키는 감각의 연습을 하는 것이 도

움이 된다.

Down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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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Shot

Point. 3   

스윙에서의 체크포인트

첫 티샷은 천천히 시도한다

첫 티샷은 그날 라운드를 좌우할 정도로 샷이다. 몸

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샷이므로 자칫 미스 

샷이 날 수 있다. 첫 티샷을 평소보다 더 빠르게 않게 

스윙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스윙 시작은 낮고 부드럽게

셋업이 완벽하게 되었으면 자연스

런 동작만으로도 좋은 샷이 나올 

수 있다. 스윙시 잡생각과 긴장은 

90% 완성되었던 샷을 무너뜨리

기도 한다. 백스윙 시작은 클럽

은 낮고 부드럽게 뒤로 빼는 것

으로 시작행 하며, 이 때 팔로만 스윙하면 안 되고 

어깨가 팔과 함께 일체로 시작해야 한다. 잭 니클

로스는 어드레스 시 클럽을 약간 지면에서 떼어서 

백스윙을 시작하는 것이 부드러운 스윙 시작에 도

움이 된다고 했다.

왼쪽 어깨가 턱 밑에 올 때까지 백스윙

드라이버 거리가 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몸을 충분

히 꼬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왼쪽 어깨의 위치이다. 백스윙이 탑에 도

달했다면 왼쪽 어깨는 턱밑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스윙 탑에서 충분히 몸이 꼬여지게 

다른 풀 스윙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드라이버 샷은 

온 몸으로 하는 스윙이므로 스윙 탑에서는 최대한 감

길 때까지 온 몸이 팔- 어깨 - 허리 - 무릎 순으로 

잘 꼬여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몸이 잘 꼬여졌으면 오

른쪽 무릎에 힘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반대방향

왼팔은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상에 
놓여야 한다. 클럽 페이스가 닫혀있
는 드라이버를 스퀘어하게 어드레
스 하면 (즉 클럽 페이스를 오픈 시
키면) 왼팔이 볼보다 앞쪽에 놓이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클럽 페이
스를 닫으면 왼 팔이 약간 볼보다 
뒤쪽에 놓이게 된다.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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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through

Impact 

임팩트 순간의 손의 
위치는 어드레스 때와 
동일하다. 그러나 임팩
트 바로 직후에는 자
연스럽게 손목은 반시
계 방향으로 회전되어
서 임팩트 후에는 왼
손바닥은 하늘을 가리
키고 오른손 바닥은 
지면을 가리키게 된다.

볼을 치고 난 다음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클럽헤드에 맡겨둔다. 
이대 클럽은 헤드의 
무게에 이끌려 자유롭
게 호를 그리게 된다.

임팩트를 너무 의식하게 되면 
자세가 무너지고 만다. 볼을 
맞추는 것에 너무 신경쓰지말
고 스윙 원호에 있는 볼을 가
격한다는 생각을 한다. 당연
히 허리의 움직임이 축을 중
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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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Shot

으로 복구하려는 힘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연습 시 스윙 탑에서 오른쪽 무릎에 오는 느낌에 신

경을 써서 몸을 완전히 꼬이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

러나 이것도 긴장된 움직임이어서는 안되며 오른쪽 무릎은 

여전히 셋업때와 마찬가지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즉 꼬여서 풀리려고 하는 질긴 고무줄의 느낌이 와야 하

며 뒤틀어진 금속 체인의 느낌이 와서는 안된다.

가속을 붙여주는 확실한 릴리스

충분히 가속이 붙어 임팩트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손목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어서 임팩트후에는 왼손바닥은 하

늘을 가리키고 오른손 바닥은 지면을 가리키게 된다. 릴리

스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는 왼쪽 손목 

안쪽에 시계를 찬 다음 릴리스 후에 시계의 위치를 보는 방

법이 있다. 만일 릴리스가 제대로 되었다면 손목 안쪽에 찬 

시계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오른쪽 어깨가 턱 밑에 올 때까지 폴로스루

가속도를 붙여 임팩트를 했다면 폴로스루도 자연스럽게 되

겠지만, 다운스윙시 가속도를 잘 붙이기 위해서는 폴로스

루때 오른쪽 어깨가 턱밑에 올 때까지 충분히 클럽을 밀어

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균형이 잘 잡힌 마무리, 피니시 자세

스윙이 잘 이루어졌다면 스윙의 끝 또한 제대로 끝나야 한

다. 피니시에서 몸의 균형이 깨졌다면 스윙이 잘못된 것이

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작게치는 스윙부터 시작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

로 오른쪽 어깨가 턱 밑에 올 때까지 폴로스루를 했다면 아

주 좋은 피니시 자세가 나올 것이다. 이 느낌을 기억해 두기 

위해서는 약 5초 정도 전방에서 누가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

고 그 포즈를 계속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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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거리가 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몸을 충분히 꼬지 않았기 때
문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왼쪽 어깨의 위치이다. 
백스윙이 탑에 도달했다면 왼쪽 어
깨는 턱밑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Driver Shot Point   

안전을 위한 드라이브샷 포인트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 회전으로

임팩트를 세게 하기 위해 너무 과도하게 어깨에 힘을 주면 

릴리스 단계에서 왼쪽 어깨가 벌어지고 몸이 미처 따라가

지 못홰 어깨만 심하게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상해를 입게 

된다. 스윙을 할 때 어깨의 긴장을 풀고 팔과 

허리의 회전을 이용한 스윙을 해야 한다.

체중배분은 왼쪽 40, 오른쪽 60

드라이버샷을 할 경우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40, 오른쪽에 60으로 체중 분배를 해야 충분한 

힘을 내면서 상해를 예방할수 있다. 체중이 지

나치게 한쪽으로 살리면 스윙을 하면서 무릎

이 빠르게 돌아갈 때 무릎 연골 손상이나 골반

의 뒤틀림, 허리 통증 등이 생길 수 있다.

뒤땅은 인대손상을 부른다

오른손 골퍼의 경우 왼손목이 굽어 클럽헤드가 

왼손보다 먼저 나가게 되면 뒷땅을 치게 된다. 

이 때 충격이 팔꿈치 안쪽 부위에 전해져 근파

열이나, 인대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연습장에서도 반드시 장갑을

스윙할 때 힘이 실리는 오른손에는 볼을 임팩트 하는 순간

의 충격이 고스란히 팔꿈치 안쪽으로 전달된다. 이때 그립

을 강하게 잡을수록 볼에서부터 전달되는 충격이 거져 팔

꿈치 안쪽 손상이나 골프 엘보가 생기기 쉽다. 그립이 손 

안에서 뒤틀릴 경우에는 충격으로 인해 손목에 생해를 가

져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바닥의 땀을 잘 닦

고 연습장에서도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 그립이 손에서 미

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룰러 라운드 전 반드시 손목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스윙이 잘 이루어졌다
면 그 스윙의 끝 또한 
제대로 끝나야 한다. 
피니시에서 몸의 균형
이 깨졌다면 스윙이 
잘못된 것이다. 오른쪽 
어깨가 턱 밑에 올 때
까지 폴로스루를 했다
면 아주 좋은 피니시 
자세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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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Shot

왼손 마지막 손가락의 근력 강화

왼손의 마지막 세 손가락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근력이 그다지 세지 않다. 하지만 

골프 스윙을 할 때 손가락들은 왼팔의 지렛데 역할

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무리한 연습을 근력이 약

한 왼쪽 세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가락 염

증과 변형이 생긴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스퀴즈볼과 

같은 그립 강화 운동 기구를 사용해 세 손가락의 근

력을 강화하면 상해예방과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된

다.

스위트 스폿을 정확히 타격한다.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최우선 조건은 클

럽헤드의 스피드이지만 이점은 여기서 생각하기로 

한다. 스피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확한 타접이

다. 보다 긴 드라이버의 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은 척추
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대칭의 움직임
이 되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척추를 
축으로 톱에서 멈
춘 클럽의 위치와 
대칭을 이루는 위
치가 바로 피니시
가 된다.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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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클럽 페이스 중앙의 스위트 스폿에 볼이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여기서 스위트 스폿이라 함은 클럽페이스 길이의 중

앙과 상하 중앙을 의미하며, 드라이버인 경우 센터에서 앞

뒤로 1cm 부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스위트 스폿의 오차는 10% 이상의 거리를 감소시키

게 된다. 다시 말해 250m를 보낼수 있는 샷이 2cm 정도 앞

으로 맞아버리면 200m 밖에 보낼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클럽의 중심보다 하단에 맞게 되면 볼에 스핀이 적게 걸려 

낮은 탄도로 날아가며 거리도 줄어든다. 반대로 상단에 맞

게 되면 볼이 너무 높은 탄도로 날아가면서 역시 거리가 줄

어들게 된다. 그리고 중심점에서 앞, 뒤로(토우와 힐쪽) 임

팩트가 되면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볼이 사이드 스핀

을 먹고 날아가면서 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또한 거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클럽 중심점인 스위트 스폿에 정확히 맞히기 위해

서는 스윙리듬을 천천히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세게 치지만 중심점에 안 맞는 것 보다 볼이 훨씬 멀리 가게 

된다.

볼의 어프로치 각도가 중요하다.

클럽 헤드가 볼에 어프로치 되는 각도에 따라 볼의 비거리

에 영향을 준다. 클럽 헤드가 내려가는 각도가 가파를수록 

볼의 백스핀이 커지고, 볼의 진행에 필요한 파워의 전달양

이 줄어들게 된다. 초보자의 경우 드라이버 티샷이 하늘로 

높게 뜨고 거리가 짧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로 체중이

동이 반대로 된다든지 다운스윙 때 두 손의 힘을 갑자기 강

하게 휘두를 때 내려오는 스윙궤도가 가파르게 변하여 이

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가장 가볍고 유연한 샤프트의 선택

골프 용품에서도 비거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샤프트다. 그 이유는 볼을 때리는 것이 클럽

헤드지만 클럽을 얼마나 빨리 휘두르는가 그리고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는 가는 샤프트의 특성에 크게 좌우되기 때

문이다. 명심해야 할 점은 거리를 늘리고 싶다면 자신이 컨

트롤 할 수 있는 가장 가볍고 가장 유연한 샤프트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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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Shot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 샤프트마다 

붙어 있는 ‘시니어용’이나 ‘남성용’ 이니 

또는 ‘S’ 이니 ‘R’이니 하는 구분에 대해

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런 구

분은 선택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절대적

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클럽은 가벼울수록 빠른 스윙이 가능하

고 샤프트가 유연할수록 임팩트 때 볼을 

좀 더 강력하게 칠 수가 있다. 따라서 자

존심 따위에 연연하지 말고 다양한 플렉

스와 무게의 제품을 시험해본 후에 샤프

트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20대의 골퍼라고 해도 오히려 ‘시니어

용’샤프트를 사용했을 때 10야드 이상까

지 거리를 늘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볼은 딱딱할수록 반발력이 강하다.

또한 골프 볼에도 비거리에 차이가 있다. 

골프 볼에는 색으로 강도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골퍼 대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

지 못하다. 녹색으로 숫자가 쓰여 있다면 

70, 파란색은 컴프레션이 80, 빨간색은 

90, 검정색은 100으로 되어 있으며 수치

가 높은 것이 강한 볼이다. 볼이 딱딱할

수록 임팩트 때의 반발력이 높아져 먼 거

리로 날아간다. 물론 그에 대응하는 헤드 

스피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초보자나 

힘이 없는 사람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또

는 녹색의 숫자가 쓰인 볼을 사용하는 것

이 좋다. 또한 겨울철에는 공이 기온으로 

인해 비거리에 차이를 보이는데, 반드시 

주머니에 넣어서 따뜻하게 보온을 해 주

는 것이 좋다.

왼손의 마지막 세 
손가락은 일상생활
에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력
이 그다지 세지 않
다. 하지만 골프 스
윙을 할 때 이 손가
락들은 왼팔의 지
렛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는 기는 샤프
트의 특성에 크게 
좌우된다. 거리를 
늘리고 싶다면 자
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거볍게 
가장 유연한 샤프
트의 특성을 파악
해야 한다.

드라이버 거리는 
세게 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
라 스윗 스팟에 얼
마나 정확하게 맞
히는가에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드
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할 때에는 항
상 클럽의 어느 부
분에 볼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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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tpga.or.kr

Korea Teaching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국내본부      서울,경기,인천,강원, 본부장 편무일      영남본부, 본부장 조동민     전남,광주,제주, 본부장 김효양  

사단법인 한국티칭프로골프협회 본 협회는 최초 2003년 11월28일 사단법인 한국티칭프로골프협회 법인을 설립하여 동년 동월 문화체육관광
부 로부터 티칭프로 교육 및 지도자 양성단체로 허가를 받아(허가번호 제 2003-39호) 2004년 5월에 첫 선발전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공
신력 있는 티칭프로골프협회로 우뚝 솟았습니다. 끝으로 본 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협회의 목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이며 철저
한 교육, 살아있는 교육, 생동감 넘치는 교육으로 회원 여러분께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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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소비자의 날 기념식서 공정거래위원장상 수상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대표 김영재·이하 스카이72)가‘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고객만족부문’ 공정거래

위원장상을 표창받았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정부 지침으로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됐다.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고객만족부문은 고객의소리(VOC)를 활용해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스카이72는 골

프장에서 주요한 요소인 코스와 관련한 VOC를 통계 전문 담당자가 분석한 

후 시기별, 코스별 등 다양한 부문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관련부서가 적극 

대응하는 ‘코스랩 VOC 사전 예보제’를 운영중이다.

또한 여성고객들의 VOC를 기반으로 탄생한 프리미엄 락카서비스는 이미 

많은 골퍼들 사이에서 ‘속옷만 가져가면 되는 골프장’으로 평이 자자하

다. 이번 표창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에서도 창의성과 혁신성을 집중 심사

했으며 한국소비자원 내외부심사위원회의 평가와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스카이72 소비자중심경영을 이끌고있는 박석철 고객서비스실 실장은 “스

카이72는 과거 골프장 중심의 권위적인 문화와 관행을 깨고 오롯이 골퍼

의 시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딘, 당시엔 골프장계의 이단아였다”라며 “지금

은 당연해진 홀별정산제, 반바지라운드 등 업계 최초로 시도한 파격적인 

서비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

했다.

한편 스카이72는 2016년 첫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이래로 올해까지 연속 

3회 인증을 획득하면서 여전히 골프업계에서 남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2020년에 획득한 재인증 심사에서도 다양한 채널로 VOC를 수집해 소비자

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은행, 전 프로골퍼 허윤경 자산관리 전담팀 출범

골프, 축구, e스포츠 등 유

명 스포츠 스타를 위한 자

산관리 전담팀을 운영하는 

하나은행은 지난 10일 서

울 강남구 소재 CLUB1 PB

센터에서 전 프로골퍼 허윤

경 선수의 자산관리 전담팀

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은행 자산관리 전담팀

은 전문 PB를 비롯해 변호

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로 구성돼 있다.

KLPGA 신인왕 유해란…고진영 속한 세마스포츠와 계약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올 시즌 신인왕 유해란(19)이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와 계약했다.

세마스포츠마케팅은 지난 12월 22일 유해란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유해란은 지난해 초청 선수로 참가한 KLPGA 투어 제주 삼

다수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정규 투어에 데뷔한 올해는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슈퍼 루키'로 떠올랐다.

2020시즌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우승 외에 3차례 준우승과 9차례 톱10 성

적을 남기며 신인상을 받았다. 이번에 그와 계약한 세마스포츠마케팅에는 

고진영, 박성현(27), 미국프

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강성훈(33) 등이 속했다.

유해란은 "평소 선망해 온 

언니들(고진영·박성현)과 

함께하게 돼 매우 영광이

다. 언니들의 값진 조언이 

제가 더 멋진 선수로 나아

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집중해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

는 소감을 전했다.

이성환 세마 대표는 "강한 멘털과 정확한 샷, 유연성과 파워를 겸비한 유

해란과 함께하게 돼 기대된다"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담 매니저 구축, 

멘털 케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 광주은행장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왕중왕' 고은상 선수

2020 광주은행장배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고은상 선수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1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나주중흥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과 

협약을 맺고 순수 아마추어 선수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예선

을 거친 후 왕중왕전을 진행했다. 

예선·본선 대회 참가자 및 일반인들에게 나주중흥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에서 광주은행 KJ카드로 그린피 결제 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왕중왕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고은상 선수는 신페리오 우승 트로피와 

부상으로 현대자동차 뉴아반떼를 수여 받았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소통함으로

써 고객님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추진한 이번 광주은행장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객님의 

금융생활 동반자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여

러 분야에서 지역민

과 함께 상생·동행

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 대표은행의 사

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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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굿네이버스 서울강남나눔인성교육센터’에

 5천만원 상당 기부

골프존은 18일 서울 강남구 골프존타워서울에서 '팔도삼파전 기부금 전달

식' 및 '크리스마스를 부탁해 키트 전달식'을 개최하고 굿네이버스 서울강

남나눔인성교육센터에 5천만원 상당의 기부금 및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과 후원 물품은 12월 13일까지 전국 골프존파크 매장에서 열린 

팔도페스티벌3 '팔도 삼파전'을 통해 고객이 기부한 성금과 골프존 본사에

서 마련한 기부금을 모은 것이다.

또 골프존 임직원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키트 100개를 굿네이버스 서울강남나눔인성교육센

터에 전달했다.

굿네이버스 이필승 서울강남나눔인성교육센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

난 만큼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 나눔 문화 확장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녀골퍼 안소현 마음씨도 아름답네

미녀골퍼 안소현(25·삼

일제약)이 연말을 맞아 훈

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

다. 안소현은 지난 12월 15

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써달라며 난방비 지원금

과 난방 용품을 한국 월

드비전에 전달했다. 자신

의 팬카페(사프란) 회원들

과 함께 참석한 안소현은 “팬카페 오픈 1주년을 기념해 의미있는 일을 고

민하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소현은 또 “올 한해동

안 성적에 비해 팬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팬들에게 삼행시 선물

까지 받아 보답으로 기부를 하고싶다는 뜻을 팬들에게 밝혔는데, 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난방비 지원금을 함께 모아줬다”고 설명했다.

안소현의 팬카페 사프란은 지난해 11월 문을 열어 현재 520명이 넘는 회

원이 활동하고 있다. 안소현은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

서 미녀골퍼 선풍을 일으키며 동영상 20만 조회, 실시간 검색 1위, 인스타

그램 팔로워 7만명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BC카드ㆍ한경 레이디스컵 21

위, IS동서 부산오픈 33위, 오텍캐리어 챔피언십 30위에 올랐다.

골프도 카카오… 골프예약, 올해만 30만 예약 돌파

스포츠와 IT를 결합한 체감형 통합 서비스 기업 ㈜카카오 VX(대표 문태식)

는 18일 자사 골프 예약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카카오골프예약’

의 2020년 한 해, 이용자와 골프장을 연결한 예약 수가 30만을 돌파했다

고 밝혔다.

‘카카오골프예약’의 월별 판매 현황을 보면 가을 성수기인 9월, 10월이 

연중 예약 비중이 가장 높았고, 최다 예약이 일어난 하루는 약 3,000건을 

기록했다. 이날은 약 30초마다 골프장 예약이 이뤄진 셈이다.

국내 골프 인구 증가 및 골프 열풍에 힘입어 ‘카카오골프예약’의 예약률

은 매월 성장 지표를 경신하고 있다. 올 한 해 최고 예약 건수를 기록한 

달은 10월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20% 증가 추이를 보였다.

‘카카오골프예약’은 예약, 결제, 실시간 교통 안내까지 한 번에 실행하는 

원스톱 골프 예약 서비스라는 특장점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전체 회원 수는 137만 명이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내 

골프 예약 앱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카카오골프예약’과 제휴를 맺는 골프장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

휴 골프장은 약 270개에 달했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올 한 해 ‘카카오골프예약’ 내 전체 골프장 중 가장 많은 예약 건수를 

기록한 골프장은 전남 장성 ‘푸른솔 GC’가 차지했다. ‘푸른솔 GC’는 재

방문율이 가장 놓은 골프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휴그린 GC’, ‘태광 

CC’, ‘아라미르 CC’, ‘파라지오 CC’ 순으로 높은 재방문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티타임 오픈 시 알림을 받는 기능인 ‘티타임 알람 기능’과 대

면 체크인 없이 자동으로 골프장 입장이 가능한 ‘자동 체크인 서비스’를 

‘베뉴지 CC’에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 결제 및 스코어 기능 등 급변

하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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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소렌스탐, 13년만에 LPGA 출전

여자골프의 '살아있는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사진)이 13년 만에 

LPGA투어 대회에 나선다.

소렌스탐은 1월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포시즌스GC에서 

개막하는 LPGA투어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출전한

다고 지난 12월 16일 골프위크 등이 보도했다. 소렌스탐은 2008년 은퇴한 

이후 간간이 이벤트 대회 등에 출전했지만 LPGA투어 공식 대회에는 모습

을 드러내지 않았다. 물론 이번에도 LPGA투어 공식 대회 출전은 아니다.

이 대회는 LPGA투어 현역 선수와 초청받은 스포츠, 연예계 명사들이 함

께 어울려 경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신 선수들은 일반적인 스트로

크 플레이, 초청 명사들은 스테이블 포드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다. 소렌스

탐은 "골프클럽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면서 "그저 볼이 클럽 페이스에 제

대로 맞기만을 바랄뿐이지만 기대는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LPGA투어에서 통산 72승을 올린 소렌스탐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유스올

림픽 등에서 골프 경기를 주관하는 국제골프연맹(IGF) 신임 회장에 뽑혀 

내년 1월 취임한다. 소렌스탐은 15일 끝난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김아림

(25·SBI저축은행)이 우승 인터뷰에서 자신을 롤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자 

LPGA투어를 통해 "정말 잘했다. 우승을 즐겨라"라는 SNS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웹케시그룹, KPGA 선수들로 프로골프단 창단

웹케시그룹(회장 석창규)이 KPGA 코리안투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with 타미우스CC’의 공동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데 이어 KPGA 선수들로 

구성된 프로 골프단을 창단했다.

‘웹케시그룹 프로 골프단’은 김태훈(35)을 필두로 김성현(22), 장승보(24), 박

정환(27)까지 총 4명으로 구성됐다.

2013년 ‘KPGA 장타상’, 2015년과 2018년 ‘KPGA 인기상’을 수상한 통산 4

승의 김태훈은 이번 시즌 11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회 포함 TOP10에 5차

례 진입하는 꾸준한 활약으로 KPGA 코리안투어 최고의 자리인 ‘제네시스 

대상’과 ‘제네시스 상금왕’을 동시 석권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한 김성현은 2020 시즌 국내 무대

에 입성해 ‘제63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역대 최초 예

선 통과자 우승을 이뤄냈다. ‘KPGA 선수권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PGA투

어 ‘더 CJ컵’에도 출전하는 등 생애 최고의 해를 보냈다.

장승보 역시 이번 시즌 신인으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골프 종목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조선의 거포’라는 

별명처럼 이번 시즌 ‘BTR 평균 드라이브 거리’ 부문에서는 평균 306.92야

드로 2위에 자리하며 국내 최고 장타자의 면모를 뽐냈다.

마지막으로 올해 ‘데뷔 5년차’인 박정환은 아직 KPGA 코리안투어 우승은 

없지만 2018년 한국프로골프 2부투어(現스릭슨투어)에서 2승을 달성했다. 

2020년은 ‘제36회 신한동해오픈’ 공동 3위,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

피언십’ 공동 5위에 위치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스카이72, '202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복지부 장관상 받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는 2020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지속적인 나눔활동으로 국민의 복지향상에 힘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인적, 물적, 생명나눔, 희망멘토링까지 총 4개 부문에 나

눠 포상하며, 스카이72는 금전 또는 물품을 기탁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적을 인

정받아 물적나눔 부문에서 표창받았다.

스카이72는 매년 다양한 기부 활동으로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도 16년째 이어

온 ‘스카이72 러브오픈’을 통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원을(총 89억3000

만원)의 성금을 기탁했고, 인천쪽방상담소에 연탄과 생필품 등을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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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모바일 홈 화면 '골프 판' 신설…

내년 상반기 60개 브랜드 확대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대표 조만호)는 지난 12월 16일 모바일 홈 화

면에 골프 판을 신설하고 골프웨어 카테고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신사의 모바일 골프 판은 골프웨어 브랜드와 전문화된 스타일링 정보

를 소개하는 서비스로, 20~30대 젊은 골퍼부터 40대 이상의 스타일리쉬

한 정통 골퍼를 아우르는 패션 특화 골프 편집숍을 표방한다.

골프를 즐기는 고객과 입점 브랜드 사이의 쌍방향 소통 플랫폼이자 다양

해진 골프 수요층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차별화

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골프 판은 △인기 있는 골프웨어 상품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골프 랭킹 

△무신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골프의 모든 코디 정보를 소개하는 스

타일링 △골프 관련 브랜드 신상품 뉴스를 전하는 매거진 △골프에 입문

하는 무신사 회원을 위한 추천 브랜드로 구성됐다.

현재 △잭니클라우스 △까스텔바작 등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한 정통 골

프 브랜드부터 △더블플래그 △클로브 △제이미웨스트 △소셜그린클럽 등 

영 골퍼들 사이에 주목받고 있는 신진 브랜드까지 총 15곳이 입점했다.

골프 판 오픈 시기에 맞춰 플랫폼 선점 효과를 기대하는 골프 브랜드의 

입점 문의가 쇄도하면서 14개 브랜드가 추가로 입점을 확정했으며, 현재 

논의 중인 곳까지 합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약 60여 개 브랜드를 골프 판

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무신사는 이번 골프 판 오픈을 시작으로 골프 카테고리 영역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SNS 채널, 옥외 광고, 패션 문화 편집 공간 무신사 테라스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패션 유통 및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해 골프웨

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스트릿, 캐주얼, 글로벌 패션 브랜드 등 여러 복종의 브랜드는 물론, 

다양한 이종 산업과 골프웨어 브랜드 간의 이색 컬래버레이션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무신사 파트너스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골프웨어 브랜드에 투

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지훈 무신사 영업본부장은 “골프판 오픈은 무신사가 전개할 골프 서비

스의 시작점이다"라며 "무신사의 강점인 다양한 스타일에 기반한 패션 플

랫폼으로서의 정체성과 스포츠이자 문화로서 골프를 다루는 진정성을 놓

치지 않는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무신사 골프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전했다.

XGOLF, 따뜻한 경상·전라 ‘남도 골프 패키지’ 판매

국내 최대 골프 부킹 서비스 XGOLF(대표 조성준)가 겨울 골프 시즌 따뜻

한 경상·전라 지역 골프투어 패키지를 1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 특별전은 경상·전라남도 지역 골프장 36홀 그린피와 숙박, 조식 구

성의 골프투어 패키지로 XGOLF 회원에 겨울철 온화한 라운드 기회를 제

공하고자 마련됐다. 캐디 서비스 및 코스 관리, 그린피, 숙박 만족도 등을 

회원이 직접 평가하는 이용후기 평점 8.7점(10점 만점) 이상의 우수 골프

장들로 꾸렸다.

먼저 경상 지역 통영동원로얄은 36홀 그린피와 골프텔, 조식을 23만 원부

터 예약 가능하다. 약 30만 평의 광활한 대지 위에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통원동원로얄은 남해안 해양성 기후로 겨울에도 그린 컨디션이 좋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전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힐링을 선사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어 라운드의 깊이를 더하는 코스로 잘 알려져 있다.

따뜻한 남해안의 중심부 거제도에 위치한 거제뷰 골프 패키지도 준비됐

다. 거제뷰는 골프장을 둘러싼 35만 그루의 편백나무 숲을 그대로 살린 

자연 친화적 코스에서 다도해 해상의 장관과 계절 변화를 느끼며 라운드 

할 수 있다. 홀마다 해저드와 벙커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초급부터 수준급 

골퍼까지 기량별로 난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36홀 그린피와 골프텔, 조

식을 23만 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전라 지역에서는 따뜻한 남해 바다의 청정 공기를 들이 마시며 즐기는 

파인힐스 골프 패키지가 있다. 순천 조계산 기슭에 자리한 파인힐스는 소

나무 언덕을 뜻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송과 적송이 심연을 이룬 

100만여 평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유명하다. 파인, 레이크, 힐

스 3개 코스는 각기 다른 특색과 난도로 묘미를 선사하며, 36홀 그린피, 

골프텔, 조식을 23만 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패키지 이용 시 XGOLF 홈페이지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Xcash

도 각각 적립된다.(등급별 차등 적용) 자세한 내용은 XGOLF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6-123 골프단신.indd   119 2020-12-29   오후 3:27:38



120 | PAR GOLF&TRAVEL | January 2021

골프존뉴딘그룹, 취약계층 위한 '5억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골프존뉴딘그룹(회장 김영찬)은 사랑의 열매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 5억원을 전

달했다고 12월 15일 밝혔다.

△골프존뉴딘홀딩스 △골프존 △골프존카운티 △

골프존유통 등 총 4개사가 함께 마련한 성금은 경

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 이웃들의 건강

한 겨울나기를 위한 생필품 지원 및 후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골프존뉴딘그룹은 지난 4월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을 통해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 디지털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굿네이버스와 함

께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부한 바 있다.

이처럼 골프존뉴딘그룹은 '나눔과 배려'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

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연말마다 지역의 소외된 가정을 방문해 김치 및 생필품을 전달하며 

나눔 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

내 유일의 장애인 직업합창단 '골프존파스텔합창단'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골프존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 후원 및 지역사회 나눔 사업, 유원

골프재단을 통한 골프 꿈나무 후원, 장학사업 등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

과 새해를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에 이번 성금을 기

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

하며 기업의 나눔 경영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골프존뉴딘그룹은 지난 2000년 5월 김영찬 회장이 설립한 스크린골

프 회사인 골프존으로 출발했다.

'스크린골프'라는 세상에 없던 혁신 비즈니스를 선보이며 고도성장을 거듭

해 현재는 스크린골프뿐만 아니라 △골프코스 토탈 서비스 기업 '골프존카

운티' △골프용품 유통사 '골프존유통' △골프 거리측정기 제조사 '골프존데

카' △IT·스포츠를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사 '뉴딘콘텐츠' 등 사업 영

역을 확대하며 종합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까스텔바작, 모바일 플랫폼 구축…골프웨어도 '디지털 전환'

까스텔바작은 온라인 중심의 E커머스 비중 확대를 넘어 모바일 전자상거

래 활성화와 고객 확대를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지

난 12월 1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패션업

계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루이비통, 프라다 등의 명품 브랜드들이 일

제히 VR기술이나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옴

니 채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골프웨어 업계에서는 까스텔바작이 선두 주자로 소비와 유

통, 고객 서비스 및 체험의 영역까지 디지털 전환에 나서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까스텔바작은 이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디지털 본부를 조직하고 자체 앱 구축과 서비스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내년부터 까스텔바작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구축되면 오프라

인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점별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고화질 이미지

와 3D 렌더링, AR(증강현실)기술을 적용한 '실감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까스텔바작은 향후 VR 쇼룸 및 비대면 패션쇼 등 언택트를 전

제로한 고객 서비스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AI를 통한 개인별 최적

화된 스타일 등에 대한 추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까스텔바작 관계자는 "디지털 쇼핑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현재의 매

출 동력일 뿐 아니라 미래 소비의 기반이기도 하다"라며 "기존 온라인 자

사몰 또한 모바일로 연동해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객 경험을 확대해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News & News

KPGA 김태훈 팬클럽, 저소득 가정 아동에 400만원 기부

 KPGA 김태훈 팬클럽이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굿네

이버스 경기1본부는 10일 "김태훈의 팬클럽‘다이내믹 태

훈’으로부터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약 

4백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 ‘김태훈 

기금, 나이스 버디&이글’은 제63회 KPGA 2020 선수권

대회부터 시즌 마지막 대회로 치뤄진‘LG 시그니처 플레

이어스 챔피언십’까지 김태훈의 버디와 이글 개수에 따

라 팬클럽에서 자발적으로 기부, 약 4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굿네이버스 경기1본부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내 저소득 가정 아동 대상으로 마스크 및 생필

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코로나19로 가장 취약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훈은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대상 및 상금

왕을 거머쥐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

한 13년차 선수다.

김태훈은 팬클럽 기금을 전달하며 

“올 한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던 큰 

동력은 팬클럽 회원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덕분인 것 같다”며, “더

불어 지역사회를 위해 선한 뜻의 기

금을 조성해주신 회원들의 마음에 

무척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경

기로 팬들에게 보답하며, 사회에 기

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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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라이어, 

KLPGA 강리아·문지은·이솔라와 의류 후원 계약

여성 골프웨어 브랜드 페어라이어를 유통하는씨에프디에이가 한국여자프

로골프(KLPGA)의 강리아(27), 문지은(21, 넥시스), 이솔라(30)와 8일 의류 후

원 조인식을 가졌다. 강리아는 2011년 KLPGA 프로테스트를 수석으로 합

격한 선수다. 문지은은 2018년 드림투어 16차전에서 우승한 기대주로, 페

어라이어 공식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솔라는 2017년 KLPGA 드림투어 상금왕이다. 지난해 일본투어에 전념한 

데 이어 2021년 국내투어 시드를 확보해 2개 투어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윤지나 씨에프디에이 대표는 “각자 개성이 다른 세 명의 여자 프로골퍼와 

내년 시즌을 함께하게 됐다"며 "골프단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의 페어라이

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골프존 "예약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 PC방, 영화관보

다 훨씬 안전"

골프존은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인해 스크린골

프장 영업이 3주간 중단된 것에 대해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적용·시행되

고 있다"며 제한적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장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한 룸당 크기가 30㎡ 이

상에 평균 2.5명이 이용해 정부 방역 기준인 4㎡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

히 만족한다"며 "불특정 다

수가 밀접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 PC방에 비하면 고

객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

어 위험도가 낮다"고 강조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스크린골

프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좁은 공간

에 다수가 모여있는 PC방

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설

인데, 실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연습장은 되고 스크린골프장

은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업종 특성상 매장 규모도 큰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 관리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골프존은 "올해 2월부터 모든 매장에 방역 서비스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이전 대비 50% 이상 

급감했는데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주들이 다시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한적 영업 허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KLPGA 2승' 조영란, 화장품 브랜드 에이프릴27과 후원 계약

프로골퍼 조영란(33ㆍ노그노플렉스)이 새로운 후원사와 손을 잡았다.

조영란은 9일 오전 인천광역시 서니사이드업 화장품 연구소에서 서니사

이드업의 화장품 브랜드 에이프릴 

27과 후원 조인식을 가졌다.

이로써 조영란은 향후 1년간 출전

하는 모든 대회에서 골프웨어 상의 

가슴 쪽에 에이프릴(April) 27 패치

를 달고 출전한다. 조건은 서니사

이드업 화장품과 성적에 따른 인센

티브다.

2006년 KLPGA투어에 데뷔한 조영

란은 2007년 KB 국민은행 스타 투

어 5차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 

그해 상금순위 5위에 올랐다. 2011

년에는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내

년 시즌은 드림투어에 출전한다.

조인식에 참석한 조영란은 “평소 좋아하던 화장품 브랜드와 인연을 맺게 

돼 기쁘다. 사회공헌과 골프선수 후원에 남다른 철학을 가진 이선 대표와 

이야기하며 느끼는 점이 많다. 더 분발해서 정규투어 무대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교상사, 브리지스톤 사랑나눔 후원금 1억2361만원 전달

석교상사는 지난 7일 서울 강남

구 대치동 본사에서 1억 2361만

원의 ‘브리지스톤 사랑나눔 캠

페인’ 후원금을 성가복지병원, 

요셉의원에 전액 전달했다. 이로

써 지난 19년간 이어져온 석교상

사의 사랑나눔 활동의 누적 후

원금은 총 12억 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브리지스톤골프 용품 

수입 총판인 석교상사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골프 업계 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겠다'라는 이념으로, 매년 기부와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

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진행한 사랑나눔 캠페인 후원

금 전달식에서 무의탁 환자를 위한 무료 의료 시설인 ‘성가복지병원’에 

8000만원, 자선 의료 기관으로 개원 33주년을 맞은 ‘요셉의원’에 4361

만원을 전달했다. 이승엽야구장학재단에서는 성가복지병원에 마스크 1만

5000장을 기증했다.

석교상사의 사랑나눔 캠페인은 2002년부터 석교상사 임직원이 자발적으

로 기부를 해오다 2005년 브리지스톤 사랑나눔 골프대회를 처음 시작했

다. 브리지스톤 사랑나눔 골프대회 및 사랑나눔 캠페인은 모금액 전액을 

기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기부처 중 하나인 

‘성가복지병원’을 방문, 무료 급식 봉사도 한다.

News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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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파스텔합창단, 제3회 연말 정기연주회 개최

국내 유일의 장애인 직업합창단‘골프존파스텔합창단’이 3일(목) 골프존타

워서울 삼진홀에서 제3회 연말 정기연주회‘A Letter From PASTEL(파스텔

에서 온 편지)’을 개최하였다.

세계 장애인의 날(12/3)을 맞이해 개최되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으며,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오후 5시부터 약 60분간 ‘골프존파스텔합창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뉴딘파스텔이 주최하고 골프존뉴딘그룹이 후원에 나선 이번 정기연주회는 

‘A Letter From PASTEL’ 이라는 주제 아래 아름다운 사랑노래로 구성된 합

창공연 ‘러브레터(Love Letter)’와 희망을 노래하는 창작뮤지컬 ‘드림레터

(Dream Letter)’로 나누어 진행되었다.오프닝 공연으로 감미로운 선율이 돋

보이는 ‘펠릭스멘델스존(Felix Mendelssohn)의 노래의 날개위에(Auf Flugeln 

des Gesanges Op.34/2)’를 선보였으며, ‘세자르프랑크(C?sar Franck)의 생

명의 양식(Panis Angelicus)’, ‘김효근의영원히사랑해’, ‘이주호의 그대내게 

행복을 주는사람’등 연말 분위기에 걸맞은곡들로 따듯한 하모니를 들려주

었다

특히,이번 공연에서는 합창단 단원들의 스토리를 담은 뮤지컬 형식의 창

작곡으로 초연 무대가 눈길을 끌었다.‘난 할수 있어’, ‘꿈’, ‘어느 날 갑자

기’, ‘더 당당하게 외쳐’ 등의 넘버들을 통해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

하는 단원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공연을 시청하는 많은 이들에게깊은 울림

을 선사하였다

뉴딘파스텔 한태정 대표는 “이번 정기 공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골프존파스텔합창단의 공연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향

한 편견을 없애고,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자유롭게 

꽃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뉴딘파스텔은2017년 12월,음악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에게직업 음

악인으로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골프존파스텔합창단을 창단했으며, 사내 카페 위

탁 운영을 통해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2018년 음악 단체 운영 사업장으로는 국

내 최초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제공형 분야의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News & News

스카이72, 아홉 번째 ‘사랑의 연탄나눔’ 열어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대표 김영재, 이하 스카이72)가 지난 12월 4일 네

스트호텔과 함께 9번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연탄나눔’을 인천 동구 희

망키움터에서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번 행사는 직접 배달하지 

않고, 500만원 상당의 연탄 교환 쿠폰과 생필품 박스를 인천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

인천쪽방상담소는 스카이72를 대신해 쪽방촌 주민에게 연탄교환 쿠폰과 

생필품 박스를 전달한다.

스카이72는 2012년부터 매해 12월 캐디 및 임직원, 협력사 직원 그리고 네

스트호텔 임직원 등이 모여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노후 시설을 점검해 주

는 등 온정을 나눠왔다.

한편 스카이72는 오는 10일 대표 나눔 행사인 ‘러브오픈’을 진행한다.

볼빅, 취약계층 위해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장 기부

볼빅이 GS리테일, 희

망브리지와 손 잡

고 취약계층을 위한 

KF94 보건용 마스크 

기부 및 판매에 나섰

다.

GS리테일과 희망브

리지, 볼빅은 지난 12

월 1일 마포구 신수

동 희망브리지 본관

에서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협력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

눴다.

협약의 의미를 담아 10일 출시되는 상품은 '볼빅퓨어마스크KF94'. 초정전 

MB필터를 사용한 4중 구조로 황사,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및 감염원을 차

단하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GS리테일과 볼빅이 마스크 1만 개를 공동 기부하고, 이를 '희망브리지' 전

국재해구호협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출시 상품의 포장 패키지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GS리테일과 

볼빅이 함께 재난·재해로 고통받는 이웃을 후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마스

크 표면에는 '희망브리지' 로고를 새겼다. 코로나시대 필수 아이템 마스크

를 통해 고객의 간접 기부 동참 유도 및 구호단체 희망브리지 알리기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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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파인힐스CC, '2020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에 선정

전남 순천 파인힐스CC가 ‘2020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에 선정됐다.

국내 최대 부킹 사이트인 XGOLF가 주최하는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은 

한 해 동안 소비자 편의 향상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한 골프장을 소비자인 

골퍼들이 직접 선정하는 국내 유일의 시상이다.

파인힐스는 코스 관리, 가격 만족도, 캐디 서비스 등 전체 항목 등에서 높

은 점수를 받아 1차 후보에 올랐다. 이후 XGOLF 회원들이 직접 라운드를 

한 뒤 실시한 2차 평가에서도 파인힐스CC는 고득점을 획득, 10대 골프장

에 선정됐다. 2차 평가는 총 11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나인브릿지CC, 아시아나CC, 용평버치힐CC 등을 설계한 로날드 프림이 

디자인한 파인힐스CC는 파인, 힐스, 레이크 등 3개 코스 총 27홀로 조성

됐다. 2004년 11월 회원제로 개장했다가 2012년 대중제로 전환했다. 호남

고속도로 주암IC(송광사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좋다.

퍼시픽링스 코리아, 서울대 어린이 병원 발전 후원금 2천만원 기부

퍼시픽링스코리아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

원 발전 후원금 2000

만원을 기부했다.

퍼시픽링스 코리아는 

지난 12월 2일 서울대

병원 대한의원 본관

에서 왕월 회장과 김

연수 서울대학교 병

원장이 참석한 가운

데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임진한 프로의 골프전문 유튜브 채널 

‘임진한클라스’에서 진행하는 ‘퍼시픽링스 도네이션 스킨스게임’ 해당 콘

텐츠의 우승 상금과 스킨스게임 매치플레이 상금으로 마련됐다.

연예인 3인과 프로골퍼 3인의 2인 1조 기부 매치로 진행된 해당 콘텐츠에

는 연예인으로는 이수근, 김종민, 이태곤, 그리고 프로골퍼는 강다나, 박진

이, 최예지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왕월 회장은 “퍼시픽링스코리아의 이

번 사회공헌 활동으로 미래 세대의 희망인 어린이를 위한 후원에 동참하

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가도록 하겠

다”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글로벌 골프 멤버십인 퍼시픽링스 코리아(회장 

왕월)는 캐나다와 중국에 각각 미주와 아시아 본사를 둔 퍼시픽링스 인터

내셔널의 한국지사로 지난 2017년 설립되어 골프회원권 시장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 골프 역사 바꾸는 23세 호블란

겨울이 길고 눈도 많은 노르웨이에서는 골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월에

서 10월까지 5~6개월에 불과하다. 그런 악조건 탓에 유명 골프 선수가 

거의 없다. 지난 해 38세의 나이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5

승을 거두고 은퇴한 수잔 페테르센 정도가 골프팬들이 기억하는 노르웨

이 출신 스타 골퍼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도 

페테르센의 명성을 

넘어설 노르웨이 출

신 스타 골퍼가 탄

생한 듯하다.

지난 2월 푸에르토

리코오픈에서 우승

하면서 노르웨이인 

최초의 PGA 챔피언

에 올랐던 빅토르 

호블란(23)이 2020

년 PGA 투어 마지

막 대회인 마야코바 

클래식(총상금 720만 

달러)에서 우승하면

서 통산 2승을 올렸

다.

호블란은 7일(한국

시간) 멕시코 플라

야 델 카르멘의 엘 

카멜레온 골프클럽

(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

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5타를 쳐 합계 20언더파 264타로 에런 와이즈(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129만6000 달러(약 14억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살았던 호블란은 노

르웨이 골프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다. 미국으로 건너간 뒤 오클라

호마주립대 골프팀 선수로 활약한 호블란은 2018년 노르웨이인 최초로 

US아마추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

고 2019년 마스터스와 US오픈에서 동시에 아마추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

다.

어린 시절 검은 띠를 딴 태권도 유단자이기도 한 호블란은 2019년 로켓 

모기지 클래식 최종일부터 더CJ컵 2라운드까지 19개 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치면서 이 부문 PGA 신기록을 새로 쓰기도 했다. 그의 세계랭킹

도 지난 주 26위에서 이번 주 15위까지 껑충 뛰게 된다.

이날 에밀리아노 그리요(아르헨티나)에게 2타 뒤진 3위로 출발한 호블란

은 그리요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다 18번 홀(파4)에서 4ｍ 짜리 버디 

퍼팅을 성공하면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그리요는 1타를 잃고 

토니 피나우, 브렌던 토드(이상 미국) 등과 공동 8위(15언더파 269타)로 대

회를 마쳤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강성훈(33)이 단독37위(합계 8언더파 276타)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최경주(50)는 공동 46위(5언더파 279타)로 대회를 마쳤

다. 이 대회로 2020년을 마무리한 PGA 투어는 내년 1월 7일부터 하와이

에서 열리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로 재개된다.

News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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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골퍼들 주목받는 '발도' 드라이버, 특수 티탄페이스로 반발
계수·타구감↑

일본 철강 기술이 집약된 발도(BALDO) 드라이버가 골퍼들의 시선을 끌어

모으고 있다. 발도에 따르면 대표 제품인 코르사 드라이버 시리즈는 국내 

론칭 2년 만인 올해 1000개 이상 판매됐다. 최근 출시된 ‘코르사 DC 아이

언’은 2개월여 만에 150세트가 완판됐다.

개발자인 노부사 우메모토 회장은 “최고의 소재가 최고를 만든다”는 신념

으로 매력적인 클럽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직

접 수행하고 있다. 발도는 2020년 기준 세계 기성 브랜드를 포함해 일본 

드라이버 사용률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피팅 브랜드 중 유일하게 상위 20

위 안에 랭크됐다.

일본 최대 철강회사인 ‘대동철강’은 R&A룰에 적합한 티탄페이스를 개발

했다. 발도의 모든 제품에는 대동철강의 ‘DAT55G’ 티탄페이스가 사용된다. 

발도의 제품들이 최고의 반발계수와 타구감, 타구음 등으로 사용자에게 만

족감을 주는 비결이 바로 이 소재에 있다. 또 발도는 바디와 크라운에 ‘8-

1-1티탄’을 적용해 사용자에 따라 무게 조정이 가능한 풀 티탄 드라이버 

등 보다 강하고 가벼운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발도 관계자는 “2021년 KLPGA 정규투어에 입성한 정지민2(대우산업개발) 

프로는 2019년 발도 드라이버로 교체한 뒤 같은해 KLPGA 조건부 시드로 

비거리 5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볼빅 "소띠 해 특별 에디션 출시"

볼빅이 2021 신축년 소띠 해를 맞아 특별 에디션 2종을 출시했다.

'부와 번영의 상징' 황소를 형상화한 4구 패키지다. '황금 황소'는 도자기와 접목시켰다. 황

금가면을 쓴 황소가 컬러볼을 등에 싣고 필드를 누비는 모습이다. 루비와 오렌지, 옐로우, 

그린색으로 나왔다. 콜라보에 참여한 지훈스타크 작가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호기심

으로 소의 이미지를 바라봤다"며 "골퍼들 모두 황소의 기운을 받아 힐링하기를 기대하는 

바램을 담았다"고 했다. '승리의 황소'가 뉴욕 월스트리트 등 증권가에서 성공을 뜻하는 황

소다. 볼마커에는 블랙 바탕에 실버의 황소가 고개를 들어 포효하고 있다. 비비드 컬러공

의 인기 색상 구성이다. 심플하고 깔끔한 케이스와 포장이 돋보여 선물세트로 인기가 높

다. 볼빅 측은 "내년에는 소처럼 모든 골퍼들이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설

명을 곁들였다. 전국 주요 골프숍에서 살 수 있다.

혼마골프 TR21 라인업 완성, 우드·유틸리티·아이언

혼마골프가 투어월드 시리즈의 새로운 라인업인 TR21 페어웨이 우드와 유

틸리티, TR21X 아이언. TR시리즈는 올해 초 '스피드와 탄도 컨트롤'을 모토

로 출시했다. 이번 라인업에서는 네 가지 특장점을 추가로 제공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드라이버에 적용된 혼마의 고유한 논-로테이팅 샤프트 시스템은 모든 

TR21 페어웨이 우드와 유틸리티에도 도입했다. 가변 솔 웨이트는 탄도 컨

트롤을 가능하게 하며 가장 적합한 텅스텐 웨이트를 사용해 구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최적의 헤드 선택과 비거리 향상을 위하여 3번 페어웨이 우

드 중 한 모델을 

티타늄 헤드로 설

계하고 제작했다. 

클럽 선택의 극대

화를 위해 다양

한 선택사항도 제

공한다. 신규 4번 

우드(16.5도)를 비

롯해 티타늄 3W, 

일반 3W, 4W, 

5W, 7W를 개발해 

더 많은 골퍼가 

다양한 코스매니

지먼트에 따른 최

적화를 할 수 있

도록 클럽 세팅을 

돕는다.

TR21X 아이언은 중공구조 아이언으로 뛰어난 컨트롤과 비거리를 선사한

다. 텅스텐 웨이트와 고반발 페이스는 관용성과 탁월한 비거리를 제공하

기 위해 디자인되었고, 투어 수준의 골퍼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제공하면

서도 일반 골퍼가 원하는 추가적인 비거리를 얻을 수 있다. 

현재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민경, 이효린, 

서연정, 장은수, 김현수 등이 TR 시리즈의 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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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스카티 카메론, 19번째 마이걸 컬렉션 퍼터 출시

타이틀리스트가 스카티 

카메론의 한정판 시리

즈인 마이걸 컬렉션의 

19번째 퍼터를 선보인

다.

스카티 카메론이 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그 과정에서 받은 영감

을 독창적으로 녹여내 

퍼포먼스는 물론 예술

성, 작품성까지 인정받

고 있다. 19번째 마이걸 

컬렉션 퍼터의 콘셉트

는 '레트로 스쿠터를 타

고 도시를 질주하는 패

셔너블 쇼퍼'다. 스페셜 

셀렉트 스쿠어백 2 퍼

터에 씨 버블 블루(Sea 

Bubble Blue) 컬러 포인

트가 눈에 띈다. 어드레스를 섰을 때 씨 버블 블루 컬러의 별모양 6개가 

얼라인먼트를 도와주며 청량하고 반짝이는 느낌을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스카티 카메론 퍼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헤드에 새겨진 세개의 점, 일

명 쓰리 닷 또한 씨 버블 블루 컬러의 반짝이는 별모양으로 삽입되어 한

정판의 희소가치를 높였다.

솔 플레이트에는 블루 컬러의 캔버스 속에 스쿠터를 타고 머리를 휘날리

며 질주하는 쇼퍼의 이미지와 MY GIRL 문구가 새겨져 있어 19번째 마이

걸 퍼터만의 밝은 에너지가 잘 드러나 있다. 스카티 카메론 퍼터만의 퍼

포먼스도 놓치지 않았다. 미드-말렛형의 스퀘어백 2 퍼터는 미국에서 가

공된 303 스테인리스 소재로 밀링돼 견고한 페이스를 자랑하며, 모두 수

작업으로 마무리돼 부드러운 터치감과 일관된 타구음을 제공한다. 타이틀

리스트 측은 "이번 한정판은 그립와 헤드커버의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아 

마이걸 컬렉션만의 섬세하고 엘레강스한 느낌을 완성시켰다"고 소개했다. 

19번째 마이걸 컬렉션은 전세계 단 1250개만 출시됐고, 4일부터 일부 타

이틀리스트 클럽 공식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레노마 골프, 필드부터 일상까지 '트렌디한 윈터룩' 선보여

레노마 골프가 필드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두루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하

고 트렌디한 골프웨어를 선보였다.

한성에프아이(대표 김영철)의 레노마 골프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스웨터, 

경량패딩, 풀오버 등 필드는 물론 일상복으로 크로스 오버가 가능한 제품

들을 출시하고 트렌디한 윈터룩을 제안한다.

연출은 의외로 간단하다. 발열기능이 있는 다운을 사용한 롱기장의 다운

베스트에 자카드 편직으로 고급스럽게 풀어낸 방풍 풀오버나 레노마 레

터링을 부클 디테일로 디자인한 방풍 풀오버를 착용하면 필드에서나 생

활 속에서나 남다른 패션 감각을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 겨울 인기템인 뽀글이 캡이나 퍼(fur)방울이 포인트 되는 벙거지캡 

등의 악세서리를 착용하면 더욱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필드룩으로도 데일리 룩으로도 손색없는 '레노마 골프' 아이템은 전국 레

노마 매장과 한성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레노마 골프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골프웨어가 주목받으면서 일상복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세련된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라며 "이번 

시즌에는 일상과 필드 양쪽 모두에서 입을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스타일을 완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와이드앵글, 혹한기 추위 잡는 
남녀 패딩 팬츠 출시

북유럽 감성의 골프웨어 브랜드 와이드앵글이 혹한

기 라운딩에서 하체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패딩 팬

츠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남녀 ‘베이직 패딩 팬츠’는 패딩 소

재를 활용해 보온성을 극대화한 겨울 골프 팬츠제

품이다. 상의를 겹겹이 껴입어 충분한 보온이 가능

한 상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온이 어려운 하체의 

체온 유지를 돕기 위해 고안됐다.

신축성이 우수한 스트레치 폴리 소재를 사용해 편

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허리 양옆에 압박감을 줄

여주는 사이드 이밴드를 적용해 활동성을 강화했

다. 내구성이 뛰어나 눈, 비 등 변덕스러운 외부 날

씨에도 변형 없이 오래 입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다. 베이직한 디자인과 블랙 컬러로 코디가 용이하

며, 남녀용으로 출시돼 커플룩 연출도 가능하다.

와이드앵글 마케팅팀 관계자는 “겨울 라운딩에서는 

스윙 시 견고한 지지가 필요한 하체의 보온이 뒷받

침돼야 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력도 유지할 수 있다”

며 “보온성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까지 두루 갖춘 

와이드앵글의 패딩 팬츠와 함께 혹한기에도 안전하

고 따뜻한 라운딩을 즐겨 보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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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골프 캐릭터의 진화 '와키 프렌즈' 4종 출시

한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관심

을 모으면서 유사한 캐릭터로 

변화 발전하는 현상이 골프 브

랜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전

개하는 왁(WAAC)은 지난 2017

년 처음 등장한 이래 꾸준히 애

호가 층을 늘렸다. ‘어떤 희생

을 치르더라도 이긴다(Win at all 

costs)’라는 슬로건의 머릿글을 

딴 왁 브랜드는 매년 날개를 달

거나 표정이 다양한 캐릭터를 

내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올해는 와키 프렌즈를 테마로 

기존 왁의 캐릭터 와키에 4가지

의 변형 캐릭터를 내놨다. 완벽

한 두뇌 플레이로 승리를 만들

어내는 ‘조지아(Georgia)’, 뛰어

난 친화력으로 즐거운 플레이를 

추구하는 ‘조이(Joy)’, 프로페셔

널하지만 가끔은 허당의 매력을 

가진 ‘핑크 와키(Pink Waacky)’

까지 총 4개의 캐릭터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각 라이트 그레이, 

다크 그레이, 그린, 베이비 핑크 총 4가지 컬러의 셔츠로 선보인다.

코오롱FnC는 이같은 와키프렌즈를 골프 전문 온라인 셀렉샵 더카트골프의 

자체 제작(PB) 브랜드 ‘더 카트(THE CART)’와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

한다. 더카트는 스타일리시 골퍼들을 타깃으로 왁이 가진 위트를 재해석해 

감각적인 디자인의 스트릿무드 셔츠를 선보인다.

이번 컬래버레이션 셔츠는 최근 영골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트리

트 무드를 담아 여유 있는 핏으로 편안한 스윙이 가능하면서도 일상 생활

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더카트골프에만 단독 판매하는 제품

으로 기모 원단을 적용해 보온성을 강화했으며 커플룩으로도 착장하기 좋

아 다양한 스타일의 데일리 골프웨어로 연출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와이드앵글, 보온성 강화한 '제직 다운 베스트' 선보여

골프웨어 브랜드 와이드앵글은 체온 유지를 도와주는 ‘제직 다운 베스트’를 출시했다.

보온성에 중점을 둔 구스 다운 베스트로 써모라이트 소재는 섬유의 가운데 부분을 비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차단해 보온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다.

내부에는 가볍고 따뜻한 구스 다운을 사용했으며, 겉면에는 나일론 스트레치 소재를 활

용해 신축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와이드앵글의 시그니처 레터인 ‘W(더블유)’ 모티브를 활용한 절개선 디자인으로 구스 

다운임에도 슬림한 외관이 돋보인다.

여성용 제품은 허리를 잘록하게 잡아주는 라인이 들어가 몸매 보정 효과가 있다.

골프 그립 전문 연구개발, 하이엔드급 제품으로 호평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골프용품 개발·생산 전문 기업 아이앤씨테크(대표 김찬석)가 선보

인 ‘캐비어 인텔리전트 그립’(Caviar Intelligent Grip)이 골퍼들 사이에서 화

제다.

이 골프 그립은 골프용품 시장을 장악한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일념으로 

기술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물이다.

아이앤씨테크의 김영우 연구소장은 스윙분석기, 피팅 전자동 시스템 등을 

개발하며 축

적한 기술력을 

토대로 상·하

층부가 분리된 

듀플렉스(이중) 

구조의 그립을 

최초로 개발해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완료했

다.

이 제품은 표

면 재질에 따

른 고무 접지

력에 의존하는 

일반 그립과 다르다. 5축 초청밀 CNC로 표면과 홈을 음각과 양각으로 밀

링하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설계해 손에 편안하게 밀착되면서 부드러

운 그립감이 유지된다.

따라서 손에서 미끄러지거나 뒤틀리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며, 구질의 

정확도, 탄도 안정성이 한층 높아져 페어웨이, 러프, 벙커샷하기에 적합하

며, 아울러 SM 특수 소재와 엘라스토머 신소재를 사용해 동급 그립보다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30% 이상 뛰어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아이앤씨테크의 야심작인 ‘캐비어 인텔리전트 그립’은 가격이 비싼 만큼 

제품 기능이 하이엔드급으로 우수해 골프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다. 골프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매체나 유튜브 골프그립 리뷰 동영상을 통해 캐비어 

골프그립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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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Focus / 회원권 소식

겨울시즌이 시작되고 전체적인 골프회원권시장은 약

세를 보이고 있다. 매도물량은 쌓이고 매수자는 관

망으로 돌아서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되며 지난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져 골프장도 3인플레이 방식으

로 변경되고 예약취소도 늘어났다. 한동안 회원권시장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가대 회원권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트밸리, 남촌, 

남부등 매물이 부족해 상승하던 회원권들도 실매수 관망으

로 돌아서며, 매물소화를 못하고 하락한 모습니다. 최근 회

원혜택이 변동되며 매물이 부족해 상승하던 렉스필드cc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비전회원권거래소 

조  홍  기 차장

초고가대 회원권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고가대 회원권은 약세를 보이며 화산, 신원등 매물이 부족

하던 회원권도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니다. 강북권의 서

울, 한양CC는 매입절차 및 혜택 변경으로 인해 매수가 관망

세로 돌아서며 약보합세를 보이고, 서원밸리, 송추 또한 거

래 없이 호가 하락한 모습니다.

 중가대 회원권은 약세다. 뉴서울, 기흥, 팔팔CC등 호가하락

하며 실매수자도 관망세를 보이고 매물이 쌓여만 가고 있다. 

제일, 수원cc 또한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지만 매수가 없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매물이 부족하던 뉴코리아, 레이크우드

등 강북권도 매수자 찾기 힘든 상황이다. 용인권의 뉴스프링

빌과 비에이비스타cc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저가대 회원권도 보합세이다. 약세를 보이던 용인권의 플라

자, 한원, 리베라CC 등 거래가 미비한 수준이며, 거래량도 

줄었다. 여주, 이포, 스카이밸리CC도 여전히 매수세가 약하

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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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명 홀수 전월시세 현재시세 등락
수도권 / 충청권

가평베네스트 27 69,000  71,000 ▲ 2,000 

강남300(分 10,000) 18  8,000  8,000  

강남300 주중가족 18  3,000  3,000  

골드 36  6,600  6,500 ▼ -100 

골드주주 36 23,000 23,000  

골든비치 27  9,000  9,000  

광릉한림(分 9,000) 18  4,950  5,300 ▲ 350 

그랜드 27  4,600  4,700 ▲ 100 

그린힐(分 11,000) 18 10,800 10,800  

그린힐 주중 개인 18  2,300  2,300  

금강 18  8,400  9,700 ▲ 1,300 

기흥 36 19,800 20,600 ▲ 800 

김포시사이드 18  11,000  11,000  

남부 18 128,000 127,000 ▼ -1,000 

남서울 18 19,300  19,300  

남촌 18 125,000 113,000 ▼ -12,000 

뉴서울 36 21,000 22,200 ▲ 1,200 

뉴코리아 18 15,600 16,000 ▲ 400 

에이치원(구 덕평) 18  4,350  4,700 ▲ 350 

도고 18  2,650  2,850 ▲ 200 

라데나 27  9,300  9,200 ▼ -100 

레이크사이드 법인(반구좌) 18  91,000  84,000 ▼ -7,000 

레이크우드 일반 27  7,900  7,800 ▼ -100 

레이크우드 분담금(3천) 27 14,200  13,600 ▼ -600 

레이크힐스 골프텔 27  -  - -

렉스필드(分 50,000) 27 56,000 75,000 ▲ 19,000 

리베라 36  2,800  2,900 ▲ 100 

청평마이다스(分 21,000) 18 32,000 32,000  

발리오스(구 발안) 18  13,100  13,300 ▲ 200 

블루헤런 18 16,500  16,400 ▼ -100 

블루원용인(구 태영) 18 18,400  18,900 ▲ 500 

비에이비스타(分 5,000) 36  5,300  5,200 ▼ -100 

비전힐스 18 90,000 90,000  

스타(구 상떼힐) 18  -  - -

서서울 18  8,200  8,400 ▲ 200 

서서울주중 18  3,800  3,700 ▼ -100 

서울 36 47,500 46,500 ▼ -1,000 

서원밸리(分 13,000) 18 28,000 27,500 ▼ -500 

세종에머슨(分 5,700) 27  6,500  6,500  

센추리21(分 10,000) 기명 18 10,500 10,000 ▼ -500 

솔모로 36  7,900  7,900  

송추 18 43,000 43,000  

수원입회 36 14,700 15,000 ▲ 300 

수원주주 37 15,000  15,300 ▲ 300 

스카이밸리(分 2,500) 27  3,200  3,000 ▼ -200 

시그너스(分 9,000) 27  7,500  7,500  

신안(分 15,000) 18 13,500 13,500  

신안 주중 개인 18  1,700  1,700  

신원 27 60,000 63,000 ▲ 3,000 

실크리버(分 8,700) 18  8,400  8,400  

썬밸리(分 25,000) 18 27,500 27,500  

썬힐 18  7,000  7,000  

아난티클럽서울 27 13,000 13,000  

아시아나 주중 개인(分 2,000) 36  6,900  7,300 ▲ 400 

아시아나 주중 가족(分 3,000) 36  9,100  8,900 ▼ -200 

아시아나 일반 36 44,000 44,500 ▲ 500 

아트밸리 27  9,000  9,000  

안성 18  4,800  5,000 ▲ 200 

안성베네스트 일반 27  9,300  9,350 ▲ 50 

안성베네스트 주중 27  5,450  5,400 ▼ -50 

양주 18  9,000  8,600 ▼ -400 

에딘버러 18 8,000 8,000  

에머슨 개인 27  2,250  2,330 ▲ 80 

에머슨 가족 27  2,900  3,000 ▲ 100 

엘리시안강촌 27 10,000 10,000  

여주 주식 27  4,800  4,900 ▲ 100 

오크밸리(分 15,000) 36 15,000 15,000  

오크힐스 18  7,700  7,800 ▲ 100 

용평(1,2차) 36 13,400  13,500 ▲ 100 

우정힐스 18 26,500 27,000 ▲ 500 

유성 18  3,600  3,700 ▲ 100 

골프장명 홀수 전월시세 현재시세 등락
수도권 / 충청권

은화삼(分 16,000) 18 15,000 14,800 ▼ -200 

이스트밸리 27 140,000 142,000 ▲ 2,000 

이포 18  3,800  4,000 ▲ 200 
이포주중 18  2,900  2,850 ▼ -50 
인천국제 18  8,600  8,800 ▲ 200 
임페리얼레이크 18  500  600 ▲ 100 
자유 18 12,800 12,800  
제일 27 17,000 16,800 ▼ -200 

중부 18  11,400  11,800 ▲ 400 
지산(分 4,200) 27 19,700 19,300 ▼ -400 
지산 주중 27  8,600  8,700 ▲ 100 
천룡 27 20,000 20,000  
캐슬렉스 일반 18 4,900 4,700 ▼ -200 
캐슬렉스 분담금 개인 18 7,000 7,000  
캐슬렉스 분담금 가족 18 8,100 8,000 ▼ -100 
코리아 주주 18 23,500 22,500 ▼ -1,000 
코리아 일반 18 12,000 12,000  
크리스탈밸리(分 20,000) 18 21,500 20,500 ▼ -1,000 
태광 27 12,200 12,800 ▲ 600 

티클라우드(分 20,000) 18 20,000 19,800 ▼ -200 
파인밸리 가족 18 5,500 5,500  
파인밸리 개인 18 3,700 3,500 ▼ -200 
파인크리크 18 12,500 10,500 ▼ -2,000 
88 36 18,600 18,900 ▲ 300 

포천아도니스(分 17,000) 27 20,000 20,000  

프리스틴밸리(分 17,000) 18 24,000 24,000  
프리스틴밸리주중 18 6,600 6,400 ▼ -200 
플라자설악 18 3,600 3,500 ▼ -100 
플라자용인 36 5,700 5,800 ▲ 100 
플라자용인 주중 36 4,000 4,000  
한성 27 9,000 8,900 ▼ -100 

한양 36 22,700 22,700  

한원 27 4,700 4,700  
화산(分 18,500) 18 60,000 61,000 ▲ 1,000 

영·호남 / 제주권

가야 36 11,500 11,500  

경주신라 주주 36 12,000 11,700 ▼ -300 

광주 27 4,950 4,900 ▼ -50 

광주 우대(分 10,000) 27 12,000 12,000  

화순엘리체 18 2,100 2,100  

*노벨 27 12,500 12,500  

대구 27 12,600 12,400 ▼ -200 

동래베네스트 18 13,500 14,500 ▲ 1,000 

동부산(分 14,000) 27 24,500 23,000 ▼ -1,500 

마우나오션(分 7,500) 18 8,500 7,800 ▼ -700 

무주덕유산 18 7,800 8,100 ▲ 300 

보라 27 46,000 47,000 ▲ 1,000 

부산 18 29,500 27,000 ▼ -2,500 
사이프러스 27 5,000 5,000  

상떼힐 익산 18 500 500  

선산 18 8,700 8,800 ▲ 100 

승주 27 9,200 9,700 ▲ 500 

아시아드 27 38,000 38,000  

에이원 27 28,000 28,000  

오라 36 7,000 7,200 ▲ 200 
*오션뷰 27 16,000 16,000  

*오션힐스 포항 27 10,000 10,000  
용원 27 8,400 8,400  

울산 27 16,800 16,700 ▼ -100 

정산 27 38,500 37,500 ▼ -1,000 
제주 18 1,200 1,200  
진주 18 6,500 6,500  

창원 18 11,500 11,500  

캐슬렉스제주 18 3,000 3,000  
크라운 27 4,500 4,200 ▼ -300 

통도파인이스트 36 8,300 8,800 ▲ 500 

파미힐스 18 17,500 17,000 ▼ -500 

팔공 18 6,800 6,800  

핀크스 1차 18 19,400 20,000 ▲ 600 

해운대 27 11,000 11,600 ▲ 600 

화순(구 클럽900) 27 6,000 6,000  

이달의 회원권 시세동향

▲상승▼하락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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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골프 앤 트래블 을 만나면, 생활이 더욱 즐겁습니다!

지금 <PAR GOLF & TRAVEL>의 연회원이 되십시오.
귀하의 수준에 어울리는 골프와 여행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PAR GOLF & TRAVEL>은  5백만 골퍼의 벗이 되고자 창간된 국내 최초의 ‘골프 여행 전문지’입니다.
알차고 실속있는 골프정보는 물론 매력적인 현지 취재의 여행기사를 통해 

귀하의 생활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할 생활 레저誌 <PAR GOLF & TRAVEL>을 매달 접해보십시오. 
귀하의 여가가 더욱 즐거워 질 것입니다.  

Monthly magazine since 1985

www.pargolfntravel.com

Tel. 02)534-1846   Fax. 02)534-1848

구독 사은행사

월간 'PAR GOLF & TRAVEL'과 함께하세요
'PAR GOLF&TRAVEL' 의 연간 구독자 회원님께 특별한 선물을 선사합니다. 

1년 정기구독 

\120,000
애니골프장갑 증정

3년 정기구독 

\320,000
잔디로 골프화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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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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