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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노키오 코처럼 늘어나는 드라이버 길이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골프 규칙을 정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왕립골프협회(R&A)는 3일(한국시간) 골프 클럽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 변경에 관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퍼터를 제외한 클럽 길이가 최대 48인치에서 46인치로 

줄어들게 된다. 물론 이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양 단체는 3월초까지 이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안은 최근 들어 선수들의 비거리가 늘어나는 흐름과 

무관하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20년  10월에 열렸던 

US오픈서 우승한 브라이슨 디섐보(미국)가 대표적이다. 그

는 11월에 열렸던 마스터스 때 48인치 드라이버를 사용하겠

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론 들고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긴 드라이버로 비거리를 늘려 코스를 공략하겠다는 뜻을 누

누이 밝힌 바 있다.

USGA가 이날 공개한 2020년 드라이브샷 비거리 관련 보고

서를 보면 유러피언투어의 경우 지난해 평균 비거리 301.9야

드로 2003년 286.3야드에 비해 15.6야드나 늘었고, 미국프로

골프(PGA)투어 역시 2003년 277.9야드에서 지난해 288.4야

드로 10.5야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의 샤프트 길이가 길어지면 컨트롤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비거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번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해 "골프가 장비 기

술의 발달로 비거리를 늘리려는 현상과의 싸움이 됐기 때문"

이라고 의미를 해석했다.

USGA와 R&A는 골프공 테스트 방법 개선과 클럽 페이스의 

반발력 효과 상한 변경 등의 규정 개정도 이번 제안에 포함

시켰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 초까지 6개월간 의견 수

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드라이버 길이 46인치 이상 안된다’
USGA, R&A 규정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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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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사 골프

랩(대표 박민욱)이 LPGA의 티칭 

디비전인 LPGA 프로페셔널스의 공식 

인증 교육 파트너(Approved Education 

Partner)가 됐다. 골프랩은 LPGA 프로

페셔널스와 파트너십 조인식을 맺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됐

다.

골프랩은 골프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

람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연구하는 교육기관이다. 고

객들의 운동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포츠의학

과 스포츠가 결합된 브랜드다.

골프랩에서는 최첨단 스윙분석 시스템

과 생체역학 기반의 피지컬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골프 플레

이어의 신체 기능과 스윙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현

재 분당에 위치한 골프랩 스튜디오에서는 3D스윙분석장비

와 Flightscope 구질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질과 스윙모

션을 정밀 분석하고 직관적인 피지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문적인 토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골프랩은 국내 최초로 차의과대학원과 '골프 소마틱스'

를 공동개발한 기관이다. 골프 소마틱스는 골프와 몸의 연결

을 의미하는데, 골프를 할 때 사용되는 몸의 부위와 기능적

인 특성,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와 역학 관계를 분

석하는 골프 기능의학 교육 콘텐츠다.

지난해 2월, 골프랩은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과 MOU를 체결, 골

프기능의학 관련 교육을 위한 공동 연

구에 나섰다. 해당 협약을 통해 양 기

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의학 

산업, 특히 골프산업 분야의 교육 콘텐

츠 개발, 스포츠 의학 전문 인력을 위

한 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 인적·물적 

교류를 공동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난 7월에는 

‘제1차 골프소마틱스 포럼’을 열기도 

했다. 해당 포럼에서 골프랩 대표이자 

헤드코치인 박민욱 프로는 차의과학

대학교와 스포츠의학대학원 홍정기 원

장, 김시은 교육이사와 함께 골프 소마틱스를 주제로 강연에 

참여했다.

골프랩 관계자는 "차의과대학원과의 공동 개발한 골프 소마

틱스 프로그램이 LPGA 프로페셔널스로부터 인정 및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조인식까지 진행한 것에 골프 교육 기관

으로써 더욱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골프 토탈케어 솔루션과 신사업 창출을 위한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골프랩은 골프 소마틱스 교육 외에도 '소마틱스 지도

자 자격증 발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골프 소마틱스 개발 교육 기관 골프랩, 
LPGA 프로페셔널스와 파트너십 조인식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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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랩에서는 최첨단 스윙분석 시스템과 생체역학 기반의 피지컬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골프 플레이어의 신체 기능과 스윙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현재 분당에 위치한 골프랩 스튜디오에서는 

3D스윙분석장비와 Flightscope 구질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질과 

스윙모션을 정밀 분석하고 직관적인 피지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토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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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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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코어 제휴 골프장의 라운드 기록을 실시간으로 

전송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종이 스코어 카드를 촬

영해서 어플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스코어가 입력되기 때

문에 편리하게 내 스코어를 관리할 수 있다.

스마트스코어의 스코어관리 시스템의 장점은 단순히 스코어

와 퍼팅수 뿐 아니라 페어웨이 안착률, 그린적중률(%) 등과 

같은 골프 기술과 관련된 부분도 기록 및 분석할 수 있어 골

프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

스마트스코어는 현재까지 240만명 이상의 온라인 사용자 수

를 보유하고 있고, 310개의 골프장과 IT솔루션 제휴를 맺고 

있다. 매일 골퍼와 골프장으로부터 받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

터를 통해 골퍼들에게 흥미롭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골퍼들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평균 스

코어(일명 ‘핸디’)정보를 확인 할 수 있고 연

령, 지역, 성별 등으로 스코어의 순위를 계산

해 산출한 스코어 랭킹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스코어에서 제공하는 골프장 

드론 영상은 나만의 코스 공략을 세우기 충

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각 홀 별 세부

영상은 티잉 그라운드부터 페어웨이 그리고 

그린까지 코스 전반을 직관적이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의 골프장 전

경이 아닌, 고성능 드론 카메라로 찍은 실제 코스 영상이어

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스마트스코어는 골퍼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아래 몇 년 전부터 골퍼들에게 꼭 필요한 부킹, 마켓, 투

어, 보험 서비스를 차례로 출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에 많게는 수십 개까지 깔려 있는 여러 

골프관련 어플을 스마트스코어 앱 하나로 통합하여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골프를 막 시작한 스마트스코어의 한 유저는, “처음 필드 라

운드를 준비하면서 골프장 부킹부터 골프용품 구매까지 어

려운 점이 많았는데 스마트스코어 앱 덕분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

코어 관련 정보를 통해 더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고 열심히 연습도 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골프를 진정한 스포츠로 즐

기는 것’ 이라는 모토답게, 스마트스코어는 

다양한 서비스와 입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

는 골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골린이를 위한 골프 필수 앱, 스마트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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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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페인클럽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0길 26, 3층  TEL. (02)545-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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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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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 인공지능(AI)의 골프 대결은 인공지능의 승리로 

끝났다.

골프 여제 박세리와 배우 김상중이 한 조를 이룬 인간팀은 

지난 1월 30일 SBS에서 방송된 '세기의 대결-AI vs 인간' 2부 

골프 편에서 AI 골퍼 엘드릭에게 1-2로 패했다. 경기는 전북 

무주의 골프존카운티 무주에서 진행됐다.

골프 교육용으로 제작된 엘드릭은 타이거 우즈 등 프로 선수

들의 스윙을 학습했다. 2016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피닉

스오픈 16번 홀에서 5번 만에 홀인원을 기록하는 등 정교함

은 물론 평균 드라이버 거리 300야드를 넘기는 힘도 갖췄다.

1라운드 롱 드라이브 대결의 승자는 인간팀이였다. 엘드릭

은 티박스에서 스스로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읽어낼 수 있지

만, 볼이 날아가는 도중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할 수 없

어 당황했다. 산에 바람이 부딪히는 한국의 바람에 적응하지 

못한 엘드릭은 첫 샷부터 OB(아웃 오브 바운즈)를 범하는 등 

고전했다. 반면, 박세리는 안정적인 샷으로 260야드를 보내

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2라운드 홀인원 대결에서는 엘드릭이 김상중을 제압했다. 

양 팀 모두 홀인원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반복적인 샷에도 

지치지 않는 엘드릭이 홀 35㎝까지 공을 붙이며 김상중을 따

돌렸다.

마지막 3라운드 퍼팅 대결에서도 엘드릭이 승리했다. 3m 퍼

팅 대결에서 박세리는 세 번 모두 실패했고, 엘드릭은 2개의 

퍼트를 성공했다. 이어진 5m 대결에서는 김상중은 모두 실

패, 박세리는 3개 중 2개를 성공시키며 2 대 2 동률을 만들

었다. 하지만 남은 6번의 시도에서 한 개만 성공해도 승리하

는 엘드릭은 두 번째 퍼트를 성공시키며 승리했다.

인간 대 AI의 골프 대결, 롱 드라이브에서는 인간이 승리했

지만 홀인원과 퍼팅 대결은 AI가 승리하며 대결은 AI엘드릭

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한편,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AI vs 인

간' 시청률은 전국 기준 5.1%를 기록했다.    

'AI 골퍼 엘드릭', 인간팀 박세리 꺾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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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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TOUR

유러피언투어가 3월에 케냐에서 연달아 2주간 개최하는 

더블헤더 골프 대회를 연다.

유러피언투어는 최근 총상금 1백만 유로의 케냐사바나클래

식을 3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케냐 수도 나이로비 인

근 카렌골프장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일부

터 21일까지 총상금 1백만 유로의 스트로크플레이 대회 매지

컬케냐오픈에 이은 더블헤더가 성립됐다. 첫 대회를 마친 선

수들은 월요일 하루를 휴식한 뒤 화요일부터 두 번째 대회에 

나서게 된다.

두 대회 연속 개최하는 방식이 나온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아프리카 케냐에 주요 선

수들의 출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해 유러피

언투어는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자 UK스윙 대회를 만들어 

6주 연속 잉글랜드 내에서만 순회 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사이프러스에 신설 대회를 만들어 2주 연속 대회를 치르면

서 선수의 안전과 함께 대회 참여를 독려했다.

키스 펠리 유러피언투어 CEO도 “케냐사바나클래식을 우리 

스케줄에 추가한 건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늘리고 같은 골프

장에서 두 번 개최해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

고 말했다.

2019년 유러피언투어 1부 대회 승격 이후 지난해 코로나19로 

중단된 터라 더블헤더 방식은 케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

서면서 성립될 수 있었다. 피터 판야고 케냐오픈 회장은 “지

난해 이 대회가 열리지 못해 실망했지만 올해는 한 개의 대

회를 추가해 60년대부터의 전통을 이을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케냐오픈은 1967년 시작된 대회다. 1977년부터는 사파리서

킷에 들어 아프리카 국가간 순회 투어로 열려 1978년에 세베 

바예스테로스, 이안 우즈남(1986년), 트레버 이멜만(2000) 

등이 우승한 바 있다. 1991년 유러피언 2부 챌린지투어로 편

입되었다가 지난 2019년 정규 투어로 격상되었고 귀도 미그

리올리(이탈리아)가 한 타차로 우승한 바 있다.   

유러피언투어, 케냐서 2주간 
더블헤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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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회 연속 개최하는 방식이 나온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아프리카 케냐에 주요 선수들의 출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해 유러피언투어는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자 UK스윙 대회를 만들어 6주 연속 잉글랜드 내에서만 순회 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사이프러스에 신설 대회를 만들어 2주 연속 대회를 치르면서 선수의 안전과 함께 대회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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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

기적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 방법은 특별 위원회의 무

작위 검사와 고객의 소리(VOC) 사용자 만족도 조사 두가지

를 병행하고 있는데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기

업 또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소비

자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 인증은 2년 동안 유효하며 위반 사항이 보고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태국관광청은 Travel Sim 카드를 사용하여 태국어, 영

어 및 중국어로 SMS 메시지를 전송하여 여행자들이 “어메이

징 타일랜드 SHA”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메이징 타일랜드 SHA” 관련 모든 비즈니스 및 관광 명소

의 최신 업데이트와 전체 목록은 www.tourismthailand.org/

thailandsha 에서 볼 수 있다.    

문의: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 02-779-5416

Tourism / 태국

태국관광청은 "어메이징 타

일랜드 SHA(Amazing 

Thailand SHA-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인증 프

로그램이 태국 내 건강과 웰빙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태국관광체육

부, 태국관광청, 태국공중보건

부 및 기타 관광 관련 정부 기관

과 민간업체가 함께하는 공공-

민간 협력 프로젝트로 코로나

19(COVID-19) 위기의 영향을 완

화하고 여행 및 관광 부문의 회

복을 가속화하여 관련 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복귀에 대

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되

었다. 또한 태국의 관광산업 품질에 대한 표준기준을 향상

시키고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어메이징 타일랜드 SHA" 인증 프로그램은 전국의 호텔/

숙박 및 컨벤션 센터, 레스토랑/음식 소매업, 여행사/관광

업, 관광 운송차량, 관광 명소, 미용실, 기념품점 및 기타 상

점, 백화점/쇼핑센터, 영화관, 그리고 (관광) 스포츠 경기장 

등 주요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 현재까지 총 7,989개 기업이 인

증서를 받았으며 이 숫자는 매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어메이징 타일랜드 SHA”는 서비스와 위생에 대한 품질 인

증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건물 전체를 포함해 장비 및 운영 

직원의 위생과 건강 그리고 청결 등에 대해 관광산업 관련 

이사회와 협회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의 엄격한 감사를 통과

태국관광청, “어메이징 타일랜드 SHA” 인증으로
태국 내 건강 및 웰빙 장려

이 프로그램은 태국관광체육부, 태국관광청, 태국공중보건부 및 기타 관광 관련 정부 기관과 민간업체가 함께하는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로 코로나19(COVID-19)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여행 및 관광 부문의 회복을 가속화하여 관련 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복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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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의 공식수입원 ㈜카네(회장 신재호)가 2021년 첫 신

제품으로 ‘0211’라인업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 라인업은 아이언과 하이브리드, 페어웨이 우

드, 드라이버로 구성된다. 우선 0211 드라이버와 페어웨이 

우드, 하이브리드는 혁신적인 헤드 디자인을 채택했다. 헤

드 밑면은 힐에서 토우 부분까지 거미줄 모양의 레일 디자

인을 적용했고, 무게 중심은 낮추고 관용성은 더욱 높이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0211 드라이버의 바디는 Ti811 티타늄 소재, 페이스는 Ti412 

티타늄 소재를 각각 채용했다. 고강도의 소재를 얇게 제작

하여 페이스면에 적용함으로써 반발력을 높히므로써 볼 스

피드가 더욱 빨라져 비거리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다. 0211 

하이브리드는 페이스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퀘어 페이스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스 

샷에서도 최적의 볼 스피드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이언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아주 얇은 페이스 디자인과 메

탈릭한 스테인리스 스틸의 소재 질감을 살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마감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내부 소재는 PXG만

의 Dual COR 시스템으로 2가지 소재를 주입했다. 언더컷 페

이스 디자인으로 전작 모델 대비 페이스 면적이 약 15%나 

넓어졌다. 이는 볼 스피드를 더욱 증가시키며 부드러운 타

구감을 선사하는 효과가 있다.

PXG 0211 모델은 2019년 출시한 ‘0211 아이언’ 제품이 시작

이었다. 기존 PXG 제품과는 달리 최초로 스크류를 배제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이목을 끌었다. PXG의 스테디셀러인 아

이언 제품군으로 퍼포먼스가 훌륭하다는 소비자들의 입소

문과 호평으로 인기를 모았던 제품이다.

PXG 공식수입원인 ㈜카네 마케팅 총괄 서범석 전무는 

“2021년형 0211라인업은 PXG에서 초창기부터 출시했던 제

품들을 토대로 연구해온 PXG만의 핵심 기술들을 집약해 제

작된 제품”이라며 “PXG 신제품을 기다려온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프리미엄 클럽 PXG, 2021년형 '0211' 라인업

Hot Equipment PXG /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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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KLPGA 공식 거리측정기 브랜드 보이스캐디(대표이사 김준오)

가 3월 초 출시 예정인 AI 골프워치 보이스캐디 T8 예약 판매

를 실시한다.

최초의 AI 골프워치 T7의 후속 모델인 보이스캐디 T8은 그린 경사

와 퍼트 기능을 추가한 V.AI 2.0™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로운 골

프 경험을 제공한다. 그린에서의 정교한 플레이를 돕기 위해 스마

트 그린뷰를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고정밀 카메라로 스캔한 그린

을 11단계로 표현하고 급경사 구간을 화살표로 표시해 경사 흐름 

보여준다. 2단계 줌 탑제로 보다 상세한 그린 경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실전에 유용한 샷 템포 기능도 추가했다. 기기에 내장된 센서가 

샷을 인식하여 백 스윙과 다운 스윙 시간과 템

포를 알려준다. 일정한 스윙을 하게 되면 샷 편

차가 줄어들어 안정적인 플레이를 도와준다.

2020년 처음 선보인 APL™(Auto Pin Location)은 

지원 골프장을 확대하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

다. APL™은 ‘마이보이스캐디’ 앱과 연동하면 

그린 위의 핀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실시

간으로 반영하는 기술로 더욱 정확한 거리 측

정을 도와주는 기능이다.

그외 기존 T7의 스마트 코스뷰(코스 프리뷰, 

핀포인팅, BK/HZ, 줌, 스마트 샷 디스턴스 7

가지 정보)와 스마트 그린뷰(리얼 그린언듈레

이션, 그린 어택인포 등 5가지) 기능은 그대로 

지원된다.

보이스캐디 T8은 47.5g으로 기존 제품 대비 약 12% 가벼워져 스윙 

시 편안함을 강화했다. 여기에 퓨어 블랙 LCD를 적용하여 더욱 선

명한 화면과 고급스러움을 제공하며, 골드 탑링을 채택하여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일상 생활에서의 편리함도 한층 강화 되었다. 일본어 및 한자 지

원이 추가되어 총 4개 국어로 문자 및 SNS 알림이 지원되며 메시

지 내용도 3페이지로 확대되어 T8에서 바로 메시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손목의 회전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백라이트를 켜주는 스마

트 백라이트 기능이 추가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만보계, 사이클, 런닝 등 운동 기능도 탑재되어 있

어 활용도가 높다.

박태근 보이스캐디 전략마케팅팀 부장은 

“보이스캐디 T8은 티잉 에어리아부터 그

린까지 완벽하게 골퍼의 편의를 위해 기획

된 제품”이라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AI

가 코스 위에서 새로운 골프 경험을 선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캐디는 오는 3월 1일까지 예약판매

를 진행하며, 해당 기간동안 구매 고객들에

게 나토 밴드 혹은 릴 와이어 타올을 랜덤

으로 제공한다. 보이스캐디 공식 온라인 몰 

및 오픈 마켓에서 구매 가능하다. 권장 소

비자 가격은 47만9000원.    

보이스캐디, AI골프워치 'T8' 예약 판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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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위 호마의 반란, 특급대회서 역전 우승

PGA Tournament /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맥스 호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930만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호마는 지난 2월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732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몰아쳐 5언더파 

66타를 적어냈다. 호마는 정규라운드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로 토니 피나우(미국)와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를 펼쳤다. 그리고 연장 2번째 홀에서 

파를 기록, 파 퍼트를 놓친 피나우를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맥스 호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네시스 인

비테이셔널(총상금 930만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호마는 지난 2월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7322야드)에서 열

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를 쳐 최종합계 12언더

파 272타를 기록했다. 7타를 줄인 토니 피나우(미국)와 연장 

승부 끝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0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홀에선 승부를 가리지 못했

다. 특히 호마는 티샷을 그린 주위의 나무 옆으로 보내 위기

를 맞는 듯했으나 두 번째 샷 때 공을 잘 빼내 그린 위에 올

리고 파를 기록했다. 파3 홀의 14번홀에서 피나우가 벙커에 

빠져 보기를 범하는 사이 호마가 파 세이브에 성공해 우승이 

확정됐다.

호마는 2019년 5월 웰스 파고 챔피언십 이후 1년 9개월 만에 

028-031 제네시스.indd   28 2021-02-25   오후 3:51:46



March 2021 | PAR GOLF&TRAVEL | 29

91위 호마의 반란, 특급대회서 역전 우승 PGA투어 통산 2승째를 따냈다.

2타 차 2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호마는 1번홀(파5) 버디

에 이어 6번홀(파3), 7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상

승세를 알렸다. 10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추가한 호마는 17

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에 올랐다. 마지막 18

번홀(파4)에서 버디 기회를 놓쳐 연장전을 치러야 했다.

‘타이거 키즈’ 맥스 호마(31·미국·사진)가 복받치는 감정

을 애써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2일(한국시간) 미

국프로골프(PGA)투어의 특급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

널(총상금 950만달러) 정상에 선 직후였다. 그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즈

의 리비에라CC(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

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로 동타를 기록한 

토니 피나우(32·미국)를 연장 2차전에서 누르고 우승했다. 

2019년 웰스파고 챔피언십 이후 1년9개월 만에 차지한 투어 

두 번째 우승. 호마는 “우즈를 보고 자란 내가 우즈에게 우

승컵을 받게 됐다”면서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있을까 싶다”

며 감격에 젖었다.

호마는 대회가 열린 리비에라CC에서 40㎞ 떨어진 버뱅크

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 골프장 인근에서 자란 ‘고향 선

배’ 우즈를 그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우러러본 배경이다. 그

가 만 두 살이던 1992년 우즈는 이곳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PGA투어 데뷔전을 치렀다. 호마가 거듭 “(LA) 다저스와 레

이커스처럼 나도 LA 출신 챔피언”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우즈가 주최한 이 대회에서 호마는 하마터면 조연에 그칠 뻔

했다. 그는 피나우가 동타로 먼저 경기를 끝낸 상황에서 정

규 라운드 마지막 홀인 18번홀(파4)에 들어섰다. 여기서 잡

은 약 1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놓쳤다. 호마가 평소 99.57%

의 확률로 퍼트를 성공하는 거리였다. 1%도 안 되는 확률이 

하필이면 이때 나온 셈이다. 결국 연장전으로 끌려간 호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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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바들바들 떨었다”며 “내게 너

무 큰 기회였고 그래서 떨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호마의 편이었다. 10번홀(파4) 첫 번

째 연장전에선 티샷 실수로 공이 나무 밑에 떨어졌으나 잘 

빠져 나와 승부를 연장 2차전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피나우

가 티샷을 벙커에 빠뜨린 뒤 보기에 그친 사이 호마는 이 홀

을 파로 막았다.

메이저급 대회에서 우승한 호마는 첫승 때와는 다른 ‘특급 

대우’를 받게 됐다. 약 170만달러의 우승 상금과 함께 투어 

카드 3년을 보장받게 됐다. 세계랭킹은 종전 91위에서 ‘정상

급 반열’로 여겨지는 50위 이내인 38위로 도약했다. 제네시

스 인비테이셔널 우승자 자격으로 오는 26일 개막하는 WGC 

워크데이 챔피언십 출전권도 확보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또 우승을 놓친 피나우는 ‘준우승 전문

가’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이번에도 떼지 못했다. 지난 

1일 끝난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과 7일 끝난 유러피언투어 

사우디 인터내셔널 준우승을 포함해 한 달 새 준우승만 세 

번 거뒀다. 2016년 이후 PGA투어에서 거둔 여덟 번째 준우

승이다. 같은 기간 톱10에는 37차례나 들었고 모은 상금만 

해도 1920만달러에 달한다.

2016년 3월 푸에르토리코오픈 이후 4년11개월 만에 우승을 

노린 피나우는 “달콤씁쓸하다”는 말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

했다. 그는 “우승 기회 때마다 나보다 잘 치는 선수가 있었

다. 오늘도 그랬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수 출신 골프 해설가 브랜들 챔블리는 “그의 경기력으로 

볼 때 우승이 이렇게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

며 “(피나우는) 긴장할 때면 스윙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짧은 백스윙 때문에 스윙이 빨라지면서 실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37·미국)은 5개의 보기를 쏟아내 

6언더파 공동 8위에 그쳤다. 이경훈(30)은 9오버파 66위, 강

성훈(34)은 10오버파 67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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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쇼’ 버거,  역전 우승…스피스 공동 3위

PGA Tournament /  AT&T 페블 비치 프로암

대니얼 버거(28, 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총상금 780만 달러)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버거는 지난 2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2, 7051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2개,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몰아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버거는 2위 매버릭 맥닐리(미국)를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6월 찰스 슈와브 챌린지 우승 이후 약 8개월 만의 우승이자 PGA 투어 통산 4승 째다.

대니얼 버거(미국)가 9.3m짜리 이글퍼터를 성공시키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총상

금 780만 달러)에서 통산 4승째를 거뒀다.

버거는 지난 2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

치 골프 링크스(파72·75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

라운드에서 이글 2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로 7언더파 65타

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버거는 2위 매버릭 맥닐

리(16언더파 272타)를 두 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우승 상

금은 140만4000 달러(약 15억5000만 원)다.

버거는 코로나19로 투어가 중단됐다가 3개월 만에 재개된 

지난해 6월 찰스 슈왑 챌린지 우승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우

승하며 통산 4승을 달성했다.

2라운드에 이어 3라운드까지 선두자리를 지켜 오랜 슬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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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쇼’ 버거,  역전 우승…스피스 공동 3위

에서 탈출하는가 했던 조던 스피스는 2개 대회 연속 마지막

날 아쉬움을 삼켜야했다.

스피스(미국)가 전반 버디 2개, 보기 2개로 제자리걸음을 하

는 동안 두 타 차 공동 2위로 출발한 버거와 네이트 래슐리

(미국)가 중반까지 선두권에서 각축전을 벌였다.

래슐리가 전반에 버디만 4개를 뽑아내 15언더파 단독 선두

로 나섰고, 버거가 10번 홀(파4) 버디

로 공동 선두를 만들었다.

래슐리는 11번 홀(파4)에서 홀에 들

어갈 뻔한 정확한 두 번째 샷에 힘입

어 버디를 추가하며 또 한발 앞섰지

만, 버거는 14번 홀(파5) 세 번째 샷

을 홀 1ｍ 남짓한 곳에 붙인 뒤 한 타

를 줄여 다시 균형을 맞췄다.

여기에 공동 7위로 4라운드를 시작

한 맥닐리가 11∼15번 홀에서만 버디 

4개를 잡아내며 이들을 한 타 차로 

따라붙으며 선두권은 혼전이 되어버

렸다. 하지만 막판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래슐리가 16번 홀(파4)에서 4퍼트로 트리플 보기를 기록하며 

우승경쟁에서 탈락했다. 맥닐리는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

로 버거와 공동 선두를 이룬 채 먼저 경기를 마쳤다. 버거가 

18번 홀(파5) 파를 잡을 경우 연장에 들어가게 된 상황.

그러나 버거가 250야드 거리에서 투온에 성공한 뒤 9.3m짜

리 이글퍼트를 홀컵에 떨구면서 극적

인 2타차 우승에 성공했다.

2017년 7월 디오픈 이후 3년 7개월 만

에 우승을 노린 스피스는 17,18번홀 연

속버디를 잡아내며 최선을 다했지만 

패트릭 캔틀레이(미국)와 공동 3위(15

언더파 273타)로 마감하는데 그쳤다. 

래슐리는 폴 케이시(잉글랜드)와 공동 

5위(14언더파 274타)에 자리했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컷을 통과한 강성훈

은 공동 63위(2오버파 290타)로 대회

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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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골프 신제품의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어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해 대한민국 골프전시회의 원조이자 

국가대표 격인 '매경골프엑스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회를 동

시에 진행한다. 오프라인 전시회는 다음달 25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홀A에서 열린다.

'매경골프엑스포'는 1990년 출범해 한국 골프산업의 성장과 함께

한 '한국골프종합전시회(KOGOLF)'의 새 이름으로, 2019년에 '매경'

이 새롭게 리부팅한다는 개념을 담아 명칭을 바꿨다. 대한민국 골

프전시회의 원조답게 올해는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먼저 매경골프

엑스포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마추어 골퍼들의 신제품 갈증을 해

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회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도 다양한 신제품 드라이버·아이언, 패션 정보들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매장은 주요 골프용품사들의 신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

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에게 딱 맞는 '신무기'를 찾을 

기회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 시즌 필드 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살

펴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월상품이

나 각종 골프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0주년으로 5월 6일 

성남 남서울CC에서 개막하는 '한국의 

마스터스' GS칼텍스 매경오픈을 기념하

기 위해 '40주년 전시관'도 마련해 볼거

리를 제공한다. 전시관에는 앞서 39회 

동안 우승한 챔피언들의 사진, 기념품, 

우승 트로피와 우승 재킷 등을 전시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

는 포토존도 마련했다.

올해 가장 달라진 부분은 온라인 매경골프엑스포다. '디지털 매경

골프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도 오프라인 전

시회와 동일하게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오픈한다.

온라인 매경골프엑스포는 올해 신제품 드라이버와 아이언에 대한 

정보부터 시타 영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신제품과 이월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기능을 집어넣었다.

디지털 매경골프엑스포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일단 

매경닷컴과 매경골프엑스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매경골프엑스포'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또 공동 주최하는 엑스골프 홈페이지에 접

속해 '디지털 매경골프엑스포' 배너를 누르면 된다.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매일경제 채널'과 '인스

타그램 골프포위민 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노현주 골프포위민 기

자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현장 분위기와 각 브랜드의 신제품, 올해 

트렌드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예

정이다.

또 유명한 골프 인플루언서 5~10명

도 박람회 현장을 돌며 각 브랜드와 

신제품 정보 등을 각자의 SNS 채널

을 통해 주말골퍼들에게 알려준다. 

이와 함께 유명 골프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한 공동구매도 매경골프엑스포 기

간에 함께 열린다.    

코엑스선 손맛 보고…온라인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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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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View / Hwangguasoo Fall

중국 귀주성의 대표적 도시인 귀양에선 ‘하늘에 3일 맑은 날이 없고, 땅에는 3리 평지가 없고, 백성에겐 3등분해줄 은도 

없다.’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귀양(貴暘)이라는 지명만큼이나 태양과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의 손길이 

최대한 억제된 자연 그대로의 유산이 도처에 깔린 곳이 바로 귀양이다. 이 지역 관광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황과수 폭포는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경이의 선물로 평가되고 있다.

50여의 소수민족의 군락, 중국 귀주성(貴州省)

역시 대륙의 스케일, 황과수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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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귀주성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신비한 자연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정평

이 높다. 특히 귀주성은 시베리아의 찬 기류를 산맥

들이 막아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지형이 험준하고 왕래가 적은 귀주성은 고립지가 많

아 먀오족(苗族)·부이족(布依族) 등 여러 소수민족

이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귀주성의 성도인 귀양시는 아름다운 물과 산을 가지

고 있는 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 소수민족의 민속을 

잘 보존하고 있는 문화의 도시로서 볼거리와 먹을거

리 또한 풍부하다.

귀주성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다름아닌 아시아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황과수폭포다.

황과수폭포는 높이 74m에 폭이 81m에 달하며 70m

이상의 높은 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수의 

소리가 10리 밖에서도 들린다고 한다.

또한 지상의 18개 폭포와 지하의 4개 폭포가 폭포군

을 이루고 있는 황과수폭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

하, 좌우, 앞뒤의 여섯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다.

명나라의 여행가이자 지리학자인 서하객(徐霞客)은 

황과수폭포를 일컫어 "진주를 두드리고 옥을 깨뜨리

듯이 물방울들이 마구 튀어 생성되는 물안개가 마치 

하늘을 향해 솟아나고 있는 듯하다"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만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지어진 홍

의시의 만봉림과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불리는 마령하 대협곡도 꽤나 인기가 많은 관광지

다.

귀주성의 대표적 명소, 황과수 폭포

중국 남부, 아직은 우리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귀

주성은 서로는 운남성, 동으로는 호남성 사이에 위

치한 곳으로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성(省)중의 하나

다. 성도(省都)는 귀양(貴暘)으로 현지 발음으로 ‘구

이양’으로 불린다.

이 귀주성에는 ‘하늘에 3일 맑은 날이 없고, 땅에 3

리 평지가 없고, 백성에게 3등분해줄 은도 없다.’라

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이 지역은 여름과 겨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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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차가 적고 연간 기온이 안정되어서 비오는 날이나 흐린 

날이 많아 貴暘이라는 지명만큼이나 태양이 귀한 곳이다. 또

한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높은 산과 계곡이 많고 평지가 드

물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교통의 조건이 중국 내륙에서 

가장 나쁘고 결과적으로 개발이 더뎌 주민들의 생활수준 또

한  낮을 수  밖에 없다.

이 귀주성의 볼거리는 대부분 귀양 근교에 위치해 있고 대부

분이 자연 풍경들이다. 그중 백미로 꼽히는 것이 황과수 폭

포로 귀양에서 100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 최

대급 폭포인 황과수는 높이 90미터, 폭 40미터. 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물안개가 100미터나 피어오른다. 

이 황과수 폭포 뿐만 아니라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카르스트 지형에서 비롯된 독 특한 석회암 지형들은 계림

이나 베트남의 하롱베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런 특징

은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뜻을 지닌 거대한 석회동굴인 ‘용

궁’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 황과수폭포와 용궁 지역은 삼

림이 무성해 산소함유량도 많아 천연 삼림욕으로도 유명하

다. 또 고대인류의 흔적도 많아 베이징원시인보다 앞선 것으

로 추정되는 두개골이나 암벽고대문자, 공룡화석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대자연의 선물, 아시아 최대 폭포

황과수 폭포는 보는 사람들을 압도한다. 폭 40m의 폭포가 

90m의 낙차로 쉴새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래쪽의 

단차가 심한 곳에서는 9단의 폭포가 보이기도 한다. 폭포 중

간에는 수렴동(水簾洞)이라 불리는 길이 100m의 절벽동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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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 안에 1개의 폭포와 5군데의 광장, 3곳의 연못 등이 

있다. 또 서쪽에 있는 7개의 폭포에서는 120m의 낙차를 보

이는 곳이 있어서 그 물보라로 인해 무지개가 뜨기도 한다. 

먼 곳에서 세차게 흘러오던 하천계류가 갑자기 나타난 절벽

에 의해 거칠게 떨어지면서 이루는 거대한 기세, 그에 의해

서 생기는 파도와 물보라, 그리고 안개… 마치 천지를 진동

하는 소리와 칠색의 무지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적지 않은 

충격과 강렬한 청각진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대

자연이 이루어 낸 조화이자 황과수 폭포가 인류에게 선사하

는 경이의 세계다.

귀주성 안순시 묘족자치현 경내의 황과수대폭포는 고금으로

부터 시인은 시를 짓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촬영가는 사진

을 찍고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여행가는 그에 반해 넋을 잃

었던 현장이다. 이 폭포를 발견하고 문자로 기재한 사람은 

명나라 말기 중국역사의 위대한 지질 학가이며 여행 작가인 

‘서하객’. 1683년 봄, 서하객이 북판강을 고찰할 때 우연히 

백수하의 물줄기를 발견하였는데 황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하는 백하수 주변에는 18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군락을 이루

고 있었다. 그는 이 경관을 바라보며 “황과수는 그야말로 중

국 폭포의 고향이다”라고 탄성을 질렀다고 한다.

 
50여 소수민족의 군락지로도 유명

중국의 국보급 유람지인 황과수가 단순히 폭포군락으로만 

알려진 것은 아니다. 황과수 폭포가 위치한 백수하를 주류로 

하여 왕이하, 패릉하, 삼차하, 타방하 등 수많은 지류와 계곡

은 귀주고원 북판강 수계의 대자연경관을 거의 망라하고 있

다. 왕이하 계곡에 있는 천성교와  분경석림은 그야말로 귀

신의 조화인 듯한 자연의 미궁이며 연화봉 밑에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머리와 꼬리가 없는 두 갈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의 상하에는 관음동과 용궁 등 여러 개의 신선 터가 숨겨져 

있다. 아울러 중국 포이족의 천연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화

석소, 타방하 옆의 랑궁포이촌, 귀주 인근엔 밀랍염색의 고

향인 석두채, 기이한 민족복장, 독특한 민가건축, 소박한 인

품, 진녕현 일대의 돈보 등은 시적인 정취와 그림같은 풍경

을 펼쳐진다. 그래서 황과수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에선 이런 

말들이 나오곤 한다.

“황과수는 옛이야기다. 그리고 황과수는 아름다운 전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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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주성은 계림과 장가계 등 주변에 유명 관

광지에 둘러싸여 인지도가 다소 낮을 뿐 아니라 교

통도 불편해 우리나라 등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

은 곳이다. 그러나 관광객이 적은 만큼 소수민족 

생활상과 문화가 잘 보존돼 있어 여기에 관심이 많

은 유럽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최근 많이 찾고 있다

고 한다.

귀양시에서 서남쪽으로 30분쯤 떨어진 원시 푸이

족 마을은 소수민족의 생활상을 접할 수 있는 곳으

로 입구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푸이족 처녀들이 관

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일일이 술을 권한다. 마

을 중앙 마당에서 수십명의 푸이족 선남선녀들이 

모여 전통적인 대나무춤과 엉덩이 밀기, 짝짓기 놀

이 등의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2000년말의 통계

에 따르면 귀주성의 총인구는 3524만명인데 그중 

소수민족의 인구는 1334만명으로 총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종류는 49종. 그중 세

세대대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은 묘족, 푸이족, 동

족, 토가족, 이족, 거로족, 수족, 회족, 백족, 요족, 

병족, 모난족, 몽골족, 머로족, 강족, 만족 등으로 

구분된다.

마오타이주의 원산지는 다름아닌 귀주

귀주는 갖가지 자원이 풍부하여 중국의 보배성이

라 불리기도 하는데 그중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소수민족풍속이 그대로 남아있고 기후

역시 좋아 중국의 새로운 관광지로 점차 개발되고 

있다. 세계향토문화보호기금회 보호권망에 든 소

수민족마을은 4개소, 중국 국보급 명승지가 8개, 

국가급 중점문물보호단위가 19개, 국가급자연보호

구가 6개나 된다. 무엇보다도 귀주는 유명한 술의 

고장이다. 19세기말부터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중국‘국주(國酒)’ 마오타이주(茅台酒)의 오리지날

이 바로 귀주에서 생산된다.

산의 고장, 귀주성에 떠나갈 듯한 화약소리가 울리

고 고요했던 묘족의 아침이 시끌벅적하게 시작된

다. 펑펑 터지는 소리에 귀신들이 놀라 도망간다는 

믿음 때문에 명절날 아침에는 가게집 화약이 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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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없을 정도로 온 동네가 요란스럽다. 11월 중순은 귀주

성 묘족의 최대 명절인 '니효'가 있는 시기. 설 명절을 일년에 

세 번이나 지내는 묘족은 삼모작의 추수가 끝나는 10월, 11

월이 최대 축제 기간이다. 산으로 된 논, 밭을 삼모작까지 해

가며 일 년을 꼬박 일하다가 약 한 달간 몰아서 마음껏 즐기

는 것이다. 귀한 찹쌀로 떡을 만들고 쌀과 누룩으로 만든 술

을 빚어 화려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잔

칫상을 차린다. 마을 사람들 모두 설 명절 한복 입듯 축제 의

상으로 꾸민다.

묘족 사람들이 일년을 꼬박 기

다려온 축제! 이 축제는 귀주성 

묘족 역사 이래 최대 규모로 개

막식 참석 인원만 관광객을 합

쳐 1만5천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같은 규모는 중국 내 소수 민

족에게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한다. 이제 묘족은 과거 한족을 

피해 산속 깊이 숨어 있던 소수 

민족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관

광개발산업 정책에 힘입어 자신

들을 알리고, 그것을 산업으로 만들어 내는 민족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한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묘족에게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

심을 숨겨두고만 있을 수 없는 일. 모든 인력과 물자와 정부

의 지원을 유치해 축제를 중국 아니 세계에 알려 과거의 영

광을 실현시켜 보고 싶어 하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귀주성의 기후 :기후는 아열대 계절풍성 습윤기후이고 

겨울에는 춥지 않고 여름에는 덥지 않으며 년 평균 기온은 

15℃정도인데 보통 제일 추

운 달(1월)평균 기온은 3℃

~℃로 같은 위도의 타 지역

보다 높고 제일 더운 달(7

월)평균 기온은 22℃~26℃ 

정도다. 귀주는 강수량이 

많고(夜間降雨가 많음) 우

기가 선명하며 무상기가 길

며 바람이 적게 불어 사계

절 관광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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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 성악가 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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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페라가수 강마루입니다.”

그가 건넨 첫 인사는 짧고 강했다. 여러 수식어

들이 많지만 그는 자신을 팝페라가수라고 인사했다. 팝

페라 가수로 많은 이들과 노래로 감정으로 소통할 수 있

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일이었다고 그는 말

한다. 

그는 1996년 경원대 교수로 재

직 당시 국내 최초 팝페라가수

로 대중 앞에서 노래했다. 그의 

도전은 대중들에게는 새로움이

었지만 동료들에게는 비난의 대

상이 되기도 했다. “동료들은 

왜 딴따라를 하느냐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시대가 많이 바뀌

었고 준비하는자만이 살아남는

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청자, 

상감청자처럼 관상용 청자가 아

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싶었습니다. 미국, 영국에

서 석박사까지 하고 왜 정통이 아닌 길을 가려 하느냐의 

질문에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통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음악 장르가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노래할 수 있었

던 것도 이러한 그의 남들과 다른 선택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음악가 ‘강마루’ 되다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강단에서 학

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래는 상

대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늘 가슴에 

두고 노래를 합니다. 나를 뽐내려는 마

음 보다는 지금은 관객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관객이 행복하

려면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노래는 실

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서로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해로 58세인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강마루의 노래는 ‘노력, 변화, 도전’
국내 최초 팝페라가수, 성악가 강마루

1996년 경원대 재직 때 가수 최진경과 듀엣곡 ‘슬픈 전쟁’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 팝페라 가수로 데뷔해 현재까지 팝페라 가수로 활동 중인 

그는 2008년 1집 음반 ‘산책’, 2015년 2집 음반 팝페라 앨범 ‘동반자’를 발매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음악가로 이름을 알렸다. 

현재 (재)한국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정화예술대팍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노래와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내 최초 팝페라가수이자 성악가인 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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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가대를 하면서 음악을 알게 되고 노래의 맛에 빠졌다.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예술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지요.”

그는 노래하는 게 좋았다. 여기에 어머니의 강한 지지는 그에

게 큰 힘이 됐다.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그를 아낌

없이 응원했다. “충남 성가경연대회 감리교회 연합회에서 주

최한 대회에서 중고등부 1위를 했습니다. 지금도 노래할 때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골에서 자랐지만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로 와서 본격적인 음악가로써의 행

보를 이어간 그는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뉴욕 매네

스음대에서 수학하고 런던 템즈밸리대학원, 런던 음악대학 

최고연주자 과정을 거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실력

파 바리톤으로 전세계 대한민국에서 3,500회 공연을 이뤄냈

다. “몇천번을 무대에 올랐어도 무대에 오를 때면 긴장을 합

니다. 노래는 혼을 빼는 일입니다. 저는 

음악을 영혼을 파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노래를 할 때는 항상 자존심을 

강하게 세우지요. 무대에 1번 오르기 위

해 많은 예술인들이 천번을 노래를 불러

야 합니다. 세상에 타고난 사람은 없습

니다. 99%는 노력으로 이뤄냅니다.” 

그는 지금의 강마루가 있기까지 무수한 

노력들을 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

력의 댓가는 지금도 그가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3월, ’하다 아트홀’ 개관 

그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하

다 아트홀’ 개관을 준비중이다.  하다 

아트홀은 ‘전시하다, 유투브하다, 공부

하다, 파티하다, 교육하다, 공연하다’ 등 많은 뜻을 품고 있

다. “하다 아트홀은 지난해 11월부터 기획하여 오는 3월 26일 

개관식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신개념 문화공간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공연 예술계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그는 앞으로 있

을 코로나극복 시대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후원이 아닌 사비로 임대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하

다보니 개관식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그에게 하다 아트홀

은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과도 같은 곳이다. 총 200석으로 꾸

며지는 이곳은 그야말로 소통의 장이 될 여건을 갖췄다. 

“성악가로 활동해서 팝페라 가수까지 30여 년 동안 많은 사

람들의 배려와 관심을 받았다. 이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저

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끌어낼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클래

식 뿐만이 아닌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문화예술계 선후배

들을 위한 공연을 포함한 각종 일자리 창출과 처우개선에 힘

을 쓰고 싶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예

술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무

대를 만들고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헌

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

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지원해주

고 싶습니다.”

‘마스터스 성악 최고위과정’ 인기

그는 현재 한국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으로서 각종 공연기획과 장학금 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다.

재단에선 ‘마스터스 성악 최고위과

정’, ‘노블레스 최고위과정’, ‘와인 

인문학 최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몇천번을 무대에 올랐어도 무대에 오를 때면 긴장을 합니다. 노래는 혼을 빼는 일입니다. 저는 음악을 

영혼을 파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노래를 할 때는 항상 자존심을 강하게 세우지요. 무대에 1번 

오르기 위해 많은 예술인들이 천번을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세상에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99%는 

노력으로 이뤄냅니다.”  그는 지금의 강마루가 있기까지 무수한 노력들을 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력의 댓가는 지금도 그가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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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스 성악 최고위과정은 생활 속에서 필

요한 교양과 클래식, 오페라, 관현악을 배우며 

성악, 칸초네, 이태리 가곡도 함께 접할 수 있

는 프리미엄과정이다. 현재는 6개월 과정으로 

30명 정원이다. 특히 올해로 18년째 이 과정의 

진가를 실감케 한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18년간 730명이 졸업했

다. 30대 그룹 회장에서부터 중견기업 CEO, 

대법관, 교수,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악을 배우고 있다.”면서 누

구든지 도전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노블레스 최고위과정은 예술 문화를 통해 갖

춰야 할 소양을 습득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

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 자신과 비즈니스의 가

치를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융복합 최

고위과정으로 올해 5기째를 맞았다. “컬처, 아

트, 입문, 미식체험 등을 융복합하여 수업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분야를 함께 소통함으로

써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과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더 많은 이들이 음악의 기쁨을 느끼고 이

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최고위 과정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이 가진 힘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음악은 소통하기 가장 쉬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무궁무진 하

지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음악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와인 인문학 최고위 과정은 와인과 인문학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해 와

인에 입문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 에티켓 

등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와인과 비즈니스, 와

인과 오페라, 와인과 음식 매칭 등 최고의 소

믈리에와 함께하는 만찬 체험, 역사 속 와인 

이야기, 미술사 등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와인 인문학 최고위 과정은 올해 3기째를 맞

았다.

골프도 성악도 사랑해

그는 골프 구력 30년 된 골프마니아이다. 그는 

미국 유학시절 골프에 입문했다. 심심해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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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성악 모두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척추를 써야 하고 하체가 단단하고 배꼽 밑에 힘을 줘야 

한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야를 멀리 둬야 한다는 것도요. 게다가 골프나 

성악을 하면 건강해지고 욕심을 부리면 그때부터 무너진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소리든 골프든 깊이 

들어가면 그때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도 처음엔 퍼트가 가장 쉽지만 5, 10년이 지나면 퍼트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이 둘은 작은 기술들이 참 많습니다. 포르테 메조포르테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해야 하는 점, 특히 템포가 무지 중요하다는 점도 골프와 성악의 매력이자 공통점이지요.”

우기 시작한 골프가 지금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는 ‘골프와 성악은 공통점이 아

주 많다.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

야 한다’고 말한다.

“골프와 성악 모두 자세가 너무 중

요합니다. 척추를 써야 하고 하체

가 단단하고 배꼽 밑에 힘을 줘야 

한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야를 멀리 둬야 

한다는 것도요. 게다가 골프나 성

악을 하면 건강해지고 욕심을 부리

면 그때부터 무너진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소리든 골프든 깊

이 들어가면 그때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도 처음엔 

퍼트가 가장 쉽지만 5, 10년이 지나면 퍼트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이 둘은 작은 기술들이 참 많습니다. 포르

테 메조포르테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해야 하는 점, 특히 템

포가 무지 중요하다는 점도 골프와 성악의 매력이자 공통점

이지요.”

평소 걸으며 운동을 하는 그에게 골프는 안성맞춤인 취미이

다. “저는 주로 오후 라운드를 즐겨합니다. 새벽 라운드 보다 

오후에 햇볕을 머금은 후의 잔디가 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오후가 되면 좀더 활력이 생기기도하거든요.”

“하루하루에 감사하자”

팝페라 가수로, 성악가로, 교수로, 재단 이사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음악’을 하기 때문

에, 음악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음악을 

하게 된 데에 감사함을 느끼고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간다는 그에게 음악이야말로 인생 그 자체이다.

“제가 제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강마루 1집에 있는 

‘산책’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인생의 사계절, 희노애락

을 그린 곡인데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곡입니다. 제게 

행복을 주는 곡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 인생은 긍정적, 감동적, 희망적이라고 말한

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 그가 노래할 수 있는 길을 내주었

고 지금의 강마루가 있게 했다.

“하루하루에 감사하자.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하자는 마음으

로 하루를 살려 합니다. 아침에 깨어보면 오늘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힘들때일수록 더 웃

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노래를 더 많은 이들이 듣고 행복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는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때에도,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그는 자신

의 신념과 의지로 굳굳이 해냈다. 행복한 음악가 강마루가 되

기까지 그는 매 순간 노력해 왔다. 

“후배들에게 항상 조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이 떨어질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직접 감을 따는 법을 배우라고… 요즘 다

들 어렵지요. 예술 업계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으

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니까

요.” 그의 진심어린 조언으로 많은 후배들이 음악가로써 행

복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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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골프가 스파이크리스의 경량과 스파이크의 안

정감을 모두 담은 'ZG21'을 출시했다. 

'ZG21'은 약 368g이라는 무게로 '투어360 XT보다 20% 더 가

벼워졌다. 날렵한 외관과 더불어 접지력, 안정성, 그리고 편

안함까지 갖춘 새로운 기술의 집합체로 거듭났다. 

'미드솔은 독특한 림&코어(Rim&Core) 구조를 사용한다. 겉

면에는 기존의 EVA소재 대비 40% 더 가볍고 안정성을 갖는 

'라이트스트라이크' 소재를 사용했다. 미드솔의 코어 부분은 

부스트 소재를 접목해 

폭발적인 에너지 리턴

으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하다. 

갑피는 인조가죽에 3

겹으로 이루어진 방수 

하이브리드 소재를 적

용해 내구성과 유연성

을 높였다. 눈에 띄는 

부분은 측면이다. '울

트라-라이트 스태빌리

티 핀' 기술을 접목한 

TPU 소재를 ZG21 측

면부에 중창과 접합해 안정성과 지지력을 끌어올렸다.

아웃솔도 진화했다. 발바닥 전면의 열지도 연구를 통해 스

윙하는 동안 방향성과 지지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영

역에 6개의 스파이크는 배치했다. 끼임 방지용 보조 돌기를 

탑재한 아웃솔은 최상의 지지력을 제공하며 그린을 해치지 

않는 친화적인 '스윙플레인 트랙션 존'을 만들었다. 

'Y'형 스트랩 디자인의 외관도 새롭다. BOA 핏 시스템을 적

용해 발을 완벽히 감싸 안정적인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세계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은 "ZG21을 처음 착

용했을 때 얼마나 가벼

운지 믿을 수 없을 정도

였다. 편안하면서도 접

지력이 좋고 안정성까

지 유지하면서 어떻게 

무게를 이렇게 많이 줄

일 수 있는지 놀랍다"라

고 착용 소감을 밝혔다.    

  

더스틴 존슨의 최애템, 아디다스골프 'ZG21'

Hot Equipment adidas golf / Z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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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켐(ANYCHEM)    (17508)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298(복평리 139) / TEL (031) 677-6825 / FAX (031) 67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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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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잡지사는 완전히 소외됐다고 생각합니다. 잡지 산업이 어려우니까 협회의 위상은 추락 

할대로 추락했죠.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며 잡지인의 한사람으로 협회의 쇄신을 책임감 있게 

준비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오로지 회원 사의 수익증대를 최우선으로 회원사와 회원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회원님을 위한 든든한 회장이 되겠습니다. 회원사를 위한 힘 있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월 17일 한국잡지협회 

제44대 회장에 백종운 한국

방송출판(주) 대표이사가 압도적

인 지지로 당선됐다.

당선인 한국잡지협회 제44대 백

종운 회장은 1963년 충북 괴산에

서 출생하여 청주고등학교와 고려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현재 한국방송출판(주) 대표이사

로 월간 굿모닝 팝스를 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잡지문화 발전을 위해 잡지협회에서 제39 

대 잡지연구소운영위원회 위원, 제41대 협회이사, 제 43대 

회장후보, 제43대 협회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앞으

로 한국 잡지협회, 잡지 문화 발전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특

히 백종운 회장은 이번 당선을 시작으로  K-매거진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혀 그의 행보에 기대가 크다.

‘18가지 공약’으로 회원사들의 권익 증진 위해 힘쓸 것

백종운 회장은 지난 2019년 한국잡지협회 회장 선출에서 5표

차로 아깝게 낙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압도

적인 승리로 당선을 하며 한국잡

지 문화, 그리고 협회에 그가 얼마

나 필요한 인물인지를 증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18가지 공약

을 내세우며 회원사들의 큰 지지

를 받았다. “지금의 잡지사는 완전

히 소외됐다고 생각합니다. 잡지 

산업이 어려우니까 협회의 위상은 

추락 할대로 추락했죠.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며 잡지인의 한사람으

로 협회의 쇄신을 책임감 있게 준비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

과 함께 오로지 회원 사의 수익증대를 최우선으로 회원사와 

회원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회원님을 위한 든든한 회장이 되

겠습니다. 회원사를 위한 힘 있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라

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가 내세운 공약은 정부주무기관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확

보 지급, 지역별 거점센터 구축 및 공유사업 추진, 소득세 공

제에 잡지포함 입법청원, 잡지진흥법 실정에 맞게 적극 개정

추진, M매거진 앱개발로 검색기능을 갖춘 잡지콘텐츠 전용 

플랫폼 추진, 문광부와 함께 11월을 잡지주간행사로 확대추

“K-매거진, 잡지콘텐츠 산업시대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제44대 한국잡지협회 백종운 회장

지난 2월 17일 한국잡지협회 제44대 회장에 백종운 한국방송출판(주) 대표이사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백종운 회장은 코로나로 더 힘들어지고 지친 한국잡지협회 회원사의 수익을 개 선하는 것, 이것이 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회원사가 살아야 협회도 존재합니다. 회원 여러 분이 만들어주신 한국잡지협회 제44대 회장 백종운은 두 팔을 활짝 펴고 여러분과 

함께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라며 협회장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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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잡지 분야별 패키지 판매추진,  전

국도서관 12,000여개 납본 추진 및 납본 보상비 인상 방안 마

련, 협회 회비 인하 및 연금가입 확대, 잡지 인문학 아카데미

를 신설하여 명사 초청 특강 및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추진,  

잡지발전 기금을 확대하고 간편대출시스템 운용, 국립중앙도

서관과 연계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바로 추진, 문광부 외 산자

부, 중기부, 서울시, 출판, 인쇄,사보계 등 연계 지원 사업 및 

포상 추진, 유명무실한 잡지연구소 예산 증대 및 명칭 변경,  

잡지교육원 편집자 자격인증제 도입 실시, 국가 훈포상 격상 

및 확대 등 총 18가지이다.

“18가지 공약. 핵심은 간단합니다. 회원사가 살아야 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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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임기동안 해야할 일들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잡지 발행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금이나마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 전했다.  “지금은 

함께 힘을 합칠 때입니다. 어려운 회원사를 위한 지역별 공유오피스를 개관하고, 저렴 한 임대료와 

경비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제작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회원사들에게 희망의 메세지, 문제 해결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존재합니다. 명확합니다. 코로나로 더 힘들어지고 지친 한국

잡지협회 회원사의 수익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제 공약의 핵

심입니다. 회원 여러 분이 만들어주신 한국잡지협회 제44대 

회장 백종운은 두 팔을 활짝 펴고 여러분과 함께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잡지콘텐츠 전성시대, K- 매거진 시대를 열것

그는 임기동안 해야할 일들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잡지 발행

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금이나마 경영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 

전했다.  “지금은 함께 힘을 합칠 때입니다. 어려운 회원사를 

위한 지역별 공유오피스를 개관하고, 저렴한 임대료와 경비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제작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무

료 노무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경영지원서비스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회원사들에게 희망의 메세지, 문제 해결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그는 “지난 4년간 사문화된 잡지진흥법에 대해 현장목소리 

를 반영한 실질적인 진흥법안과 대대적인 개정 및 실천을 진

행하겠습니다.  또한 정기간행물 자문위원회와 함께 잡지진

흥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잡지콘텐츠 전용 공간을 운영하

여 콘텐츠 유료화사업을 추진하고, K-팝, K-무비,  K-드라

마 K-푸드 등 코로나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한류처럼 잡지콘

텐츠 전성시대, K- 매거진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는 포

부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입문 1년만에 싱글을 기록 

백종운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골프를 즐기며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로 구력 12년인 그는 자연과 함

께, 지인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게 삶의 

활력이자 건강관리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PGA 룰에 가깝도록 룰을 지키며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하여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냉정하게 운동을 합니다. 

오늘의 샷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연습장에서 다시 샷을 정검

하는 편입니다.” 이같은 열정으로 그는 입문한지 1년만에 싱

글을 기록함은 물론 매너남으로 존경받는, 라운드하고 싶은 

골퍼로 꼽힌다. 

그의 장기는 드라이버거리이며 무려 250m 뿜어낸다. 숏게임

도 실수를 거의 안하는 전천후 골퍼이다. 인생을 즐길때는 확

실히, 정확할 때는 매섭게 처리해 내는 그이기에 이번 협회장

직의 임기에 관심이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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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타니안
스릴러, 드라마 / 미국 / 129분 / 2021 .03.17 개봉 

감독 : 캐빈 맥도널드 / 출연 :  조디 포스터, 타하르 라힘, 쉐일린 우들리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실화!
재판을 원하는 한 남자!

그는 테러리스트인가, 무고한 피해자인가!

변호사 ‘낸시’(조디 포스터)는 모두

가 꺼리는 한 남자의 변호를 맡게 

된다.

그는 9.11 테러의 핵심 용의자로 지

목되어 기소는 물론, 재판도 없이 6

년 동안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슬라히’(타하르 라힘) 냉정하고 완

고하기로 소문난 군검찰관 ‘카우치’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강력한 증거들을 내밀며 그의 유죄

를 확신하고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낸시’와 동료 ‘테리’(쉐일린 우들

리)는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은폐된 

진실 앞에서 번번히 좌절하는데.

암모나이트
드라마, 멜로·로맨스  / 영국 / 120분 2021 .03.11 개봉 

감독 : 프란시스 리 / 출연 : 시얼샤 로넌(샬럿 머치슨), 케이트 윈슬렛(메리 애닝)

올봄 당신의 마음에 각인될 
강렬한 러브 스토리가 시작된다!

1840년대 영국 남부 해변 마을, 생계를 위

해 화석을 발굴하는 고생물학자 ‘메리’는

그곳으로 요양을 위해 내려온 상류층 부인 

‘샬럿’을 만난다.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은 거친 해안에서 화석을 찾으며, 

그렇게 기적처럼 서로를 발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된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고생물학자 매리 에

닝(케이트 윈슬렛)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

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유한 관광객들

을 대상으로 화석 기념품을 팔며 노모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부유한 

관광객의 젊은 아내 샬럿 머치슨(시얼샤 

로넌)은 신경증 요양을 위해 메리에게 위

탁하게 된다. 사회적 지위와 성격 차이로 

부딪치던 두 여성은 어느새 서로의 외로움

을 감싸주며 격렬한 열정의 소용돌이에 빠

지게 된다.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암모나이트>는 세계 유

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휩쓴 감독 프란시스 리의 <신의 나라>에 이어 또 다시 

“흙내음 가득한” LGBT 로맨스 영화다. 황량하고 쓸쓸한 영국 바닷가 마을의 

풍경, 명배우들의 섬세한 연기, 매혹적이고 음울한 정서를 선사하고 있는 이 

작품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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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 패트릭 리드, 찝찝한 우승

PGA Tournament /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패트릭 리드가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 정상에 올랐다. 리드는 지난 2월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남코스(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리드는 공동 2위 그룹을 5타 차로 따돌리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우승 상금은 135만달러(약 15억원)다.

패트릭 리드(미국)가 룰 위반 논란 속에 우승을 차지했

다. 지난 2월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

이고 토리파인스GC 남코스(파72·7591야드)에서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총상금 750

만 달러)에서다.

리드는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줄이고 이

글 1개와 버디 3개를 잡아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리드는 잰더 셔플레(미국) 등 5명

의 공동 2위 선수들의 추격을 5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 상금 135만달러(약 15억원)를 손에 넣었다.

지난해 2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멕시코 챔피언십 이후 

1년 만에 맛보는 통산 9승째다. 2018년 마스터스 우승자 리

드는 2019년 노던 트러스트, 2020년 WGC 멕시코 챔피언십

에 이어 최근 4년 연속해서 해마다 1승씩 따냈다. 2013년 윈

덤 챔피언십 우승부터 따지면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최소 

1승 이상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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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 패트릭 리드, 찝찝한 우승 하지만 이번 우승은 앞선 여덟 차례 우승에 비해 빛이 다소 

바랬다. 전날 3라운드에서 규정 위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

다. 10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이 왼쪽 러프로 향했는데 리

드는 공이 바운드 없이 땅에 박혔다고 판단, 공을 들어올렸

다. 그런 다음 경기위원이 도착했고 경기위원은 리드에게 무

벌타 드롭을 하도록 했다.

리드는 그 홀에서 파 세이브에 성공했지만 일부에서 '리드가 

공을 들어올리기 전에 먼저 경기위원을 불러 판정을 받았어

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위원은 "판정에 문제

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도 3라

운드 18번홀에서 리드와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지만 경기위

원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리드는 대학 재학 시절에도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2019

년 히어로 월드 챌린지 때도 벙커에서 모래를 움직여 2벌타

를 받는 등 규칙 위반으로 인한 논란이 수차례 있었다. 그러

면서 그의 이름 앞에는 '나쁜 남자', '악동' 등 달갑지 않은 수

식어가 늘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앞선 경우와 달

라 리드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공동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간 리드는 1타차 리드를 

지켜가다 6번홀(파5)에서 약 14ｍ가량의 이글 퍼트를 성공시

켜 승기를 잡았다. 13번홀까지 1타차로 추격전을 펼치던 빅

터 호블란(노르웨이)이 14, 15, 17번 홀에서 잇따라 보기를 

범하면서 순식간에 4타차로 앞서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18

번홀(파5) 버디로 우승을 자축했다.

토니 피나우, 라이언 파머, 헨릭 놀랜더(스웨덴), 호블란, 셔

플레가 공동 2위에 입상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

(23·CJ대한통운)가 공동 32위(최종합계 3언더파 285타)로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시즌 세번째 '톱10' 입상이 기대

됐으나 12, 15번홀에서 범한 더블보기가 뼈아팠다. 대회 첫

날 공동 4위까지 올랐던 최경주(51·SK텔레콤)는 공동 69위

(최종합계 4오버파 292타)로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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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켑카, 피닉스오픈 우승, 이경훈 2위

PGA Tournament /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브룩스 켑카(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웨이스트매니지먼트피닉스오픈(총상금 730만 달러)에서 6타를 줄여 우승했다. 이경훈(30)은 3타를 줄여 

한 타차 공동 2위로 마쳤다. 켑카는 지난 2월 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스콧데일의 TPC스콧데일(파71 7261야드)에서 열린 대회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글 2개에 버디 3개에 보기 한 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쳐서 최종합계 19언더파 265타를 기록했다.

브룩스 켑카(미국)가 미국프로골프

(PGA)투어 웨이스트매니지먼트피닉

스오픈(총상금 730만 달러)에서 6타를 줄여 

우승했다. 이경훈(30)은 3타를 줄여 한 타차 

공동 2위로 마쳤다.

켑카는 지난 2월 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

조나 스콧데일의 TPC스콧데일(파71 7261야

드)에서 열린 대회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글 

2개에 버디 3개에 보기 한 개를 묶어 6언더

파 65타를 쳐서 최종합계 19언더파 265타를 

기록했다.

공동 7위에서 출발한 켑카는 2번 홀 보기를 

했으나 파5 3번 홀에서 두 번째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려 이글을 잡았다. 후반 들어 13번 

홀부터 세 홀 연속 버디를 잡고는 파4 17번 

홀 티샷을 멀리 보낸 뒤 홀까지 15미터 내리

막 지점에서 한 칩샷으로 이글을 잡아내 2

068-069 웨이스트매니지먼트.indd   68 2021-02-25   오후 4:20:34



March 2021 | PAR GOLF&TRAVEL | 69

브룩스 켑카, 피닉스오픈 우승, 이경훈 2위 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켑카는 2015년 이 대회에서 생애 첫승을 거둔 뒤 6년 만에 

우승을 추가했다. 2017년 US오픈에서 메이저 첫승을 한 뒤

로 메이저 3승을 연달아 거두고 2018~19시즌에는 더CJ컵을 

포함해 3승을 쌓았다. 하지만 페덱스세인트주드 이후로 무

릎 부상을 당해 두 번의 수술을 받는 등 슬럼프에 시달렸으

나 2년 만에 PGA투어 통산 8승을 기록했다.

생애 첫승에 도전한 이경훈은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쳐서 잰더 셔필리(미국)와 함께 공동 2위(18

언더파 266타)로 마쳤다. 3위에서 출발한 이경훈은 2번 홀

에서 버디를 잡아낸 뒤로는 파 행진을 이어갔다. 9번 홀에

서는 어프로치 샷이 물에 빠졌으나 구제 지점에서 한 샷이 

그대로 홀인되면서 파세이브를 해 역전의 불씨를 살렸다.

후반 11번 홀에서 보기를 적어내 순위가 밀렸으나 이경훈은 

13번 홀부터 15, 17번 홀까지 징검다리 버디를 추가하면서 

역전 우승의 기회까지 엿봤다. 하지만 마지막 홀 러프에서 

한 두 번째 샷이 홀과 먼 거리에 떨어져서 파에 그쳤다.

지난 2015~16년 한국오픈을 2연패한 이경훈은 일본프로골

프(JGTO)에서 2승을 합쳐 통산 4승을 올리고 2016년 미국

에 진출했다. PGA투어 1부 리그 3년째인 올 시즌은 소니오

픈에서 19위, 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의 32위 등으로 상

위권에 오르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골프랭킹(현재 

263위)과 함께 페덱스컵 포인트(137위)는 98계단 오른 39위

까지 올라간다.

선두로 출발한 셔필리는 버디와 보기를 4개씩 주고받고 이

븐파에 그쳤다. 선두와 한 타 뒤까지 추격했으나 17번 홀 티

샷이 물에 빠지면서 한 타 까먹었고, 마지막 홀 버디를 추가

하면서 이븐파 71타를 쳐서 공동 2위로 마쳤다. 페덱스 포

인트 6위였던 셔필리는 하지만 5계단 오른 1위로 올라섰다.

슬럼프에 시달리던 조던 스피스(미국)는 공동 선두로 출발

했지만 1오버파 72타에 그쳐 카를로스 오티즈(멕시코), 스티

브 스트리커(미국)와 공동 4위(17언더파)로 대회를 마무리했

다.

5년만의 우승에 도전했던 재미교포 제임스 한은 2언더파 69

타를 쳐서 10위(15언더파),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7

타를 줄여 세계 골프랭킹 2위 존 람(스페인), 저스틴 토마스

(미국) 등과 함께 공동 13위(13언더파)로 마쳤다.

임성재(23)는 6언더파 65타를 쳐서 순위를 19계단 올린 공

동 17위(12언더파)로 마쳤고, 김시우(26)는 1언더파 70타를 

쳐서 공동 50위(7언더파), 안병훈(30)은 1언더파를 쳐서 공

동 53위(6언더파)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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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news

품질 보증 판매는 본래 여

러 골프 용품 브랜드에서

도 시행한 적이 있지만 일부 품

목, 주로 드라이버에 한해 진행

한 바 있다. 이번에 오리엔트골

프가 진행하는 프리미엄 서비

스인 품질 보증 판매는 전 품목

에 해당되므로 귀추가 주목된

다.

2020년 신개념 언택트 이벤트

인 ‘리믹스 원정대’를 통해 1만

여 명의 참여를 유도한 야마하

골프의 국내 공식 에이전시인 

오리엔트골프는 2021년을 맞이

해 ‘품질 보증 판매’라는 새로

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품질 

보증 범위는 2019년 이후 출시

한 야마하 클럽이라면 모두 적

용된다.

먼저 야마하 클럽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서 2019년 이후 

출시한 클럽을 구매한 고객은 

프리미엄 품질 보증서를 받는다.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면 클

럽을 구매한 대리점으로 3주 이내에 방문해 영수증과 품질 

보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단 제품 교환 시 차액이 발생하면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이갑종 오리엔트골프 회장의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담기기

도 한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고객 감동’이다. 이 회장은 “무

엇보다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야 한

다”라면서 “소비자는 늘 불

안하다. 일단 써보고 맞지 않

으면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지만 

진짜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

고 지적했다.

이어 “야마하골프는 소비자 

중심의 공급을 약속한다. 고

객이 완벽하게 만족할 때까

지 고객의 입장에서 판매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품

질 보증 판매는 그런 고민에

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제

품에 관한 자신이 없다면 불

가능한 정책이다. 손해가 발

생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모두 떠안을 일이다”라고 강

조했다.

품질 보증 판매는 비대면 온

라인 구매가 늘어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최고의 시스

템이다. 이번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통해 130년의 역사와 장

인 정신으로 빚어낸 명품 클럽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는 

건 골퍼로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2021년 오리엔트골프는 명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매스티지(Masstige) 마케팅’과 함께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

애고 고객 감동 서비스인 ‘품질 보증 판매’까지 시행하며 최

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마하골프, 업계 최초 전 품목 품질 보증 판매
㈜오리엔트골프가 골프 업계 최초로 야마하골프의 모든 클럽에 관한 품질 보증 판매를 2월 1일 시작되었으며 2021년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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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신개념 언택트 이벤트인 ‘리믹스 원정대’를 통해 1만여 명의 참여를 유도한 야마하골프의 국내 공식 에이전시인 오리엔트골프는 2021년을 

맞이해 ‘품질 보증 판매’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품질 보증 범위는 2019년 이후 출시한 야마하 클럽이라면 모두 적용된다.

먼저 야마하 클럽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서 2019년 이후 출시한 클럽을 구매한 고객은 프리미엄 품질 보증서를 받는다.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면 

클럽을 구매한 대리점으로 3주 이내에 방문해 영수증과 품질 보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단 제품 교환 시 차액이 발생하면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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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복합 문화공간 '쇼골프타운' 오픈… 
축구장 1.5개 면적· 최대 300야드

SHOW GOLF TOWN

SHOWGOLF(쇼골프·대표 조성준)가 지난 2월 5일 서울시 강서구에 오픈한 쇼골프타운은 골프 연습부터 스크린 골프, 용품 구입, 식음까지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매개 복합 문화공간으로, 골프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미국 탑골프의 한국 버전을 지향한다.

서울 시내 최대규모 골프 복합 문화공간인 '쇼골프타운'

이 문을 열었다.

SHOWGOLF(쇼골프·대표 조성준)가 지난 2월5일 서울시 강

서구에 오픈한 쇼골프타운은 골프 연습부터 스크린 골프, 용

품 구입, 식음까지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매개 복합 문

화공간으로, 골프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미국 탑골프의 

한국 버전을 지향한다.

'골프 타운'이라는 이름답게 쇼골프타운의 총면적은 10,672

㎡으로 축구장(7140㎡) 1.5개와 맞먹는다. 서울 시내에 위치

한 골프연습장 중 최대 규모다.

골프의 모든 것 한 곳에

총 4개동으로 구성된 쇼골프타운의 핵심 시설은 실외 골프

연습장.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용 가능하며 비거리 

300야드에 183타석의 메머드급 규모로 전 좌석 전자동 오토

티업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기존 프론트와 함께 골프연습장 

전용 키오스크를 6대나 마련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

면 수요'를 반영했다.

전용 공간에서 심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VIP 타석도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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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했다. 이곳에는 연결된 모니터로 실시간 스윙을 짚어볼 

수 있는 스윙 분석기도 설치될 예정이다. 일반 타석 대비 약 

2배 넓은 일반 VIP 타석과 전면 거울이 설치된 싱글 타석, 2

인이 함께 연습하는 트윈 타석 등 세 가지로 나눠 선택의 폭

도 넓혔다.

연습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게임 요소도 갖췄다. 타석 앞

쪽 페어웨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디자인해 정확한 거리 연습

과 함께 동료들과 게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퍼팅 

연습장 3개와 벙커샷을 연습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골프의 모든 것을 연습할 수 있다.

서울 대한항공 본사 맞은편에 위치

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350여 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여성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도 23개 마련해 놨다.

연습장과 함께 3개의 건물에는 대규

모 골프존마켓과 스크린 골프, 피팅 

센터와 같은 골프 브랜드와 편의점, 

전문 식음업장(잠바주스, 미소야 

등)까지 입점해 '쇼골프타운' 안에서 

골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효율적 비대면 시스템

초대형 규모의 연습장을 보다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고객 편의 시스템에도 공을 들였다.

VIP 타석과 각층 구간별로 설치된 인터폰을 이용한 입점 업

체 예약·주문 시스템을 구축해 연습 중 프론트로 연결해 타

석 연장을 예약하거나 입점 업체로 연결해 스크린이나 식음

을 예약한 뒤 연결 통로로 이동해 즉시 이용 및 픽업할 수 있

게 했다. 또 키오스크를 통한 타석 예약부터 용

품 구입, 식음 예약, 주차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성준 대표는 "단순히 골

프연습장이 아니라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증가

하는 국내 골퍼들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쇼골프타운과 함께 새로운 라이

프 스타일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픈을 기념해 3월 10일까지 할인 이벤트

도 진행한다. 3월 10일까지 최대 30% 할인을 혜

택을 적용한다.이 혜택은 XGOLF 회원 가입 시 

받을 수 있다.   

VIP 타석과 각층 구간별로 설치된 

인터폰을 이용한 입점 업체 예약·주문 

시스템을 구축해 연습 중 프론트로 

연결해 타석 연장을 예약하거나 입점 

업체로 연결해 스크린이나 식음을 

예약한 뒤 연결 통로로 이동해 즉시 

이용 및 픽업할 수 있게 했다. 또 

키오스크를 통한 타석 예약부터 용품 

구입, 식음 예약, 주차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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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Equipment Callawaygolf / '에이펙스21 아이언&하이브리드' 

단조 아이언의 대명사인 캘러웨이골프의 에이펙스(APEX)는 단

조 아이언과 비거리를 결합한 새로운 아이언 카테고리를 창

조한 클럽이다. 비거리와 부드러운 타구감으로 많은 골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9년 연속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사용률 1위를 기록하였다. 캘러웨이골프는 이 에이펙스의 명성을 

잇는 신작 ‘에이펙스 21 시리즈’를 지난 2월 3일 공개했다. 이번 

에이펙스 21 시리즈는 에이펙스 21, 에이펙스 DCB 21, 에이펙스 프

로 21, 에이펙스 MB 등 아이언 4종과 에이펙스 21, 에이펙스 21 프

로 등 하이브리드 2종으로 출시되었다.

에이펙스 21 아이언

먼저 에이펙스 21 아이언은 중ㆍ상급자에게 적합한 아이언이다. 

에이펙스 21 아이언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로 설계된 최초의 

단조 아이언으로, 전에 볼 수 없었던 놀

라운 수준의 비거리와 정확한 컨트롤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캘러웨이골프의 R&D팀은 A.I 기술로 스핀

의 일관성을 향상시켰으며 텅스텐 코어로 

관용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잔디와 클럽

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적용해 

어떠한 스윙에서도 압도적인 타구감과 퍼

포먼스를 제공한다. 에이펙스 21에 삽입된 

텅스텐 에너지 코어는 이전 에이펙스 아

이언에 사용된 텅스텐의 5배를 사용해 무

게중심을 정밀하게 배치하였다. 그 결과 

캘러웨이골프,  에이펙스21 아이언&하이브리드 

모든 번호의 아이언에서 이상적인 런치 앵글과 더욱 향상된 관용

성을 구현해냈다.

에이펙스 DCB 21 아이언

에이펙스 DCB 21 아이언은 초ㆍ중급자를 위한 제품으로, 딥 캐비

티 백 디자인 특유의 관용성을 자랑한다. 에이펙스 아이언 중에서 

가장 관용성이 뛰어난 모델로 평가받는다. 딥 캐비티 백과 향상된 

솔 너비가 어떠한 라이에서도 쉽게 볼을 띄우고 러프에서도 잔디

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A.I 기술을 통해 아이언 번호마다 각기 다르게 설계된 페이스 

구조가 빠른 볼 스피드와 향상된 스핀을 제공한다. 그로 인해 골

퍼들은 충분한 비거리와 정밀한 컨트롤을 경험할 수 있다.

롱 아이언과 미들 아이언에 50g 이상의 텅스텐을 사용해 무게중

심을 정밀하게 배치하였다. 그 결과 모든 

번호의 아이언에서 이상적인 런치 앵글과 

더 높은 관용성을 구현해냈다.

포지드 1025 연철 카본 스틸로 제작된 바디

와 캘러웨이만의 특허받은 우레탄 마이크

로 스피어의 결합으로 단조 특유의 탁월한 

타구음과 타구감을 자랑한다.

에이펙스 프로 21 아이언

에이펙스 프로 아이언은 투어 레벨의 비거

리와 퍼포먼스를 상징하는 아이언의 대명

사이다. 이번 에이펙스 프로 21 아이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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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에이펙스 프로 아이언에 혁신적인 A.I 기술과 완전히 새로운 

단조 중공 바디 구조를 더해 일관된 비거리와 정확한 컨트롤 성

능을 선사한다.

A.I. 기술로 완성된 아이언 각각의 독특한 구조는 빠른 볼 스피드

와 향상된 스핀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포지드 1025 중공 바디 구

조와 특허받은 우레탄 마이크로 스피어 기술이 결합돼 매우 부드

러운 타구감과 뛰어난 타구음의 조화를 제공한다.

<에이펙스 MB 21 아이언>

에이펙스 MB 21 아이언은 촤고 레벨의 

플레이어를 위한 제품이다. 아름답고 클

래식한 블레이드 디자인과 고성능의 그

루브, 압도적인 타구감, 그리고 새로워

진 무게중심 구조가 완벽하게 결합돼 

혁신적인 퍼포먼스를 구현해낸다.

얇은 탑 라인, 날렵한 솔, 컴팩트한 블레

이드 길이와 크롬 피니시가 세련된 머

슬백 스타일을 완성시켰다.

정밀한 그루브는 머슬백을 사용하는 골

퍼가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컨트롤과 

일관된 스핀 성능을 제공한다. 에이펙스 

MB 21 아이언에 적용된 20V 그루브는 

러프에서도 충분한 컨트롤과 스핀을 만

들어낸다.

에이펙스 21은 볼 스피드 기술과 A.I. 기

술을 결합한 뉴 제일브레이크 벨로시티 

블레이드를 탑재한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제품이다.

뉴 제일브레이크 A.I. 벨로시티 블에이드는 수직 강성을 높이도록 

설계돼 볼이 헤드 아래 부분에 맞더라도 높은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페이스 컵이 크라운에서 탄성을 높여 일관

된 스핀을 제공하고 넓게 배치된 바가 페이스의 비틀림을 최소화

하여 페이스 전체에 더 높은 관용성을 제공해준다.

<에이펙스 21 프로 하이브리드>

컴팩트한 헤드 디자인, 컨트롤과 퍼포먼스를 

겸비한 에이펙스 21 프로 하이브리드는 티박

스 또는 롱 홀에서 투어 프로와 싱글 핸디캐

퍼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하이브

리드이다.

특히 에이펙스 21 프로 하이브리드에는 고정 호

젤이 장착돼 있어 골퍼들에게 어드레스 시 마

치 아이언과 같은 느낌을 제공한다. 이는 상급

자들이 선호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이기도 하다.

캘러웨이골프 관계자는 “이번 에이펙스 시리

즈는 아이언 분야 1위인 에이펙스의 명성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구현해내기 위해 캘러웨이

의 혁신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한 제품”이

라며 “아이언과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거리와 정확한 볼 컨트롤, 관용성을 

모두 겸비한 만큼 퍼포먼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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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캉스 희망 지역 1위 ‘제주도’, 
호텔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 ‘객실 컨디션’

Travel news

서울, 대한민국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호텔이 

목적지가 되는 호캉스 트렌드가 큰 인기를 보이고 있

다.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호텔 객실 안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 여행법이다. 최근에는 개인의 취미

나 취향과 결합한 먹캉스, 북캉스, 펫캉스, 워캉스 등의 다

양한 형태의 호캉스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글로벌 호텔 검색 엔진 호텔스컴바인(www.

hotelscombined.co.kr)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캉스 트렌

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호텔 예약 패턴 △올해 여행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 

대한민국 2050 세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호캉스 트렌드   응답자 전 세대에 걸쳐 호캉스에 대한 높
은 관심… 호캉스 선택 이유 1위는 ‘위생적인 환경’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32.4%는 최근 6개월 이내에 호캉

스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46.6%의 응답자는 아직 경험은 없

지만, 경험해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세대별로 분석해보면 

2030세대 10명 중 8명이 호캉스 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

고 응답해, 이들 세대의 호캉스에 대한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4050세대의 경우에도 호캉스 경험이 있다고 답

한 응답자는 24%였으나, 앞으로 경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은 48.1%를 차지해 전 세대에 걸쳐 호캉스에 대한 관

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1년에도 제주도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37.3%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들이 호텔 예약 선호 지역으로 제주도를 선택했다. 이어 

△서울(25.4%), △강원도(18%), △부산(10.9%)이 꼽혔다. 호텔에 대한 영감이나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한 응답 결과도 세대별로 독특한 특징을 

보였다. 3040세대 2명 중 1명이 블로그를 선택했다. 20대는 블로그(37%)와 함께 유튜브(21.8%)를 주로 이용한다고 답했고, 50대는 

블로그(34.9%)와 지인이 추천(31.3%)하는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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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캉스를 떠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다

수의 응답자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의 휴식

(59.6%)’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최고

급 서비스 경험(45.3%), 주변 지역 관광(41.2%), 

카페·레스토랑·뷔페 등 식음료 업장 이용

(32.7%) 등이 차례로 꼽혔다. 

선호도 트렌드   가장 선호하는 호텔은 ‘럭셔
리 특급 호텔’, 받고 싶은 서비스는 ‘조식 이

용권’

호캉스로 가장 선호하는 호텔 유형으로는 △럭

셔리한 특급 호텔(38.8%), △3-4성급의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 호텔(30.9%), △중저가 4성급 호

텔(22.9%) 순으로 집계됐으며, 1박당 적당한 금

액대는 11-15만원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캉스 시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로는 조식 이용권(60.6%)과 실

외 수영장 이용권(30.3%)이 꼽혔다. 특히 전 세

대 중 20대는 넷플릭스 등의 OTT 이용권, 50대 

이상은 셔틀·리무진 등 교통 편의 서비스를 가

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캉스를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으로 30-50대 

응답자들은 가족을 1순위로 꼽은 반면, 20대는 

연인(55.6%), 친구(40.7%)를 차례대로 선택했

다. 55세 이상 응답자는 가족이나 친구보다 반

려동물과 함께 호캉스를 즐기고 싶다고 응답해 

이색적인 양상을 보였다.

경험해보고 싶은 호캉스 테마로는 맛있는 음식

을 먹으며 즐기는 ‘먹캉스’가 78%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고 수영장이나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풀캉스’(63.5%)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도 20대 10명 중 4명은 호텔에서 OTT 서비스로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넷캉스를 선택했으며, 

3040세대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호캉스를 꼽아 

세대별로 다양한 유형의 여행을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텔 예약 트렌드   호캉스는 ‘제주도’에서, 호
텔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객실 컨디션’

2021년에도 제주도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37.3%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들이 호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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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호텔을 예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요소는 객실 컨디션(전망, 객실 인테리어 및 침구)(52.9%)

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가격, 부대시설, 위생 등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가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에 호텔 예약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호텔 투숙기간은 

2박(50%), 1박(33.2%) 순이었다.

달라진 여행 트렌드  2021년 국내여행은 ‘비성수기’ 시즌에 
즐기는 ‘호캉스’가 대세!

2021년 희망하는 국내여행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호캉스(36.8%)를 선택했다. 호캉스에 외에도 △

관광지 방문(33.9%), △캠핑 및 차박(10.6%) 순으로 꼽혀 다

양한 형태의 휴가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름/겨울 

성수기 시즌, 명절 및 공휴일 등을 활용한 여행 보다는 비성

수기에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률이 63.4%에 달해,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행객이 몰리지 않는 한산

한 시기에 여행을 떠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숙박하는 시설에 꼭 있었으면 하는 서비스로는 코로나19 방

역 인증 마크(59%)가 1위로 꼽혔다.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방역 마크 인증을 통해 안심하고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역 맛집 

배달 서비스(56.7%), △위생 키트 제공 서비스(41.1%), △무

인 체크인/아웃 시스템(29.3%) 등을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

다. 한편, 올해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면 떠날 의향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해외여

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37.3%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들이 호텔 

예약 선호 지역으로 제주도를 선택했다. 

이어 △서울(25.4%), △강원도(18%), 

△부산(10.9%)이 꼽혔다. 호텔에 대한 

영감이나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한 응답 

결과도 세대별로 독특한 특징을 보였다. 

3040세대 2명 중 1명이 블로그를 

선택했다. 20대는 블로그(37%)와 함께 

유튜브(21.8%)를 주로 이용한다고 답했고, 

50대는 블로그(34.9%)와 지인이 

추천(31.3%)하는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지역으로 제주도를 선택했다. 이어 △서울(25.4%), △

강원도(18%), △부산(10.9%)이 꼽혔다. 호텔에 대한 영감이

나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한 응답 결과도 세대별로 독특한 특

징을 보였다. 3040세대 2명 중 1명이 블로그를 선택했다. 20

대는 블로그(37%)와 함께 유튜브(21.8%)를 주로 이용한다고 

답했고, 50대는 블로그(34.9%)와 지인이 추천(31.3%)하는 정

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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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이하 코오롱FnC)이 글

로벌 럭셔리 골프 브랜드 ‘G/

FORE(이하 지포어)’를 공식 론

칭한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

센터점 입점을 시작으로 프리

미엄 골프웨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코오롱

FnC가 지포어를 국내에 첫 공

식 수입하며 프리 론칭으로 골

프화, 장갑 등 대표 용품들을 

온라인과 팝업스토어를 통해 

선보이며 올해 론칭 예정 브랜

드 중 가장 압도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국내 정식 론칭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패럴이다. 이

번 어패럴 컬렉션은 지포어의 

시그너처 골프화 ‘갤리밴터’ 

시리즈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클래식 라인,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골프화 ‘MG4+’ 시리즈

에 걸맞는 절제된 컬러감과 기능성을 강조한 라인으로 구성

된다. 정식 론칭 전 선보였던 쇼케이스를 통해 상당수의 유

통 관계자들은 어패럴을 가장 기대되는 아이템으로 꼽았다.

지포어는 브랜드만의 컬러감과 실루엣, 위트 있는 메시지를 

담은 로고 플레이로 풀어내 봄 필드 룩을 준비하는 영 골퍼

들에게 세련되면서도 클래식한 스타일링을 제안할 예정이

다. 클래식에서 영감을 받은 테일러드 폴로, 크루넥 스웨터

(사진 제품), 3Layered 레인 브레이커 등이 속한다.

공식 론칭을 통해 코리아 익스클루

시브 아이템도 선보인다. 코오롱FnC

가 세계 최초로 브랜드 라이선스를 계

약, 글로벌 인기 제품 중 국내 골퍼들

의 특성을 반영한 용품을 별도 주문 

제작한 것.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골

프화 ‘킬티 디스럽터’, ‘갤리밴터’ 등

을 한국인의 니즈를 반영해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컬러’로 선보인다. 골

프화, 양손 장갑, 모자들이 그 주인공

이다.

유통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시

작으로 더 현대 서울점, 신세계 백화

점 강남점 등 주요 백화점에 입점, 점

차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려갈 예정

이다. 상반기 주요 상권 내 백화점 입

점 이후 하반기 내 플래그십스토어 

오픈도 계획 중에 있다. 온라인으로

는 골프 온라인 셀렉숍 ‘더 카트 골프

(www.thecartgolf.com)’를 통해 공식 

판매한다.

공간 구성 또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다. 공간전략 디

자이너 ‘종킴’과 함께 지포어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매

장을 통해 구현할 예정이다. 강렬한 컬러와 위트있는 브랜

드 컨셉에 맞게 클래식한 골프웨어와 용품을 ‘힙’하게 풀어

내는데 주력했다.

지포어는 브랜드 론칭을 기념하며 현대 무역센터점에서 30

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볼마커 티세트를, 200만원 이상 구

매 고객에게는 토트백을 증정(사은품 소진 시까지)하는 이

벤트를 진행한다.    

글로벌  골프 브랜드 ‘지포어’ 본격 출사표

Hot Equipment G/FORE

G/FORE(지포어)  지포어는 2011년 LA 기반의 패션 디자이너 마시모 지아눌리(Mossimo Giannulli)가 론칭한 브랜드로, 골프의 DNA와 통념을 깨뜨리는 스피

릿을 기반으로 런칭했다. 다양한 컬러의 프리미엄 골프 장갑 컬렉션으로 런칭한 지포어는 대담하고 독특한 브랜딩으로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핵심 타깃은 영 럭셔리 골퍼군이다. 차별화된 브랜드 감성과 제품으로 기존 골프웨어 마켓에서 찾기 

힘들었던 영 럭셔리 골프웨어를 추구하는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브랜드의 방향성은 브랜드의 슬로건인 ‘파괴적인 럭셔리(disruptive luxury)’ 를 지향한다. 럭셔리를 추구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럭셔리는 거부한다. 골프에 

대한 전통은 존중하면서도 기존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하여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지포어 매니아를 일치감치 만들어냈다.

079 지포어 신상.indd   79 2021-02-25   오후 4:36:11



Guide Post

19홀 수다 라운드용 ‘골프 말 모이’산책                    

골프도입 100년 기념

골프의 1라운드는 18홀이 아니고 19홀(정확히 19th홀)로 

완전히 끝난다는 말은 널리 알려진 골프의 名속언이다

골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사교성 짙은 게임이다 보니 

18홀이후 19홀 즉 클럽하우스식당이나 바(bar)로 이어진다. 

거기서 골프 꾼들에 의한 말의 성찬, 수다의 라운드가 벌어지

는 바 19홀의 큰비중과 깊은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이 없어 보인다. 그 19홀의 컵에는 다툼의 딱딱한 볼아 아니

라 평화의 말랑말랑한 올리브(olive)열매를 홀 인하게 마련이 

아니던가!

식음과 함께 그날 라운드에 관한 성찰, 회한 외에 강론, 토론, 

해설들이 조크와 함께 터져 열을 뿜어내 나니 마치 1~18홀의 

라운드는 덤이고 19홀이 진짜 알짜 결선 라운드인 것 같은 정

감에 훔뿍 젖는다.

때마침 올 2021년은 경하스럽게도 한반도 골프 도입100주년

의 해, 한국토종 본격 골프 지(誌) <파 골프&트레블>의 새봄

호에 특집으로 이 19홀수다라운드 필승 설전(舌戰)전략용 말

모이를 공개하게 되어 그 의의가 더욱 새롭다.

골프 발상의 스코틀란드사람들은 “골프용어를 잘못 쓰거나 

바꾸는 짓은 신성모독(Sacrilege)에 해당한다 ”고 까지 정색한

다는데 우리 골프꾼들도 참고할 일인 듯싶다. 이미 외래어가 

되고 만 갖가지 골프용어의 씀씀에 한층 신중을 기하고 19홀

의 수다라운드가 보다 품위 높게 펴야 한다.

예를 들어 퍼터를 빳다, 토핑을 쪼로, 헛스윙을 가라 후리라

고 말하는 일본풍을 고치는 것을 비롯 볼을 공, 아너(honor)

를 소유자의 오우너(owner) 또는 오-나라 혼동하고 골프장입

장객을 골프장이용자라고 둘러대는 것 등 손 볼일이 많다.

본문의 A→B에서 →표는 A가 틀리고 B가 맞다의 표시가 아

니다. A도 좋고 B도좋고의 경우도 있다. 기왕이면 B라고 했

으면 하는 것도 많다. 또 A는 바로 B이라는 해명의 화살표도 

제법 있다.

한국골프 100년을 기하여 일제용어의 잔재 정화와 함께 혼잡

해진 여러 골프 말씨를 골라 점검, 의미 정립을 나름대로 시

도한 본 19홀수다라운드용 골프 말모이 산책이다. 골프꾼들

의 성원으로 19홀수다라운드의 보다 순도 높은 업(UP)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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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성     최 영 정 

 1. PGA는 ‘프로골프협회’가 맞다.

★�골프→골프게임�”Golf�is�a�game”.�컴피티션,�

컨테스트.

★KPGA코리안투어→KPGA투어

★�퍼블릭→대중코스,�Club�life�가�없는�클럽(예탁

금�회원이�없는�안양CC등)

★명문�클럽→멤버스�클럽에만�해당의�영예

★�프로골프협회.�PGA→프로골프협회�본명:�Pro-

Golfers’�Association

★�00골프團소속�→00계약프.�‘團’이려면�다른團

들과�교환경기해야.

★�프로골퍼→생계위해�골프게임을�직업으로�하

는�Athlete(경기인)이자�비즈니스맨.�Tour�프로

와�club프로의�2종

★�Korea�Open→�Korea�Golf�Association�Open

★어머니�프로→Tour�mama.�투어�맘

★여자프로→Female골퍼

★�골프산책→Golf�is�a�good�walk�spoiled(골프는�

몹쓸,�좋은�산책)�마크튀인(미국)의�말

★영국왕실�골프�협회.�R&A→영국골프협회

★�The�Open→브리티시오픈·영국오픈.�서울�

British�embassy�표말은�‘영국대사관’이다.

★�Tour의�두�의미→tournament의�앞부분�4글자,�

순업(巡業)의�Tour

★골프언론→제4(fourth)계급

★�오너(honor)→아너,�오너,�소유자의�오우너

(owner)와�구별�요.

★�사우스케이프�오너스CC→~오우너스~�

owners’가�‘오너’일�수�없다.

★Links�man→골퍼

★Links→Link의�복수아님

★�사우스�링스�영암CC,�로얄�링스→~링크스영암

CC,�~링크스(Links),�‘링스’라면�Rings로�혼동됨

★�더�클럽�앳�나인�브릿지→~나인�브릿지스

(Nine�bridges)

★Blind�홀→티에서�핀이�안�보이는�홀

★첫9개,�둘째�9개홀→프론트9,�백�나인,�OUT,�IN

★�코스업주와�사장→코스�오우너와�클럽�매니

저,�지배인,�실권자는�키�퍼슨,�독재자

★green→퍼팅그린,�예전은�코스전역

★�핀�위치→핀�플레이스먼트(pin�placement),�핀�

로케이션

★�클럽→클럽�즉�구락부(俱樂部)특히�예탁금�회

원제클럽,�골프채,�tool,�gear�

★골프신발→Foot�gear

2. 골프장 이용자 총수보다 골프장 라운드 총수
���

★골프를�치다→골프를�하다(play�golf)

★average�golfer→핸디캡�20의�보통골퍼

★Tee→티잉�에리어,�티�펙(peg)

★�티�업(tee�up),�티�오프(tee�off)→볼을�티�펙에�

올리는�것,�볼을�드라이브하고�라운드를�스타

트함�”tee�up,�shut�up!�“

★�티�또는�터치�플레이→프리퍼드�라이,�윈터�

룰,�6인치�플레이,�파라다이스�플레이,�규칙�

엄수는�섬머�룰

★잔디�순결→grain

★프로�숍→클럽내�골프용품점

★클린�업→Tap�in�hole�out

★�그린키퍼→코스관리자.�즉�코스�슈퍼인텐덴트

(Course�superintendent(미국)

★�골프장이용자→입장�자,�내장,�라운드,�참가자

(Participants)

★연간�골프장�이용자총수→~라운드총수

★�골프장�이용료→플레이�요금,�그린,�입장료,�

골프�차지(charge)

★�120타�하수의�1타�비용→’1라운드�30만원’잡고�

2천4백원

★비회원이용료→게스트�피

★도우미,�보조원,�코스�메이드→캐디

★�캐디�봉사료→캐디�피.�캐디입금(고용량),�현장서�그

것도�손님에게서�현금으로만�지급되는�유일�직종

★원우드,�쓰리우드→드라이버,�스푼

★공,�골프�공→볼,�골프�볼

★볼!�볼!→�fore(포어)!�fore!

★마커→스코어러(scorer)

★변화된�볼→성능이�바뀐(altered)볼

올 2021년은 경하스럽게도 한반도 입100주년의 해, 

한국토종 본격 골프 지(誌) <파 골프&트레블>의 새봄호에 

특집으로 이 19홀수다라운드 필승 설전(舌戰)전략용 

말모이를 공개하게 되어 그 의의가 더욱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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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비(equipment)→골프용구

★18홀�59이하�기록자→코스�버스터(buster),�파괴자

★참(real)골퍼→4퍼트째도�의연한�태도의�골퍼

★�회원제클럽�입회보증금→~예탁금,�퇴회�때�

반환됨

★프로·아마경기→아마추어·프로경기

  3.Good Pace는 적절한 페이스인데
���

★코스�5구역→일반�티,�연못,�벙커,�그린-새규칙에서

★OB→아웃�오브�바운즈,�경계선�밖의�구역

★�A,�B�Two그린(잠자리눈�그린)→1홀�2�그린(옛�

스타일),�1홀1그린이�정상

★연장전,�결승전→play�off

★레퍼리→사실상�경기위원,�룰�오피셜

★�연습장→프렉티스�레인지,�드라이빙�레인지,�호스피탈�

존�코스는�미스�발견하는�곳,�연습장은�교정하는�곳

★연습스윙→프랙티스�스윙

★�연습스윙�요령→�slow�bask,�keep�head�down,�

finish,�follow�through까지

★�노캐다→셀프�라운드,�셀프�백,�셀프�캐디,�승

차�라운드이면�의미�반감

★잘못된(wrong)볼,�그린,�장소→딴�볼,�딴�구린,�딴�장소

★�고금(古今)의�스윙→옛날�小클럽�多스윙,�지금

엔�多클럽�同스윙�”프로숍에서�샷은�못산다”.

★�스탠스3종→드라이브는�클로즈드,�롱�아이언

은�스퀘어,�쇼트�아이언은�오픈

★골프人口→골퍼�수와�다른�골프�총�관련자?

★7打→어글리�세븐,�더티�세분

★약간�빠른�속도(good�pace)→적절한�페이스

★핀에�가장�붙인�샷→Greenie

★�홀인원(hole�in�one)→ace,�파3홀에서�이글,�파

4홀에서�알바트로스.

★최저�타(最低打)→최소�타(最小打)

★좀�긴�클럽→more�club,�작은�클럽→Less�club

★니어핀�상→클로세스트�상

★�1번홀→1홀,� 18번홀→18홀�엄격히는� 1st�

hole,�18th�hole

★19th홀→클럽하우스�bar와�레스토랑

★서비스�홀→이지(easy)홀,�드라이브-웨지�타입의�홀

★홀가를�스친�퍼트→lip�out,�lip�off

★�2위→2nd(스트로크�플레이),�runner�up(매치

플레이:�次位者)

★”그만�멎어!”→”stay!”

★ok,�기브→김미(gimme),�in�a�leather,�Pick�it�up

★shank→�Socket(가장�무서운�미스히트)

★나이스�온·나이스�샷→굿�볼,�굿�샷

★코스�길이→전장(全長),�야디지(yardage)

★핀�잡아!�→�Tend�a�pin

★�핀→깃대,�핀�하이면�핀�길이만큼�온�된�볼,�

hole�high→핀평행의�온�된�볼

★�非正打→Pull,�Push,�scrape의�shot�즉�당

기고�밀고�긁는�식의�샷

 4. ‘T’셔츠 아니고 ‘폴로’셔츠가 바른 호칭

★�챔피언→골프단체�주관�매년�개최의�공식�선

수권대회�우승자(미국�마스터스�우승자는�그

냥�winner)

★�챔피언십코스→영국에선�The�Open�개최�코스

에만�허용되는�영예의�호칭.�기타는�코스선전

용�상업성�호칭

★�T셔츠→폴로(polo)셔츠.�골프셔츠(칼라�없는�T

셔츠는�금지)

★힌트→Tip,�어드바이스

★정장�차림→드레스�업.

★복장�규정→드레스코드(클럽이�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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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지�슈터→에이지�플레이어

★�the�first�퍼트→가장�먼�퍼트:�who�is�away?�누

가�먼저�쳐?”

★추월→play�through

★�미스�샷→미스히트,�배드(bad)샷�주로�에어�샷,�

패트�샷,�생크,�슬라이스,�더핑,�토핑,�푸시�풀등

★몇�타�쳤나?�→몇�쳤나?

★백스윙�시작→Take�away,�take�back

★�원�퍼트�거리→원�퍼터블.�Holeable(미스�하기�

쉰�퍼트→�missable이기도

★’빠따’가�안�들어가→퍼트가�안되어

★드라이버가�안�맞아→드라이브가~

★초심자→더�퍼,�래�빗,�Happy�hacker�

★�핸디→핸디캡:�스크렛지�플레이어는�타이거�

공인�핸디캡�없으면�클럽경기�출전�불가�

★�싱글→싱글�피겨드(한자리�수)핸디캡퍼�스크

렛치�플레이어,�로�핸디캐퍼

★그린밖에서�2타→up�and�down

★노령골퍼→Seasoned�player

★�plus�golfer→플러스�핸디캡의,�매우�기량�높

은�아마추어

★�가짜(phony)핸디캡�노름꾼→sand� bagger,�

Hustler(허슬리)

★�내기→베트,�개임을�주로�하는�재미�내기.�노름�

즉�갬블은�돈을�목적으로�하는�도박�짓거리

★�모르간→멀리건(mulligan)�Try�again�shot,�1타�

감면�다시�치기

★�가라후리,�가라부리→헛스윙�에어�샷�whiff(1타�

부가).�연습스윙�즉�프랙티스�스윙

★�파트너→상대도�동반경기자도�아닌�자기편�동료

★�베스트�아마→�로�아마추어(‘아마’�표현은�피해야)

★졸부골퍼→누보리시�(nouveau�riche)골퍼

★�3명에�1명�더�넣어�포어섬�만들기→Make�four�

(4명�1조여야�함으로)

★홀�컵(hole�cup)→홀�또는�컵

★�Games�manship→art�of�winning�즉�규칙�지키며�

상대심리�교란해�이기는�것,�15th�club이라고도

★포대그린→높은�그린(elevated�green)

★클럽하우스�바(bar)→19홀

★�카트→끄는(pull)카트,�Trolley,�Buggy,�Bag�Carrier,�

도롱태,�주로�승용�카트(4-wheel�electric�cart)

★�샌드�아이언→샌드웨지,�bluster,�다이나�마이트

★그린�밖에서의�퍼트→텍사스�웨지

★롱�퍼트→어프러치�퍼트,�Snake

★�승패�동락→good�winnner이고�good�loser

이고…(좋은�승자보다�멋진�패자여야)

★나쁜�라이에도�파�잡기→scramble

★하프세트→starter�set

� 5. 와이어 투 와이어→전일경기 선두로 

★관중→관객,�갤러리,�스펙�테이터

★프로경기�관람료→Gate�fees

★심지�뽑기→drawing�lots,�lot

★”1타�까먹어…”→”1타잃어…”

★첫�승→첫�우승

★팀�편성→조�편성,�그룹�짜기

★�거리표시→야디지�포스트~�마커(작은�나무,�

흰�말뚝)

★와이어�투�와이어�우승→전일경기�선두우승

★착치�후�굴러간�거리→run

★”더�굴러!”→”�Be�up!”�never�up�neve�in!

★lie�상태→lie(lie가�곧�상태)

★바운드→바운스

★끊어�치기→lay�up

★스핀이�먹혀→스핀이�걸려,�bite�되어

★상금을�챙기다→상금을�받다

★벌타를�먹어→벌타를�가하여(스스로가�부가하는�것)

★역전→come�back

★사교골프→Social�golf

★코스설계자→코스�아키텍트,�코스디자이너

★긴�코스→longer�코스

★��페어웨이�살수→워터로�페어웨이(장타들�능

히�견제�가능)

★다수�연잔�전→�large�플레이�오프

★코스�아닌�코스→’No�play�존’�플레이가�금지됨으로

★�골프변화�3態→영국의�good골프가�미국에�

가서�worse�골프로�바뀌더니�일본에�와서는�

worst�골프가�되다.�골프가�나빠�서가�아니라�

골퍼가�나빠서이라고.

★게임조건�5→시간,�기능,�비용,�동료,�해방감.

★�골프4戒→Fair� play,� Honest,� Honor,�

Sportsmanship

★�3�그대로→코스는�보인대로�볼은�놓인�그대로�

클럽은�만들어진�그대로

★�3C→Concentration(집중),�Confidence(자신),�

Control(통제)

★�3D→Disc ip l ine (훈련),� Des i re (욕망),�

Determination(결단)

★3友→좋은�친구,�날씨,�스코어

★�5P→Preparation(준비),�Position(위치),�

Posture(자세),�Path(궤도),�Pace(템포)

★�左右갈등→강한�오른팔�억누르고�약한�왼팔�

주도�스윙�달성

★�골프人�4대�기념일→생일,�결혼일,�사망일에�

100�끊은�날�추가

★골프3色→靑風�綠色,�白球

★5多→多見�多感�多讀�多關�多樂

★�숙달�4단계→개념�파악,�부단�익히기.�잠재�의

식�속�습득,�반복�맹�연습

★Sports→서구에서는�Sport.�s가�잘�안�붙음

★�TV�중계�4戒→①Don’t� talk� too�much�②

Know�how�not�to�speak�③Say�too�little�

④Than,�Shut�up!�(말�많이�하지�말�것,�어떻

게�말하지�않을�것인가를�알�것,�말을�적게�하거

나,�아예�입을�닥칠�것!)

★�세계골프�權府�4�→�R&A,� USGA,� IGF,�

Augusta�national�GC

★�캐디�탓�4→1.잘�안�보아�볼�로스트,�2.�움직여

서�미스히트,�3.�클럽�잘못�골라�그린오버,�4.�

그린�못�읽어�3퍼트

★초고의�거짓말→”건강을�위해�골프�한다”

★�한국공직자�골프3戒→1.제돈으로�만�2.�국외자�

하고�만�3.공휴일에�만

★모든�골프人�좌우명→Eat�golf,�don’t�golf�to�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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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부터�골프기자로�활동
한�국내골프�기자1호로�예리한�기자의�눈으로�골프업계�전반에�걸친�문제
점과�정보를�심도�있게�취재�보도한�기자로,�골프관련�기사를�다루는�국내�
기자들의�롤�모델이다.�그동안�골프�관련�많은�서적(단행본)을�집필�발행하
였�고�90세인�최근까지도�단행본�준비와�잡지에�기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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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힐크릭, 산뜻한 컬러감과 보온성 높인 
'크롭 패딩 베스트' 출시

비와이엔블랙야크(회장 강태선)가 전개하는 모던 브리티시 골프웨어 브랜드 

힐크릭은 일교차가 큰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활용도 높은 '봄 크롭 패딩 베

스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힐크릭이 이번에 선보인 '봄 크롭 패딩 베스트'는 크롭된 기장감에 젊고 트

렌디한 느낌이 돋보이는 여성용 제품으로, 패딩 충전재를 적용해 가벼우면

서도 보온성이 높아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초봄까지 착용하기 좋다.

편안함과 스타일, 활동성이 뛰어난 깔끔한 디자인에 측면과 등판에는 앞면

과 다르게 가로 퀼팅을 적용해 활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슬림한 라인으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더했다.

또한 가슴과 등 부분은 패딩 소재를 사용해 체온을 유지해주고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해 일상 활동이나 스윙 시에도 편안함을 제공한다.

더불어 마찰이 많은 목 부분과 암홀, 베스트 밑단에는 가공된 혼방 시보리

를 적용해 보풀을 방지하고 포인트로서의 역할도 해준다.

비교적 포근한 봄 낮에는 아우터로, 꽃샘추위나 일교차가 커 보온이 필요한 

날씨에는 이너 형태로 레이어드 해 입을 수 있어 활용만점이다.

힐크릭 마케팅 담당자는 "입춘이 지나면서 쌀쌀한 날씨에도 라운딩은 물론, 

최소한의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며 "설 연

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볍고 따뜻

한 소재에 레이어드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은 패딩 베스트가 간절기 세일즈

를 리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출시 소감을 전했다.

까스텔바작, 배우 박신혜 전속모델 계약

골프를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즐기

는 스포츠 마니아 박신혜가 프랑스 오리

지널 골프웨어 브랜드 까스텔바작(대표이

사 권영숭)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됐다.

까스텔바작은 "밝고 건강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겸비한 박신혜와 함께 올 한해 메

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박신혜는 한류여신이자 

워너비 스타로 국내외 많은 팬들을 보유

하고 있다.

까스텔바작은 올해 경쟁력을 강화하

고 가치를 높여 골프웨어 브랜드로서

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간다는 방침이

다. 특히 새로운 모델 박신혜와 함께 젊은 골프시장을 선도하며, DT(Digital 

transformation)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 커머스와 패션VR/AR 기술을 도입하고 

3D 가상 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혁신적인 디지털 캠페인도 전개한다.

까스텔바작 관계자는 "건강한 아름다움과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

춘 배우 박신혜는 브랜드 이미지에 잘 부합하며, 브랜드 리프레시를 통해 

보다 젊고 새로워진 까스텔바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까스

텔바작 SNS채널을 통해 2021 S/S 봄 화보와 메이킹필름도 공개되며, 3월 

중 TV CF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슈페리어, 박진이 프로-홍재경 아나운서 모델 발탁

슈페리어 SGF67골프웨어가 ’미

디어 프로’ 박진이와 홍재경 아

나운서를 전속 모델로 발탁했

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선수 출신인 박진이는 골프 전

문 방송에서 진행자와 레슨 프

로그램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

을 벌이고 있으며, 홍재경 아나

운서 역시 SBS골프 채널 진행

자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고급 소재에 중점을 둔 40∼50

대 위주의 골프웨어로 자리매

김했던 슈페리어는 30대의 젊

은 골퍼를 겨냥한 봄ㆍ여름 상

품을 내놓으면서 박진이·홍재경을 새 모델로 내세웠다. SBS골프 채널 간

판 프로그램인 ‘SBS 골프 아카데미’에서 호흡한 절친으로 알려진 박진이

와 홍재경은 “새 시즌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변화와 새로움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슈페리어 관계자는 “봄ㆍ여름 시즌 새 제품은 기능성과 

패션성의 균형을 잡았고, 가볍고 외부 환경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똑똑한’ 

원단이 특징”이라며 “이번 촬영은 두 모델과 SGF67골프웨어의 첫 작업인

만큼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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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의 엘르골프, ‘미디어 프로’ 김가형 씨와 손잡아

독립문(대표 홍인숙)이 전개하는 골프웨어 브랜드 '엘르골프(ELLE GOLF)'는 

미녀 프로 골퍼 김가형과 함께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년 연예인을 메인 모델로 화보 촬영을 진행해온 엘르골프는, 올해 프로

페셔널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미디어 프로로 활동 중인 프로 골퍼 김가형

과 함께했다.

더불어 국내 남녀 최정상 투어 프로 김태훈, 임희정도 합류해 프로페셔널

한 이미지가 더욱 강조됐다. 엘르골프의 2021년 S/S는 필드와 일상을 동시

에 아우르는 아이템으로 꽉곽 채워졌다.

메인 컬러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가 느껴지는 레드, 화이트, 블랙을 사용

했으며 파스텔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다. 특히 이번 시즌은 플렉스 에디션

(FLEX EDITION) 라인이 추가되어 골퍼에게 최적화된 플렉스 에디션으로 기

존 퍼포먼스 라인보다 기능과 디자인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플렉스 에디션은 후원 프로와 연계해 골퍼들에게 가장 편안한 핏을 구현

했으며 스윙 시 가장 적합한 부위에 절개와 기능성을 소재를 접목해 최상

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는 무소음 소

재 개발과 최적의 스윙을 위한 등 쪽 Y자 절개 라인, 스트레치 메시 소재

를 패치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권준호 엘르골프 상무는 "이번 S/S는 기능과 디자인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라인업이다"라며 "일상과 필드에서 항상 빛나는 골퍼가 되길 바라

는 바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강다나·류가형·이한솔프로, 빈폴골프 새 얼굴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골프는 스타 골퍼 3인을 홍보 대사로 임명했다

고 밝혔다. 밀레니얼 및 Z세대 골퍼들을 겨냥해 브랜딩을 확대하는 차원

이다. 빈폴골프는 강다나, 류가형, 이한솔 프로와 1년간 의류 협찬 계약을 

진행했다. 3인은 다양한 행사, 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빈골폴프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골프에 적합한 기능성 소재를 기반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디자인의 '클래식 라인', 퍼포먼스 기반의 고기능성 소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디자인 'NDL 라인'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현 빈폴골프 팀장은 "골프가 밀레니얼 및 Z세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

일로 조명되면서 골프에 입문하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브랜

드에 대한 긍정적 소비자 태도를 형성시키는 차원에서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프로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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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Essay

여러분의 골프는 언제가
 가장 즐거운 시간인가요?

푸르른 잔디가 생각나고 몸이 근질근질한 시기가 바로 3월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골퍼의 입장에서 보면 설레는 봄과 가을의 날씨

에 필드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계절이고 골프를 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즐거운 시간을 좋은 사람들과 함

께 5-6시간동안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

니다. 요즘은 가족단위의 골프가족이 많아 졌습니다. 가끔씩 골프장에

서 가족단위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

다. 우리가족은 와이프와 둘이서만 하다 보니 딸이나 아들, 그리고 우

리 사위들과도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내 마음의 버킷리

스트로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함께 즐거운 골프를 즐기고 있을까요?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거나 불만이 있다면 필드에서 많은 화제와 더불어 작은

대화와 운동, 식사등을 함께하면서 희석되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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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면 볼을 한다즌 구입해서 동반자들과 번호가 다른 볼

을 서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습관도 매우 좋습니다. 물론 볼

을 많이 잃어버리는 초보자가 있다면 별도 여분의 볼을 준비

해서 동반자 전용볼을 준비해준다면 그것도 최고의 매너 중

에 하나입니다. 단, 로스트볼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볼

이 골프에 미치는 연향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습라운드

를 하거나 자신의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해보았다면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볼의 움직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껴보

신 분들은 볼을 선택하는 것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보여 집니다. 간혹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

도 역시 골프가 가지고 있는 승부욕과 배려심을 조금만 가미

한다면 좋은 가족의 화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와이프

에게는 그린플레이에서 컨시드를 잘 주지만 나 스스로에게는 

조금 더 가혹하게 하면서 멋짐이 폭발하는 가장의 역할도 기

대 할 수 있을 것이며 와이프에게 티칭을 하는 것보다는 격려

를 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들 계실 겁니다. 가족에게 또는 상대방 동반자들에게는 관대

함을 베풀면서 자신에게는 스스로 철저하게 골프를 접목시키

면 매우 즐거운 연습이고 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골프장에 식구들과 라운드를 즐기거나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

면서 한 가지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골프를 칠 때 모

르는 사람과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보통 아는 사람

들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골프는 성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술을 먹어보거나 도박을 해보면 상대방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함께 해봐도 상대방

의 성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존중할 수 있는 동반

자 룰을 반드시 정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그때

의 룰을 적용하기보다는 모든 동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

본적인 로컬룰을 동반자들이 우선 정하는 것이 유연하게 골

프를 즐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아는 룰을 적

용하면 상대방에 대한 시기나 비난을 서로가 안줄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나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관대하게 적용되는 순간

의 룰 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에

서도 볼을 집어 들고 움직여도 동반자 룰을 먼저 만들어놓으

면 아무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프가 생각보다 예민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예민함을 라운드하면서 서로 신경 쓰이지 않기 위해서

는 볼을 드롭하는 방법을 먼저 정하고 혹여나 내기를 한다고 

하면 핸디캡은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골

프는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계산이기에 상대방이 어느 날

보다 더 잘한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고 자신이 실력을 발휘해

서 평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핸디캡이 낮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기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좀 더 여유

골프장에 식구들과 라운드를 즐기거나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면서 한 가지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골프를 칠 때 모르는 사람과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보통 아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골프는 성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술을 먹어보거나 도박을 해보면 

상대방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함께 해봐도 상대방의 성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존중할 수 있는 

동반자 룰을 반드시 정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그때의 룰을 적용하기보다는 모든 동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로컬룰을 

동반자들이 우선 정하는 것이 유연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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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것은 친

선이외의 목적뿐만 하니라 내기를 크게 하는 생활 밀접형 스

타일의 골퍼가 아니라면 상배방과 함께 적당한 시간동안은 

공유한다는 마음이 더 커야 즐거움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골프장을 벗어나서도 생활인으로의 친목을 유지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의 순간만을 위한 것 이었다면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이

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부지간에는 운전도 안 가

르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밀접하게 간섭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

다. 부부지간에 너무 다정하게 

골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

분은 불륜이나 애인이라고 판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부간의 골프가 얼마나 

다정한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골

프를 하는 부부모임도 많이 있

고 저 또한 부부모임을 함께하고 있지만 좋은 점과 불편한 점

이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서로의 불편함도 한번더 생

각할 수 있지만 장점 또한 많아 보입니다. 불편함을 먼저 토

로하기 전에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장점을 먼저 생각해보시고 

좋은 패턴에 좀 더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매우 행복한 골프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로 저장을 해두고 있지만 이렇듯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골프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있고 경제

력도 있지만 결국에는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골프는 즐길 수

가 없습니다. 함께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골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들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서로

가 함께 가져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지도 않고 공평한 마음을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

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오랜 시간동안 자주 골프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어

떤 위치에 있을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한국골프피팅협회 
골프피팅기술사/마스타

순천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여수 골프피팅백화점 대표

김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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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혹여나 내기를 한다고 하면 핸디캡은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골프는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계산이기에 상대방이 어느 날보다 

더 잘한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고 자신이 실력을 발휘해서 평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핸디캡이 낮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기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볼을 한다즌 구입해서 동반자들과 번호가 다른 볼을 서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습관도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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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으로 읽는 조용필

유성호 저 | 작가 | 2021년 01월 29일

한국문학의 대가가 가왕(歌王)에게 바치는 찬사

지난해 『서정의 건축술』로 대산문학상(평론부문)을 수상한 유성호 교수가 

우리 시대의 ‘너머(beyond)’를 상상하고 실천해온 가수 조용필을 ‘시인’으

로 명명하며 그의 노래가 가진 문학적 힘에 주목하는 책을 냈다. 『문학으로 

읽는 조용필』은 조용필의 표정과 심장과 목소리가 들려주는 울림과 떨림을 

사랑했던 기억을 소환하여 그의 노래를 활자 안으로 담아내며 자신과 가수

가 함께 거쳐온 시대를 기록하는 평전이자 ‘기억의 문화사’이다.

이번에 펴낸 『문학으로 읽는 조용필』은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

아와요 부산항에]부터 [BOUNCE]까지의 조용필의 노래들을 문화적 관점뿐

만 아니라 문학적 관점으로도 분석해 그의 노래가 가진 ‘위안의 미학’이라

는 주제의식으로 다가간다. 문화전문지 [쿨투라]에 연재한 글들을 다듬어 

펴낸 이 책의 출간은 저자에게 있어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저자는 조용필의 노래가 더없이 살갑고 첨예하며 문제적인 당대의 ‘시(詩)’

였음을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때 ‘시인’이라는 명칭은 비유적 

표현이지만, ‘시’의 귀족적이고 폐쇄적인 범주를 넘어서려는 의도를 함축

하고 있다고 저자는 책의 도입부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조용필을 시인으

로 호명하는 작업을 통해 노래로 불려온 시, 끝없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

고 또 기억의 욕망을 불러 일으켜온 조용필의 노래가 문학의 정점으로 이

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원에서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공경희 역 | 웅진주니어  | 원제 : Voices in the Park

오늘 하루 어땠나요?
앤서니 브라운이 전하는 마법 같은 공감의 순간

도시 외곽의 평범한 공원에서 네 사람이 마주친다. 매사에 걱정 많은 어머

니와 외로운 남자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울적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를 사랑하는 여자아이. 넷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한때를 보내지만 모

두 그날을 완전히 다르게 기억한다. 『공원에서』는 네 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독특한 구성의 작품이다. 독자는 1인칭으로 이어지는 이들

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나서야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

하게 된다. 앤서니 브라운은 각각의 이야기를 사려 깊게 풀어놓으며 독자

가 인물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끈다.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에 따라 달라

지는 계절과 풍경, 장면 곳곳에 숨겨진 익숙한 명화와 상징들이 책 읽는 재

미를 더한다. 주제와 표현 면에서 앤서니 브라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

림책으로, 글과 그림이 모두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커트 마쉴러 상을 받

았다.

앤서니 브라운 "오늘 하루 어땠나요?" 공원에서 마주친 네 사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한때를 보냈지만, 모두 그날을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는데... 

네 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독특한 구성과 함께, 장면 곳곳

에 숨겨진 익숙한 명화와 상징이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앤서니 브라

운이 전하는 마법 같은 공감의 순간을 만나보자.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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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View / Yellowstone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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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stone 
National Park
세계 최초,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우스톤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멀다. 익히 알려져 있는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이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비해 뚝 떨어져 있는 위치 때문에 꼬박 

이틀을 차안에서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국립공원을 꼭 찾아가 봐야 할 곳으로 손꼽으며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 어디에도 그와 비슷한 것을 보기 힘든, ‘살아있는 지구’, ‘태초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미국 최초이

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은 와이오밍 주 

북서쪽에서 몬태나 주 남서부, 아이다호 주 남동부까지 세 

주에 걸쳐 있지만, 전체 면적의 96%가 와이오밍 주에 속해 

있다. 수십만 년 전의 화산폭발로 이루어진 화산고원 지대

로, 마그마가 지표에서 비교적 가까운 5km 깊이에 있어 그 

결과로 다채로운 자연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다. 

옐로우스톤의 역사는 그대로 미국 국립공원의 역사이기도 

하다. 1800년대 초 미개척지로 남아있던 땅을 조사하기 위해 

떠났던 탐사대는 1년 반이 걸려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 육로 

횡단에 성공하고 돌아오던 중 처음으로 옐로우스톤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

고 일곱 색깔로 빛나는 호수나 땅에서 수증기가 솟구쳐 오른

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후에 다시 새로이 결성된 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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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 

옐로우스톤이 가진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한 탐사

대는 이곳은 모든 인류, 모든 생물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 신이 창조한 것으로 절대 사유물로 하거나 소수의 이익

을 위해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정부에 국민들을 위해서 

이 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1872년 세계 최초의 국

립공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랜드캐니언의 3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

옐로우스톤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의 세 배가 넘는 광대

한 지역에 강과 호수, 산과 숲, 황야와 협곡, 간헐천, 온천, 

폭포, 기암괴석 등이 산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사슴, 물소, 

조류 등 야생동물의 보고이기도 하다. 옐로스톤이라는 명칭

은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가 석회암층을 흘러내리며 바위 

표면을 노랗게 변색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이네 1978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공원에는 

간헐천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온천이 1만여 개나 존재한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올드 페이스풀(Old Faithful)이라는 간

헐천이다. 약 70분마다 40∼50m 높이의 뜨거운 물이 솟아올

라 약 4분 정도 지속된다. 규모가 크고 규칙적이어서 관광객

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온천중에는 매머드(Mammoth) 온천이 제일 유명하다. 오랜 

세월 유황이 덧칠해져 노란색을 띠는 계단식 바위 위로 온천

물이 흘러내리는 장관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배출

되는 유황가스 때문에 역한 냄새가 날 뿐 아니라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산중 

호수로는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큰 옐로스톤 호수는 평균고도 

2,400m에 면적 약 360㎢이며, 호수 주변의 다채로운 식생과 

맑은 호수의 풍경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092-097 옐로우스톤국립공원.indd   94 2021-02-25   오후 4:26:27



March 2021 | PAR GOLF&TRAVEL | 95

옐로스톤 강이 호수로 흘러들면서 300m 높이의 협곡을 만

들어내는데, 옐로스톤의 그랜드캐니언이라 불린다. 이곳에

는 거대한 폭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큰 것은 94m에 이

르는 로워 폭포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2배에 달하는 길이다. 

공원 내에는 높이 3000m가 넘는 산봉우리가 45개나 있으며, 

넓은 숲과 대초원이 곳곳에 펼쳐진다. 또한 수렵이 금지되는 

공원은 곰, 여우, 사슴, 영양, 들소와 각종 조류를 포함한 야

생동물의 천국이다. 

남한면적의 1/10 크기의 어마어마한 칼데라

옐로우스톤은 거대한 화산지형이다. 수십에서 수 백만년 전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화산이 폭발해 약화된 지반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산 정상에 직경 72km의 칼데라(화산호수)가 

만들어졌다. 칼데라 주변으로는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돌과 

재 같은 분출물이 뒤덮여 고산지형이 형성됐다. 칼데라와 그 

두 배나 되는 주변지역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고 보면 

된다. 면적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남한 면적의 약 1/10에 해

당된다. 

공원은 특징에 따라 대략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대 지름이 32km나 되는 <옐로우스톤 호수>와 <옐로우스

톤 그랜드캐년>, 메머드 핫 스프링스에서 노리스(Norris)와 

메디슨(Maddison)을 거쳐 올드페이스펄(Old faithful)에 이르

는 <휴화산지대> 그리고 <루즈벨트 빌리지> 등이다. 칼데라

에는 물이 다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 가운데 약 1/5

092-097 옐로우스톤국립공원.indd   95 2021-02-25   오후 4:26:30



96 | PAR GOLF&TRAVEL | March 2021

092-097 옐로우스톤국립공원.indd   96 2021-02-25   오후 4:26:34



March 2021 | PAR GOLF&TRAVEL | 97

정도에만 물이 고여 있고 나머지 부분은 초원이거나 

온천과 간헐천 등이 산재한 휴화산지대이다. 

공원에는 남북방향으로 아라비아 숫자 8자 형의 일주

도로가 닦여 있고 이를 중심으로 5개의 출입구가 배치

돼 있어 동서남북 다방면에서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

니라 공원 내부에서의 이동도 쉽다. 

야생 동물의 보고, 자연의 종합선물세트

옐로우스톤에서는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연

스레 돌아다니는 수많은 동물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

야말로 야생동물의 천국이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은 바이슨 이라 불리는 들소와 멋진 뿔을 가진 엘

크 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바이슨이 도로를 가

로 막고 있어 정체를 일으키기도 하고 캠핑장 주변 강

가에서 유유히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엘크들과 만나게 

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외에도 옐로

우스톤에는 곰, 회색 늑대, 여우, 독수리 등 북미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포유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옐로우스톤의 모습은 다채롭기 그지없다. 앞서 얘기

한 지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만

개에 달하는 간헐천을 비롯해 거대한 폭포, 웅대한 계

곡, 3000m가 넘는 산봉우리, 드넓은 초원과 그 사이사

이를 유유히 흐르는 맑은 강, 수많은 야생동물 등이 자

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 옐로우스톤에서 느끼

게 되는 감동에는 대자연에 대한 경이와 가슴 깊숙한 

곳을 울리는 묵직한 무언가가 있다.

광대한 옐로우스톤을 개인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선 렌

터카 이용이 필수다. 공원 내 숙박 시설은 캠핑장을 제

외하고는 불과 몇 개의 호텔뿐이라 가격이 비싸고 예

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옐로우스톤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리조트 타운 잭슨에 머무르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옐로우스톤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개방하고 있지만 방

문하기 좋은 시기는 6월말에서 9월말까지이다. 여름에도 

밤에는 상당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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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lumn / 해성한의원

신 재 용 해성한의원장

계의 아픔도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소통을 흔히 ‘대화’라고 

한다. 말로써 서로 통하게 하라는 것이지만 말보다 더 유효한 소통

의 방법이 사랑의 손길이다.   

엄마가 아기를 쓰다듬듯, 할머니가 손자를 쓰다듬듯 부드러운 손길

과 체온이 인간관계에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소통을 통한 ‘공명’, 

즉 혼연일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좋은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상대방의 슬픔과 아픔을 그대로 함께 느끼고 인정해주는 과

정. 아픈 데가 어디인지, 또 얼마나 아픈지 진정으로 느끼는 공명

의 손길이 필요하다.....사랑하는 사람의 손길과 체온은 공명이니까

요.”

인간관계의 불통에 의한 고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좋은 말인 

것 같다. [고문진보]에는 이런 말이 있다. “飜手作雲覆手雨(번수작운

복수우)”, 이 말은 ‘손을 뒤칠 땐 구름이었다가 손을 엎을 땐 비가 

되네.’는 말이다. 인정이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 경박함을 이르는 

말이다. 왜 이렇게 경박할까? 천명과 천리에 합당하고 옳은가 아니

면 부당하고 그른가를 생각하기보다 세속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우

기 때문이다. 진정 소통을 이루는 사랑의 손길은 이해타산을 버리

고 오로지 하늘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다.  

약손요법과 소통의 신비

프란치스코 리발타의 그림 [성 베르나르도를 감싸 안는 그리스

도]를 보자. 성 베르나르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내려 성인을 끌어안아 주신 순간을 

그린 그림이다. 예수님 손길이 닿는 순간 성인 얼굴에는 무아지경

의 황홀한 기쁨이 드러난다. 이만큼 감동적인 순간이 어디에 또 있

겠는가! 이 혼연일체의 신비가 곧 사랑의 신비이리라!

사람의 손길, 특히 사랑의 손길은 이와 같이 무아지경의 황홀한 기

쁨을 준다. 손길을 주는 이나 손길을 받는 이나 혼연일체를 이루는 

신비가 손길이 닿는 순간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이 위로되고 영혼

이 치유되며 질고의 고통의 사라진다. 흔히 ‘엄마 손은 약손’이라

는 말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약손이 더 약이 되게 하려면 소위 ‘경혈’이라는 부위를 꼭 짚어 만

져주는 것이다. ‘경혈’이란 ‘경락’을 따라 흐르는 기(氣)가 유난히 

더 많이 모이는 포인트이다. 쉽게 말해 경락은 지하철 노선 같은 

곳이며, 경혈은 그 노선 중 사람 유통이 빈번한 주요지점에 세워진 

지하철역 같은 곳이다. 바로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반응이 집중하

는 부위인 것이다. 그러니까 병이 나면 이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

고,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병이 낫는다. 

예를 들어 ‘사관’이라는 것이 있다. ‘합곡’이라는 2개의 경혈과 

‘태충’이라는 2개의 경혈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옴폭한 곳이 합곡 경혈이고, 발의 엄지와 검지 사이 옴폭한 

곳이 태충 경혈이다. 이곳은 인체의 안팎이 들고나는 관문 같은 곳

이다. 그래서 4개의 관문이라는 뜻으로 ‘사관’이라 한다. 까닭에 어

떤 병이든 이곳을 우선 자극하면 문이 열리며 기가 소통한다. 예로

부터 기가 소통하면 아픔이 없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

이 있다. 그러니 문이 열리고 기가 소통하면 인체의 신진대사가 활

발해지면서 고통이 사라지고 병도 낫는다. 이런 깨달음은 동서양에

서 다 통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껴안거나 손을 잡는 신체접촉이 통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

여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과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대학 공동연구팀은 한 발 더 나아가 쓰다듬음의 기준을 

제시했다. 엄마가 아기 쓰다듬듯 해야 하고, 속도는 초당 4~5센티

미터가 적당하다고 한다. 

여하간 인간관계에도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생

기고 일이 풀리지 않고 싸우고 다툴 수 있지만 소통이 되면 이해

되고 만사형통하고 용서가 되고 평화가 이뤄진다. 그래서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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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회복을 위한 방법 

자존감이란 자신을 얼마나 ‘능력 있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

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말한다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1989)고 한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로젠버그 자존감 테스트가 눈에 들어온다. 테스트 항목은 

내면이나 개인의 능력에 집중되어 있다. 외면을 치료하는 피부

과의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사회학의 대가의 의견

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아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감정이고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의 관점이

라고 한다.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들 중 고개를 자주 숙인

다거나 몸을 구부정하게 만들며 시선을 여기저기 돌리며 두 눈 맞

추기를 피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외모에 대한 고민이 많은 편이다. 

내면과 외면 중 어느 한 쪽이든 결핍감을 느낀다면 자존감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현장에서 자주 느끼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

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치료 후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

감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그들의 자존감이 업

그레이드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스크와 헤어질 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 이후 마스크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

사해 주었다.

마스크는 피부 잡티를 진한 화장 없이도 감춰 주었고 아침 마다

의 면도도 생략할 수 있게 해주

었다. 정장을 만들던 명품회사들

은 원 마일 패션(속칭 슬세권)의 

유행으로 마스크에 어울리는 체

육복을 만들어 냈다. 외출 준비

의 완성과 매너의 시작은 마스크

를 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니었다. 생활 전반에 걸쳐 마스

크는 우리의 일상에 깊게 들어와 

있었다. 곧 있을 백신 접종의 시

작은 고대했던 코로나 이전의 일

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예고한

다. 얼굴의 반 이상을 감춰 주었

던 마스크와 이제는 헤어질 준비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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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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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마스크, 굿바이 여드름흉터

흉터콜라겐과 공기압복원술 흉터치료

굿바이 마스크로 피부과에서 가장 먼저 추천되는 시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 여드름흉터 치료이다. 여드름흉터는 안타깝게도 청소

년기의 자존감과 직결되기도 한다. 세월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여드름은 사라지기도 하고 색소는 옅어지기도 한다. 흉터의 경우

는 다르다. 옅어지거나 없어지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며 피부가 아

래로 쳐지고 탄력이 떨어짐에 따라 오히려 커져 보이게 된다. 절

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여드름 흉터 환자에서 가장 많이 보

이는 함몰성 흉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함몰 부위가 스무스하지 않

고 각이 진 형태로 우물 모양으로 패인 것을 알 수 있다. 흉터의 

원인이 단순히 콜라겐만 부족한 것이라면 흉터는 각이 진 형태가 

아니고 스무스한 모양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여드름 상처가 아

물면서 콜라겐이 재생될 때 정상 콜라겐뿐 아니라 흉터 콜라겐도 

함께 생기게 되고 이러한 흉터 콜라겐이 진피 조직의 유착을 유

발하여 여드름 흉터는 각이 진 모양으로 굳어지게 된다. 치료로는 

여드름 흉터 부위에 공기압 스트림(Stream)을 이용하여 진피로 치

료 약물이나 가스를 고압으로 주입한다. 고압의 분사 과정에서 흉

터 내 유착된 흉터 콜라겐 다발을 끊어주어 흉터 부위를 부드럽

게 하고 주입된 치료 성분은 진피 환경을 정상화하면서 정상 콜

라겐 합성을 유도한다. 그 후 스카레이저 또는 고주파를 이용하여 

진피를 자극하여 콜라겐 합성을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합성

된 콜라겐은 공기압치료로 느슨해진 진피 환경으로 인해 적절한 

위치에 잘 생착하게 되어 흉터를 차올림과 동시에 부드럽게 개선

해 정상 피부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곧 첫 코로나 백신 접종 대

상자를 발표한다고 한다. 대학은 대면 수업을 시작할 것이고 직장

인들의 정상 출근이 머지않아 보인다.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세상

을 활보할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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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KLPGA 신인왕 유해란과 후원협약 체결

커피전문프랜차이즈 커피스

미스(대표 손태영)가 2020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 유해란(20)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손태영 대표는 "유해란 선수

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우

승 트로피에 입을 맞출지 

기대가 큰 선수"라며 "지난 

시즌 유해란 선수의 플레이

를 보며 즐거웠다. 유해란 선수가 도전하는 무대들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유해란은 데뷔 전부터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며 수퍼루키로 등극했다. 

2019년 초청받은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첫 우승을 거머쥐었고, 지난해 

데뷔 후 동일한 대회에서 방어전에 성공하며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3차례의 준우승과 다수의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며 상금랭킹 2위(약 6

억2800만원)을 기록하는 등 2020년 KLPGA 투어 신인왕을 수상했다.

유해란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꾸준한 체력 관리와 연습을 

하고 있다. 2021시즌에는 갤러리 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커피스미스는 유해란과 함께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김아림과 새로운 행

보를 약속했다. 임희정, 김지영2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스폰서십을 

맺었다.

대방건설, 2023년까지 이정은과 3년 후원 계약

대방건설은 지난 1월 17일 미국여자

프로골프(LPGA)투어 2019년 신인왕 

이정은(25)과 후원 계약을 3년 더 연

장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정은과 3년 후원 계약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대방건설은 6

년 동안 이정은과 동행하게 됐다. 이

정은은 2023년까지 대방건설 로고를 

단 모자를 쓰고 뛴다.

201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

어 신인왕, 2017년과 2018년 KLPGA

투어 상금왕을 차지했던 이정은은 

2019년 LPGA투어에 진출해 US여자

오픈을 제패하고 신인왕에 올랐다.

대방건설은 또 LPGA투어에서 뛰는 

호주 교포 오수현과 KLPGA 드림투어에서 활동하는 유고운(26)과 윤서현

(21) 등 모두 4명과 재계약을 마쳤다.

대방건설은 또 올해부터 KLPGA투어에서 뛰는 신인 손연정(22)을 새로 후

원하기로 했다. 손연정은 2019년 국가대표 상비군을 거쳐 드림투어를 통해 

KLPGA투어에 진출한 유망주다.

대방건설 후원 선수는 이번에 재계약한 이정은, 오수현, 유고운, 윤서현과 

신규 영입한 손연정에 허미정(31), 최나연(33), 정연주(29), 현세린(19)을 포함

해 모두 9명이다.

‘지리에어 프로골프단’ 창단 …

KLPGA·챔피언스투어 멤버 8명으로 구성

㈜지리에어(대표 유창기)는 지난 2월 16일 잠실 챔피언골프스튜디오에서 

KLPGA골프 선수 8명과 지리에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에어 프

로골프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창단 멤버로는 챔피언스투어 우승 5회등 올해 상금랭킹 1위가 기대되는 

민인숙 프로, 2020년 챔피언스투어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한 배수현 프로, 

과거 KLPGA 3년간 상금왕을 차지했던 베테랑 이오순 프로, 작년 탑10에 

5번 오른 이자영 프로, 2017년 우승기록이 있는 김주영2프로, 2020년 우승

기록이 있는 김혜정2 프로, 2019년 우승기록이 있는 이윤희 프로, 드림투

어에서 주목 받고 있는 전지희 프로가 합류했다.

지리에어 배성우 사장은 “실력과 잠재력을 모두 갖춘 선수들이 골프단 창

단 멤버로 영입되어 매우 기쁘다”며 “선수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

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리에어 공기캔은 식약처 인증을 받는 제품으로, 지난해 프로야구

단 NC다이노스, 프로배구단 KGC담배인삼공사 선수단에 제공됐다.

프로 골퍼 김효주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

강원 원주시는 지난 2월 16

일 원주 출신 프로 골퍼 김

효주(26)를 홍보대사로 위촉

했다. 2012년 고교 2학년 때 

프로로 전향한 김효주는 아

마추어 시절 포함 한국여자

프로골프(KLPGA)와 미국 여

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각각 12승과 3승을 올렸다.

지난해 KLPGA 대상 시상식에서는 다승왕, 상금왕, 최저타수상, 골프기자

들이 선정한 베스트플레이어 상 및 골프 팬이 뽑은 인기상을 받으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

역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원창묵 시장은 "김효주 선수의 밝고 열정적인 모습이 새 희망으로 역동하

는 푸른 원주시와 이미지가 부합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문화관광 제

일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원주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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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골프, 클럽 회사 최초 코믹 액션 웹드라마 제작

야마하 골프클럽의 공식 대행사인 '오

리엔트골프'가 업계 최초로 웹드라마 '

스윙 아이즈' 제작에 참여한다.

총 8편으로 제작된 웹드라마 '스윙 아

이즈'는 사회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 위

해 조직된 비밀 단체에 신입 조직원인 

주인공 조명탄(조지훈 분)이 들어오면

서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을 다룬 코믹 

액션물이다.

오늘(17일) 저녁 8시 1편이 야마하 골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매

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차례로 업로드

된다. 가수 신성우를 비롯해 개그맨 김

진수와 뮤지컬 배우 남경읍 등이 드라마 카메오로 깜짝 출연할 예정이다.

오리엔트골프 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웹드라마를 제작했으며 이익보다는 문화 산업 기여가 목적"이라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안신애, ㈜이노메디제이와 후원 협약

안신애(31)가 병원홍보마케

팅 전문 기업인 ㈜이노메디

제이(대표 최현규)의 후원을 

받는다. ㈜이노메디제이는 

지난 2월 6일 서초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프로골퍼 안

신애와 후원협약식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노메디제이는 병원홍보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병의

원 개원 및 운영에 대한 마

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

소기업이다.

㈜이노메디제이 최현규 대

표는 “우수한 실력과 미모를 갖춘 안신애 선수를 후원하게 되어 영광이

다. 후원에 힘입어 한국과 일본에서 올해 좋은 성적을 내주길 기대한다”

며 “이번 후원을 시작으로 ㈜이노메디제이가 병의원들의 골프선수 후원

을 위한 교두보 역할의 중심에 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안신애는 “병원 홍보마케팅 전문기업으로는 최초의 후원이라고 들었다. 

최초의 후원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경기에 임하여 우

승으로 후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09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해 신인왕을 차지한 안신애

는 메이저대회 포함 개인 통산 3승을 거뒀다. 2017년부터는 일본여자프로

골프(JLPGA) 투어에 진출해 활약 중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계

훈련 중인 안신애는 3월 12일 개막하는 JLPGA 투어 메이지 야스다 생명 

레이디스 요코하마 타이어 골프 토너먼트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정은6, 벤츠 2년간 더 탄다... 2022년까지 계약 현장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이정은6(25·대방건설)과 후

원 협약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클래스 효성은 지난 2월 5일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더클래스 효성 본

사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로골퍼 이정은6와 공식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정은6은 내년까지 더클래스 효성의 로고가 표기된 의류

를 입고 경기에 출전하고 브랜드 행사 참여와 인터뷰 등 더클래스 효성

의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더클래스 효성은 이정은

6 선수에게 공식 의전 차량으로 메르세데스-벤츠 CLS 450 4MATIC AMG 

Line 차량을 지원한다.

‘핫식스’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정은6은 KLPGA투어 데뷔 2년 차인 2017

년에 4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최초로 상금왕·

최저타수상 등 6관왕에 오른 선수다. 2019년에는 LPGA 투어 데뷔 첫해에 

'US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하며 LPGA 투어 신인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

정은6 선수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국내외 여자프로골프 투어에

서 활약하고 있다.

한화큐셀, LPGA투어 넬리 코다 등과 재계약

'한화큐셀 골프단'이 미국의 넬리 코다와 김인경, 신지은 등 LPGA와 일본 

투어에서 활약 중인 5명의 선수와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 골프단은 지난 10년간 LPGA투어 16승, KLPGA투어 13승, JLPGA

투어 5승과 LET투어 2승 등 총 36회의 우승을 달성한 명실공히 국내 최

고의 여자 골프팀이다.

넬리 코다는 "지난 4년간 소속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현재 자리까지 왔

는데 재계약을 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올 시즌 메이저 대회 우승을 목표

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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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루키 꿈꾸는 이세희, 미코그룹·엠씨스퀘어에 새둥지

슈퍼루키를 꿈꾸는 이세희가 미코그룹, 엠씨스퀘어에 새둥지를 틀었다.

올해로 25세인 이세희는 또래 선수들보다 조금 늦게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해 KLPGA 드림투어(2부투어) 상금순

위 4위로 정규투어 시드를 따냈다. 소띠 골퍼인 이세희는 신축년, 소의 해

를 맞아 정규투어에 입성하며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이세희는 "“또래들보다 조금 늦은감 있는 정규 투어 데뷔다. 기다리던 순

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매일 매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고 했다. 데

뷔 첫 해 목표는 우승이다. 지난해 드림투어에서도 무관으로 꾸준히 활약

하며 4위를 차지했고, 프로 데뷔 후 아직 우승이 없다. 이세희는 "오랜 시

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실력과 정신력을 키웠

기 때문에 그 어느 해

보다 우승에 대한 자신

감이 있다"고 하며 "드림

투어에서 이루지 못한 

우승에 대한 아쉬움을 

정규 투어에서 꼭 이루

고 싶다"라는 당찬 모습

을 보였다.

이세희가 드림투어에서 

보여준 활약에 힘입어, 

이세희는 정규투어 데뷔시즌부터 든든한 후원자를 만났다. 이세희는 미코

그룹, 엠씨스퀘어에 새둥지를 틀었다. 이세희는 엠씨스퀘어가 이번달 출시

하는 스마트 숙면 솔루션 ‘슬립스퀘어 스마트베개’의 홍보대사로도 활약

하게 된다. 그는 "겸손한 선수가 되겠다. 무엇보다 미코그룹과 엠씨스퀘어

의 기업철학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프로골퍼 이세희로 기억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볼빅, 언택트 명절선물 

‘황소 패키지’ 볼 1더즌 구입시 마스크 증정

㈜볼빅(회장 문경안)이 코로나19로 언택트 명절 선물을 찾는 골퍼들을 위

해 맞춤형 ‘황금 황소 더즌 패키지’를 선보였다. 또 골퍼들의 안전한 골프 

라운드를 위해 볼빅 볼 1더즌 구매시 5장의 마스크를 증정했다.

‘황금 황소 더즌 패키지’는 아티스트 지훈스타크 작가와 콜라보레이션한 

신년 기프트 ‘황금 황소 4구 에디션’을 더즌(DZ)으로 제작한 것이다.

‘2021 대한민국 어게인’ 프로모션은 전국 골프장이나 온·오프라인 골프

숍에서 볼빅 정규 골프공을 1더즌 구매 시 5장의 볼빅 마스크를 덤으로 

지급받는 이벤트다.

여자골프 김세영, BOB와 의류 후원 계약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세계랭킹 2위 김세영 선수가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BOB로부터 의류 후원을 받게 됐다.

김세영은 (주) 새움글로벌 본사에서 열린 BOB 선수단 협약식에서 한국여

자프로골프(KLPGA) 투어 소속 박주영, 박소혜, 황정미, 노승희 등 4명과 함

께 BOB와 의류 후원 협약을 맺었다.

김세영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시즌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세영은 모레(10일) 미국으로 건너가 오는 25일 플로리다에서 개막하는 

게인브릿지 대회에 출전해 새 시즌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남성 캐쥬얼 브랜드인 BOB는 올해부터 골프 의류와 여성복 라인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1879골프-스포츠동아, 2021년 1879챔피언스배 

골프대회 6개 골프장서 개최

1879골프와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는 2021년 1879챔피언스

배 골프대회가 6개 골프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마추어 골퍼 대상으로 뉴서울

CC, 골프클럽Q CC, 센추리21CC, 

군산 CC, 포도 CC, 아르미르 CC 

6개 골프장에서 총 50회 규모로 

열린다.

참가비는 모든 대회 동일하며 187,900원(그린피, 참가비 포함, 카트비, 캐디

피, 식대는 별도이며 대회별 상이함)이다.

2월 18일 아르미르 CC를 시작으로 1차 대회가 진행되며, 22일 2차 대회

는 골프클럽Q CC, 25일 군산 CC에서 3차가 진행, 매월 6개 골프대회가 진

행 된다. 12월에는 50회 대회 중 우승자들만 참가하는 왕중왕 대회를 열어 

2021시즌 챔피언을 뽑는다.

시상은 스트로크 방식으로 남녀 우승자와 신페이오 방식의 남녀 우승, 준

우승 총 6명을 시상하며, 이벤트로 1879장타대회, 포토제닉 등이 진행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행운상을 20명이상 추첨 다양한 협찬 상품을 시상한다.

대회 참가는 공식홈페이지 1879골프 공식몰(www.1879golfgame.co.kr)로 문의 

& 신청하면 된다.

1879골프는 매년 1879만원을 다양한 곳에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우 골

퍼 돕기로 진행 예정이다

 1879 챔피언스배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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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스 개최지 오거스타GC, 

지역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앞장 서

'명인열전' 마스터스를 주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GC가 지역 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 섰다.

오거스타 내셔널GC 프레드 리들리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대학

병원과 협력해 오거스타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역량을 끌어 올리겠

다고 밝혔다.

우선 오거스타GC측은 백신 접종 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오거스타 시

내 골프장 소유 부지를 내놨다. 이 부지에 들어설 백신 접종 시설은 오거

스타 대학병원이 이달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또 지역 자선 단체와 합

세해 조성한 1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 지역 곳곳에 임시 백신 접종 시

설을 설치키로 했다.

리들리 회장은 "오거스타 지역 사회는 80년 넘게 마스터스 대회의 버팀목

이 돼왔다. 따라서 오거스타가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접

종될 수 있도록 돕는 건 뜻 깊은 일"이라고 했다. 오거스타 내셔널GC는 

지난해 11월에 지역 사회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1000달러의 방역 기금을 

내놓기도 했다.

매년 4월 둘 째주에 열렸던 마스터스는 작년에는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11월에 개최됐다. 하지만 대회는 사상 최초로 관중이 없는 가운데 열렸다. 

당시 대회서 임성재(23·CJ대한통운)가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역대 최고

인 공동 2위에 입상했다. 오거스타는 올 4월에 열릴 예정인 대회에는 제

한적이나마 관중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오거스타GC가 지역 사회 백신 

접종에 앞장서는 이유다.

KLPGA 선수 출신 골프장 총지배인 김현령, 유튜브 방송

프로골퍼 출신의 롯데스카이힐CC 제주의 김현령 총지배인이 개그맨 조

승제와 함께 JTBC골프 유튜브에서 ‘파 플레이어’를 방송한다. 두 사람

의 골프 대결과 함께 김 총지배인이 레슨, 시그니쳐 홀별 공략법을 공개

한다. 김현령 총지배인은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29세 때인 2001년 KLPGA 

투어 선수가 되어 활동했다. 투어 출전권이 있던 2008년 롯데스카이힐CC 

김해의 경기팀장으로 새 도전을 했다. 2012년 롯데스카이힐 김해 총지배

인, 롯데스카이힐 부여 총지배인을 거쳐, 2019년 1월부터는 롯데스카이힐

의 간판인 제주CC의 총지배인을 맡고 있다.

김현령 총지배인은 “이번 방송을 통해 많은 분이 평소 어렵다고 말씀 주

시는 롯데스카이힐

CC 제주를 좀 더 쉽

게 공략할 수 있는 

저만의 팁을 알려 드

리고 싶다”고 말하

면서 “스코어 외에

도 아름다운 제주 자

연 속 랜선 라운드를 

즐겁게 만끽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스카이힐CC는 1

일부터 3월 1일까지 

한 달간 ‘파 플레이

어’ 이벤트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다. 영상을 시청한 후 

가장 가보고 싶은 시

그니쳐 홀을 선택하

고 투표하면 추첨을 

통해 통합 그린피 이

용권, 아메리카노 등 

경품이 증정된다.

SBI저축은행, KLPGA 신예 신보민·김다은과 후원 계약

SBI저축은행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뛰는 신보민(26), 김다은(19)과 후원 계약했다

고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정진문 대표이사와 신보민, 김다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신보민과 김다은을 추가로 영입한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US여자오픈을 제패한 김아림(26)과 KLPGA 투어 휴엔케어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이소미(22), 박

수빈(23)까지 총 5명의 골프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신보민은 지난 2012년 KLPGA 입회 이후 드림투어에서 실력을 다져왔다. 9년 만에 정규 투어 

입성에 성공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둬 신인왕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김다은은 아마추어 시절 3

승을 올린 유망주다. 상비군 출신으로 지난해 점프투어 12차전 우승 등 꾸준한 성적을 올리며 

올해 KLPGA 투어에 입성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신보민, 김다은 선수는 탄탄한 기본기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두 선수가 국내 정상급 선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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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앵글, 홍순상 등 남녀골퍼 5명과 후원 협약식 진행

북유럽 감성의 골프웨어 브랜드 와이드앵글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

안투어의 홍순상 이창우 프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

고 있는 박도영 정연주 오채유 프로 등 5명과 2021년 후원 계약을 맺었다”

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을 통

해 와이드앵글과 인연을 맺은 5명 선수들은 올 1년 동안 와이드앵글 의류

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와이드앵글 측은 “스타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통해 5명 프로의 후원을 결

정했다”며 “이들 선수들이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퍼포먼스 골프웨어

인 와이드앵글만의 전문성을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홍순상 프로, 와이드앵글 

정영훈 회장, 이창우 프로(왼쪽부터).

스카이72, 인천 중구 월디장학회에 5천만 원 기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학업과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

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천 중구 소재 재단법인 월디장학회에 장학금 5

천만 원을 전달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골프장 개장 이후 꾸준한 나눔활동으로 지자체와 각종 

단체에 현재까지 총 113억5천만 원을 기부했다.

황인호, 골프존 

‘2021 KB국민카드 아마추어 최강자전’ 우승

황인호(닉네임: 랭킹제외)가 ‘2021 KB국민카드 아마추어 최강자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월 31일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2021 KB국민

카드 아마추어 최강자전’에서 황인호(닉네임: 랭킹제외)는 16번 홀까지 6

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2위에 머물렀지만 후반부에 놀라운 집중력을 발

휘해 17, 18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선보이는 등 최종 8언더파로 2018년 

MASTERS 3차, 7차 우승 이후 또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실력자

의 면모를 보여줬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명승부를 보여준 장

종덕(닉네임: 미친황

소tv)은 백카운트 적

용으로 6언더파를 

기록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지

난해 GATOUR 2차

와 6차에서 우승을 

거둔 정문오(닉네임: 

광속빔)는 초반부터 

무서운 기세를 보이며 17번 홀까지 7언더파로 단독 선두를 달렸지만 마지

막 18번 홀에서 아쉬운 더블 보기를 기록하며 4위에 머물렀다. 우승자 황

인호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치열한 승부였지만 12번 홀

에서 샷이글을 기록한 게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모

습 보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이벤트를 개최해준 KB국민카드와 골프

존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레노마 골프, 이세희 프로와 스폰서십 계약…
브랜드 이미지 강화 나서

한성에프아이(대표 김영철)

의 레노마 골프는 KLPGA 드

림투어 왕중왕전 2위를 차

지한 슈퍼 루키 이세희 프로

와 의류 스폰서십 계약을 체

결했다고 지난 2월 10일 밝

혔다. 올해 공격적 선수 마

케팅을 나선 '레노마 골프'는 

리디아고, 이태훈 프로에 이

어 KLPGA 기대주 이세희 프로와 2년간 의류 스폰서십 계약을 진행하며 퍼

포먼스 브랜드로의 이미지를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세희 프로는 드림투어부터 실력과 미모를 갖춘 골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본격적인 투어에 앞서 레노마 골프의 광고 촬영에 참여해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영상 콘텐츠를 통해 이세의 프로를 소개하는 등 다양

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SBS골프와 함께 '말없는 레슨-이세희 프로편'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레노마 골프는 실력과 미모를 동시에 갖춘 이세희 프로와 함께 필

드 안팎에서 다채로운 마케팅을 펼치며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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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문디’ 붙이고 판 키운 에비앙 챔피언십

올해부터는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으로 열립니다."

여자골프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이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

디(The Amundi)와 향후 5년간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에비앙 챔피언십 대회본부는 "올해 7월 22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의 에비

앙 골프리조트에서 개막하는 대회부터 아문디가 공동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 나서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으로 대회명칭이 바뀐다"고 밝혔다. 이

어 "이와 함께 총상금 규모는 40만달러 증가한 450만달러로 늘어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총상금 증가로 우승상금도 늘어났다. 규정상 우승 상금

은 총상금의 15%로 정해졌기 때문. 기존 61만5000달러였던 우승 상금은 6

만달러 늘어난 67만5000달러(약 7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프랭크 리바운드 에비앙 챔피언십 회장은 "아문디와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글로벌 전략을 강화한다"며 "대회의 글로벌 강점을 발전 시키고 모든 분야

에서 향상시켜 선수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골프 대회를 제

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브 페리에 아문디 최고경영자(CEO)도 "에비앙 챔피언십의 타이틀 스폰

서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대회의 글로벌 진출은 성장의 필수 

요소로 여기고 있는 아시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아문디의 핵

심 가치인 '평등한 기회'를 앞세워 향후 5년간 유럽 여자 골퍼들이 국제 

골프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비앙 챔피언십은 1994년 LET의 에비앙 마스터스로 개최를 시작해 2000

년부터 LPGA 투어 대회로 편입됐고, 2013년부터 LPGA 투어의 5번째 메

이저 대회로 승격했다. 한국 선수들과의 인연도 깊다. 메이저로 편입되기 

이전 신지애(2010년), 박인비(2012년)가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메이저대회

로 편입된 이후 김효주(2014년), 전인지(2016년), 고진영(2019년)이 챔피언 

트로피를 품었다.

115년 역사 자랑하는 프랑스 오픈, 오는 5월 개최 확정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내셔널 타이틀 골프 대회 프랑스 오픈이 올

해 다시 개막한다.

프랑스 오픈은 1906년부터 시작해 2016년 100회 대회를 맞은 유럽 대륙에

서 가장 오래된 내셔널 타이틀 골프 대회다. 유러피언투어가 처음 시작한 

1972년부터 합류했을 만큼 유서 또한 깊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유러피언

투어 롤렉스 시리즈에 포함돼 700만 유로(94억원)의 큰 상금 규모를 자랑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롤렉스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금 규모가 160

만 유로(21억5000만)로 떨어졌다. 심지어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취소됐다. 이는 제 1,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취소된 것이었다.

올해 프랑스 오픈은 정상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유러피언투어와 프랑스

골프연합(FFG)는“정부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무관중으로 프랑스 오픈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키스 펠리 유러피언투어 최고 경영자는 “가

장 역사적인 대회 중 하나인 프랑스 오픈을 다시 개최해 영광이다”고 밝

혔다. 프랑스 오픈은 5월 6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 인근의 르 골프 나

쇼날에서 개최된다.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와 PGA 

챔피언십 사이에 열리는 프랑스 오픈은 5주간 유럽에서 열리는 5개의 봄

맞이 대회에 포함된다. 스페인에서 열리는 테네리페 오픈과 그란 카나리

아 오픈,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포르투갈 마스터스 이후 4번째로 열릴 예

정이다.

News & News

카카오VX 첫 후원 선수는 한진선

스포츠 정보통신기술(IT) 기업 카카오VX가 한국여자프로

골프(KLPGA)투어에서 뛰는 한진선(24·사진)과 메인 후

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페이가 서

브 후원사로 참여한다. 카카오 계열사가 프로골프 1부 

투어 선수를 후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홈

트’와 스크린골프 ‘프렌즈스크린’ 등을 주력 사업으로 

운영하는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게임즈를 

모회사로 둔 기업이다.

한진선은 앞으로 2년간 모든 대회에 카카오VX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출전한다. 카카오VX의 브랜드 홍보대

사로도 활동한다. 그는 2017년 KLPGA 드림(2부)투어에

서 2승을 거두고 이듬해 데뷔했다. 그러나 이후 준우승

만 두 차례 차지했을 뿐 아직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하

고 있다. 한진선은 “마음의 고향과 다름없는 카카오VX

가 후원해줘서 영광”이라며 “더 우수한 선수가 되도록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VX는 2016년 골프 유망주 지원을 위해 창단한 프

로 골프단 ‘팀57’을 운영하면서 한진선과 인연을 맺었

다.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는 “한진선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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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라이프사이언스, ‘뉴케어’ 전속모델로 박인비 발탁

대상라이프사이언스의 환자용식품 국내판매 1위 브랜드 뉴케어가 골프여

제 박인비(33·KB금융그룹)를 발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황금비율 단

백질로 만든 고단백 균형영양식 ’뉴케어 액티브 골든밸런스’의 광고촬영

을 진행했다.

뉴케어는 지난 2019년 ‘뉴케어 액티브 골든밸런스’를 출시하면서 ‘나이

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

을 유지하자’는 ‘스테이 스트롱

(Stay Strong)’ 캠페인을 펼쳐왔다. 

뉴케어가 골프여제 박인비와 손잡

은 데는 이유가 있다. 골프는 꾸준

히 건강을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

서도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운동이

다. 이에 뉴케어는 넘버원 현역 골

프선수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인비 선수를 통해 뉴케어가 추

구하는 ‘스테이 스트롱’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며 발

탁 배경을 설명했다.

‘뉴케어 액티브 골든밸런스’는 나

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근육에 대

비해 간편하게 영양과 건강을 챙

길 수 있도록 황금비율로 설계된 고단백 균형영양식 음료다. 세계보건기

구는 체중 1㎏당 단백질을 하루 약 0.8g 먹도록 권장하는데, 한국인은 평

균적으로 15g의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뉴케어 액티브 골든밸런

스’는 한 팩에 단백질 15g을 담았다. 또한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필수아

미노산 BCAA 2000mg이 함유돼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합성

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D와 칼슘, 아연 등도 함유돼 있다.

대상라이프사이언스 관계자는 “뉴케어는 환자용식품 국내판매 No1. 브랜

드인 뉴케어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No1. 박인비 선수와의 만남을 시작으

로 다양한 채널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는 스테이 스트롱 캠

페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인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역 골프선수로서 미국여자프로골

프(LPGA)투어에서 통산 20승을 올리고 4대 메이저대회 석권에 올림픽 금

메달까지 따내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뤘다.

News & News

화장품 브랜드 에이프릴27 女골프단 창단

국산 신생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에이프릴27(April 27)이 여자 프로골프단을 

꾸렸다. 에이프릴27을 제조·유통하는 서니사이드업 (대표 이선)은 1일 오

후 서울시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소속 

선수들과 후원 조인식 및 창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이프릴27(April27) 

은 서니사이드업의 대표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 대표를 비롯해 정규 투어에서 뛰는 임진희(23), 최은송

(24), 드림 투어에서 활약하는 조영란(34), 강리아(28)가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서니사이드업에서 생산하는 화장품과 성적에 따른 인

센티브를 받고 골프웨어 상의 가슴 쪽에 에이프릴 27 패치를 달고 모든 대

회에 출전하게 된다. 임진희는 "의미 있는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코로나19

로 인해 지난 시즌 내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면서 프로골퍼에 대한 관심

과 후원도 줄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더 많은 관

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보였다. 

2018년 9월 제주도에서 스타트업 화장품 제조 회사로 출발한 서니사이드

업은 2019년 6월 케이옥션 프리미엄 자선경매를 통해 에스테틱 제품 에이

프릴 27을 선보였다. 창업과 동시에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려 국산 스킨케어 

선풍을 일으켰다. 미국 샌디에이고와 얼바인 지역에선 유명 브랜드와 어깨

를 나란히 했으며 국내에서도 피부과와 에스데틱등에 유통하면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에이프릴 27은 모든 제품 용기가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

재다. 향료나 색소 따위는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성분만을 사용해 높은 소

비자 평판을 이끌어냈다. 미백과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골프 같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다.

일본여자프로골프 21승 이보미, 마크앤로나와 의류 후원 계약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21승을 따낸 이보미(33)가 골프 웨어 브랜드 마크앤로나와 의류 후원 

계약을 했다. 이보미는 3월 4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JLPGA 투어 2021시즌 개막전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토너먼트부터 마크앤로나의 골프 웨어를 입고 대회에 나간다.

이보미는 "고급 브랜드인 마크앤로나와 함께 하게 되어 기대된다"며 "세련되고 패션 감각이 있는 의류와 

함께 필드를 누빌 생각에 상상만으로도 즐겁다"고 밝혔다.

이보미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4승을 거뒀고, JLPGA 투어에서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에 21승을 쓸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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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루디프로젝트, 골프 전용 변색렌즈 출시

루디프로젝트가 골프 필드 환경에 특화된 ‘임팩트X2 포토크로믹 레이저 

퍼플 변색렌즈(임팩트X2 변색렌즈)’를 출시했다.

임팩트X2 변색렌즈는 광량에 따라 변색되는 렌즈로 사용자가 어떠한 기상

상황에 노출돼도 이상적인 시각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렌즈다.

새로 출시된 골프 전용 렌즈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자외선과 잔디의 난반

사가 심한 골프라운드에서 시각적 피로도를 낮춰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퍼

플 렌즈 특유의 컬러 필터링 효과로 지형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한다.

1985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루디프로젝트는 35년간 스포츠 선글라스 개

발에만 매진해 첨단기술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다. 단순한 액세

서리를 넘어서 사용자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는 스포츠 장비로서의 가치

를 여러 골프 유저들이 함께 느껴볼 수 있다.

향후 임팩트X2 변색렌즈는 전문 스포츠 선글라스 형태뿐만 아니라, 안경착

용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립업 선글라스와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

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액티브 스타일 라인도 출시를 눈앞으로 뒀다.

이름 빼고 다 바꾼 프로V1..
한번의 스윙에 두 번의 임팩트 스릭슨ZX

비거리 증가와 싱글의 꿈 그리고 편안하고 즐거운 라운드 실현을 위해 출

시된 신무기들이 골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골프공 타이틀리스트는 코

어부터 딤플까지, 이름만 빼고 다 

바꾼 새로워진 프로V1과 V1x를 출

시했다.

골프공의 중심에 해당하는 코어와 

레이어(중간층)가 최상의 스피드를 

이끌어 거리를 더 멀리 보내는 구

조로 변화를 줬다. 타이틀리스트만

의 독자적인 코어 제작 과정인 ‘ZG 

프로세스’보다 더 진보한 ‘2.0 ZG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프로V1의 솔

리드 코어와 프로V1x의 듀얼 코어

를 감싸는 하이 플렉스 케어싱 레

이어는 반응력이 뛰어나 빠른 볼스피드를 만들어 내고 롱게임에서 스핀양

을 낮춰 긴 비거리를 제공한다.

커버는 쇼트게임에서 필요한 스핀양을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 부드러운 캐

스트 우레탄 엘라스토머를 사용했다. 두께는 이전 모델과 같지만, 더 부드

러워져 섬세한 타구감을 느낄 수 있으며, 증가한 스핀양은 쇼트게임에서 빠

르게 공을 세울 수 있게 해 훨씬 공격

적이고 홀을 직접 공략할 수 있게 도와

준다.

볼 비행에 영향을 주는 딤플 패턴도 바

뀌었다. 딤플은 디자인과 크기, 깊이 

그리고 배열에 따라 볼이 날아가는 방

향과 탄도 등에 영향을 준다. 프로V1은 

새로운 388개의 4면체 딤플, 프로V1x

는 348개 4면체 딤플로 일관된 볼 비

행을 도와준다. 프로V1은 볼 궤적을 안

정적으로 이끌고, 프로V1x는 높은 탄도

로 충분한 비행 거리를 확보해주는 효

과가 있다.

프리미엄 골프웨어 먼싱웨어, 모노그램 컬렉션 출시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 ‘먼싱웨어

(Munsingwear)’가 브랜드 이니셜을 새롭게 디자인 한 모노그램 컬렉션을 

출시한다.

이번 먼싱웨어 모노그램은 세계 최초 골프웨어 브랜드로서 먼싱웨어의 가

치와 뉴 트렌드를 접목하여 영프리미엄을 대표하는 컬렉션이다. 먼싱웨

어 시그니처 컬러인 네이비

를 배경으로 브랜드 이니셜

인 MSW는 가장 클래식한 서

체로 표현하고 각각의 레터링

을 모던하게 배치하여 클래식

하면서도 세련된 골프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모노그램 컬렉션의 대표 상품

인 스웨터는 먼싱웨어만의 부

드러운 터치감과 경량성을 기

본으로 부담스럽지 않는 하이

넥 디자인으로 클래식함을 더

하고 소매부분 컬러 티핑 포

인트와, 팔 부분 펭귄 로고 자

수 패턴으로 디테일까지 프리

미엄하게 담아냈다.

클래식함에 현대적인 디자인

이 가미된 먼싱웨어 모노그램 

컬렉션은 스웨터뿐만 아니라 

티셔츠, 미니백, 골프화, 모자 

등으로 출시되며 전국 먼싱웨

어 매장과 데상트코리아 브랜

드 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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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러웨이골프, 뉴코어 탑재한 골프볼 2종 출시

캘러웨이골프가 새로운 코어를 탑재한 골프볼 ‘슈퍼소프트’와 ‘슈퍼소프

트 맥스’를 출시했다.

두 모델의 공통점은 최상의 소프트한 타구감을 제공하는 소프트 컴프레

션 코어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소프트 컴프레션 코어는 롱 게임에서 높

은 탄도와 낮은 스핀이 

최적의 조합을 이뤄 빠

른 볼 스피드를 내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 캘러

웨이만의 딤플 특허 기

술인 육각 딤플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 최적

의 탄도와 볼의 비행을 

제공해준다. 슈퍼소프트

의 컬러는 다양한 입맛

의 골퍼들을 위해 유광 

마감의 화이트와 옐로우, 

무광 마감의 핑크, 레드, 오렌지, 그린 총 6가지로 출시된다.

슈퍼소프트 맥스는 오버사이즈로 독특하게 설계되었다. 일반 골프볼보다 

크게 제작되었고, 이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왕립골프협회(R&A)규정

에 부합하는 공인구다. 사이즈가 커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뿐 아니

라 무게중심이 일반 골프볼보다 높아 높은 탄도를 형성해 더 긴 비거리를 

선사한다. 컬러는 화이트와 옐로우 2가지다.

캘러웨이골프 관계자는 “최근 

골프볼 개발의 필수 조건인 

소프트 골프볼의 시작을 알

린 최초의 골프볼”이라며 “골

프를 처음 시작하는 골린이

나 최근 골프볼의 추세를 경

험하고 싶은 골프에게 추천한

다”고 전했다. 권장 소비자가

격은 슈퍼소프트, 슈퍼소프트 

맥스 공히 3만9000원.

New Equipment

KDX골프, 전문성과 대중성 갖춘 KDX-Ti21 드라이버 출시

가벼우면서도 탁월한 

비거리로 명성을 쌓아

온 도깨비골프가 골프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

KDX골프(대표이사 우

찬웅)로 이름을 바꾸고 

공격적 행보플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탄탄한 마니아층을 거

느리며 대한민국 토종 

골프 브랜드로서 입지

를 다진 도깨비골프가 

㈜KDX골프로 새롭게 

시작하며 18일 내놓은 

제품은 전문성과 대중

성을 모두 갖춘 로열 

라인의 KDX-Ti21 드라

이버.

480cc의 대형 헤드인 KDX-Ti21 드라이버는 DEEP HEAD와 SHALLOW 

FACE의 장점을 조합한 설계로 비거리와 관용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

다. 성능만큼은 최고가의 고반발 드라이버를 능가하지만 오히려 가격 부

담은 대폭 낮춰 시니어뿐만 아니라 여성 골퍼와 정체기를 겪는 골프인, 

골프 입문자 모두에게 진입 장벽을 없앤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KDX골

프관계자는 “특히 고탄성 샤프트를 채택하고 480cc 헤드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해 뛰어난 텐션과 손에 감기는 듯한 편안한 타구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KDX골프, DX-109P 아이언 출시

5~8번 아이언의 길이가 같은 네 쌍둥이 아이언을 출시,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KDX골프(구·도깨비골프)가 이번에는 압도적 비거리와 안정

감이 뛰어난 DX-109P 아이언을 출시했다.

㈜KDX골프는 자체 연구진에 의해 개발한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제작하며 

헤드부터 그립까지 특허를 보유한 토종 브랜드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

품을 업그레이드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KDX골프는 “DX-109P 아이언은 현존하는 최고의 고반발 소재인 머레이

징 455(Maraging455) 페이스를 사용하여 비거리를 향상시켰고 자체 개발

한 하이브리드 솔 부분은 고탄도를 위한 저중심 설계를 통해 쉽고 안정감 

있게 볼을 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또 “5번에서 7번까지의 아이언 길이를 가장 치기 쉬운 7번 아

이언에 똑같이 맞춘 NEW 세 쌍둥이 아이언 구성으로 쉽고 정확한 어프

로치 샷을 실현한다”고 신제

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

타냈다.

놀라운 비거리와 경량화로 

골퍼들과 싱글핸디급 아마추

어 골퍼들 사이에서 이미 품

질이 입증된 고반발 드라이

버인 DX-505P와 마찬가지

로 DX-109P 아이언 또한 초

반부터 시장에서 좋은 반응

을 보이고 있다. ㈜KDX골프

는 프리미엄 라인에 더해 로

얄 라인과 스탠다드 라인으

로 세분화한 업그레이드 제

품을 추가로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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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데상트골프, 한국인 최적화 ‘R90’ 공개

데상트골프가 골프업계 최초로 한국인의 발 모양에 맞춰 개발한 골프화 

‘R90’을 공개했다.

데상트에 따르면 R90은 신발 전문 R&D 센터인 ‘DISC(Descente Innovation 

Studio Complex) 부산’에서 연구 개발된 제품으로, 발 볼이 넓고 발 등이 높

은 한국인의 발 모양과 한국의 지형에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데상트의 기술력을 집약시킨 골프화다.

한국인의 발 모양은 서양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 골퍼를 위한 골프화

의 핏도 달라야 한다는 전제로 한국인의 발에 맞는 최적의 골프화를 제공

하기 위해 개발됐다는 설명. 이를 위해 데상트 디스크 부산에서는 다양한 

타입의 한국인의 발 모양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성별 및 연령별 족형 분

석으로 한국인의 발 평균 모양을 수집했고, 압력 분산 연구 등 자체 골프 

역학 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기존 골프화 대비 발 볼의 넓이·발 등의 높이 뒤꿈치의 공간을 수정해 견

고하면서도 한국인의 발 모양을 안정적으로 감싸주는 최적의 핏은 물론. 

또한 지형별로 높낮이가 다양한 한국 골프장에서도 발의 움직임을 확실하

게 잡아주기 위해 지면 마찰력을 높이는 90도 스터드와 아크 스터드를 장

착한 것이 특징이다.

야마하, 2021년형 리믹스 포지드 아이언 출시

오리엔트골프(대표 이동헌)가 2021년형 야마하 리믹스(RMX) 포지드 아이언

(사진)을 출시했다.

2021년형 리믹스 포지드 아이언은 헤드의 중심 높이가 1.99㎝로 낮게 설계

돼 높은 탄도의 볼을 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훨씬 공격적인 핀 공략

이 가능해졌다. 헤드 뒷면 중앙부에는 진동을 억제하는 리브(RIB)를 배치

해 임팩트 순간 뛰어난 타구감

을 제공하고 페이스 중심의 타

점 부분은 두께를 15㎜로 설계

해 더 깊은 손맛을 느끼게 한

다. 이와 함께 오리엔트골프는 

2019년 이후 출시한 모든 클럽

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품질 

보증 판매'를 시작했다.

브리지스톤, 직진 성능과 비거리 강화한 e12 Contact 볼 

지난해 타이거 우즈 볼 열풍을 일으키며 품절 사태를 빚었던 브리지스톤

골프가 25일 ‘e12 Contact’ 볼을 출시한다. 일명 ‘Contact B’라고 불리는 

e12 Contact는 직진 성능, 비거리, 고 스핀 웨지 샷이 특징이다. 색상은 무

광 컬러를 포함해 총 4가지다.

e12 Contact는 아이오노머 커버, 액티브 가속 맨틀(이너 커버), 그라데이셔

널 코어 등 3 피스 구조로 구성돼 있다. 아이오노머 커버는 가격, 내구성, 

비거리는 우수하지만 딱딱한 타감과 어프로치 스핀양이 적다는 단점이 있

었다. 그러나 이번 신제

품은 딤플의 혁신을 통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

을 비약적으로 극복했다.

브리지스톤골프는 “딤플

에서 클럽 페이스와 볼의 

마찰 효과를 발견했다. 

딤플은 커버와 함께 볼

과 클럽 페이스가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다”면서 “브리지스톤골프의 독자

적인 특허 기술 ‘Contact Force Dimple’은 딤플 중앙 위치한 돌기로 클럽과 

닿는 면적을 38% 향상시켰다. 더 많은 마찰은 헛도는 현상을 방지하고 공

이 클럽 페이스와 더욱 잘 붙게 한다. 이는 골퍼가 의도한 샷을 그대로 잘 

구현한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PXG어패럴, 2021년 S/S시즌 ‘밀리터리’ 출시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 PXG어패럴(회장 신재호)에서 밀리터리 컨셉을 강화

한 2021년 S/S시즌 제품을 출시한다.

PXG어패럴 관계자는 21년 S/S시즌은 월별로 컨셉을 나누어 출시하는 전

략으로, 2월에

는 체크무늬 패

턴과 기능성에 

중점을 둔 엔지

니어드 그리드

(E.grid)를, 3월에

는 PXG만의 밀

리터리(Military) 

컨셉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

명했다. 오는 4

월과 5월에는 리미티드 에디션과 스페셜 시즌 컬러 제품을 전개할 계획이

며, 상세 컨셉은 추후 공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PXG어패럴 21S/S 시즌의 전체적인 컨셉은 PXG의 창립자인 밥 파슨

스(Bob Parsons)가 복무한 미 해병대의 밀리터리 정신을 기반으로, 카모 

패턴과 스컬 로고를 활용해 브랜드 본연의 정체성을 디자인으로 더욱 강

화하여 표현했다. 또, PXG 브랜드 감성을 추구하는 주 소비자 연령대층이 

20~30대와 ‘영포티(40대)’ 세대인만큼, 필드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활용도 높은 기능성 소재를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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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에코골프, 스텐손과 협업 한 'S-THREE ICEMAN' 골프화 

에코골프는 후원선수 헨릭 스텐손(스웨덴)이 제작에 참여해 만든 

‘S-THREE ICEMAN’ 골프화를 출시했다.

‘아이스맨’은 헨릭 스텐손의 별명으로, 스텐손은 이번 골프화 디자인에 직

접 참여했다.

가죽 종류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지만, 국내에선 한 가지 제품만 

판매한다.

새롭게 선보인 ‘S-THREE ICEMAN’ 골프화는 장시간 라운드에서도 편안함

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타일까지 더했다. 미드솔(중창) 

부분에 적용된 ‘조널 플루이드폼’ 기술이 뛰어난 쿠셔닝 효과로 편안한 착

화감을 제공한다.

표면엔 고어 텍스 기술로 100% 방수 기능을 추가했고, 미드솔과 어퍼 부분

에 스티치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유연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캘러웨이골프, 단조 아이언 ‘X 포지드 CB’와 ‘X 포지드 UT’

캘러웨이골프는 투어 프로들의 의견과 사용 후기를 적극 반영한 프리미엄 

단조 아이언 ‘X 포지드 CB’와 ‘X 

포지드 UT’를 출시했다.

4피스의 연철 단조로 제작된 헤드 

내부와 페이스 뒷면에 텅스턴 웨이

트를 장착, 정교한 컨트롤을 구현한

다. 토우 쪽에 있는 내부 텅스텐 웨

이트는 무게중심을 클럽 중앙 뒤쪽

에 정확히 위치시키고, 외부 텅스텐

은 무게중심을 낮게 유지하면서 스

위트 스폿을 확대해준다. 정밀 가공

한 1025 카본 스틸 보디는 부드러

운 타구감을 제공하고, 17-4 스테인

리스 스틸 소재의 페이스는 임팩트 

지점을 두껍게 설계해 상급자가 선

호하는 부드러운 타구감을 만들어 

낸다.

투어 프로들의 피드백으로 완성된 페이스는 투어 레벨의 스핀과 정확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스피드를 유지시킨다. 캘러웨이 웨지에 적용되는 20V 

그루브가 X 포지드 CB 아이언에도 적용돼 강력한 스핀 컨트롤을 발휘한다. 

X 포지드 CB 아이언과 함께 출시

된 X 포지드 UT 아이언은 캘러웨

이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중공 구

조 유틸리티 아이언이다.

AI(인공지능)가 정교하게 디자인한 

플래시 페이스 컵과 캘러웨이 고유

의 360 페이스 컵이 만나 빠른 볼 

스피드와 강력한 스핀을 제공해준

다.

단조 가공된 1025 카본 스틸이 적

용된 중공 구조 바디는 캘러웨이

의 특허받은 우레탄 마이크로스피

어 기술과 결합하여 불필요한 진동

을 억제하고 선명한 타구감을 제공

한다.

타이틀리스트 "플레이어스 & 하이브리드 스탠드백 출시"

타이틀리스트가 2021년형 플레이어스 & 하이브리드 컬렉션을 출시했다. 

골퍼들의 편의성과 착용감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새로 개발한 프리

미엄 더블 스트랩이 모든 제품에 적용됐다. 플레이어스 컬렉션은 ‘4플러

스(사진)’와 ‘4플러스 스테이드라이’ 등 2가지 모델이다. 가볍고, 더욱 넓

어진 수납성을 자랑한다. 프리미엄 방수 소재는 물론 봉제 라인까지 완벽

해 악천후에서도 강하다.

하이브리드 컬렉션 역시 프리미엄 디자인 ‘5’와 수납력 최강 ‘14’ 등 2가

지다. 일체형 카트 스트랩 터널로 쉽고 안정적으로 골프백을 카트에 고정

시킬 수 있다. 여기에 프리미엄 더블 스트랩과 확장형 어패럴 포켓으로 완

성도를 더했다. 카트백과 보스턴백, 헤드웨어, 액세서리 등 다양한 라인을 

더했다. 전국 브랜드 스토어 및 공식 대리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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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컨트리클럽
회     장 황 수 로
대표이사 최 성 필

오펠골프클럽

대표이사 이 정 익

대구컨트리클럽
회     장 우 기 정
대표이사 전 태 재

경남 양산시 매곡외산로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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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5) 552-0080

&

112-114 명함광고.indd   112 2021-02-25   오후 4:53:13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넥센
회장 강 병 중

파미힐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장 문 익
대표이사 김 현 태
대표이사 설 정 수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5

TEL : (055) 333-0771

www.nexencorp.co.kr

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로 263

TEL : (054) 971-9900

(주)국제식품

회장 정 창 교

(축산물 가공·유통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498

TEL : (051) 304-4477~8

www.kukjef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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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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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 567
TEL : (055) 670-8000

노벨컨트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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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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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최 광 식
전    무 김 종 규

부산광역시 골프협회

&

대표이사 류 원 주

파디글스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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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 Book

시즌을 기다리며 연습에 몰입하지만 무의미하게 볼만을 처내는 연습이 대부분이다. 

연습장에서 미쳐 생각지 못했던 스윙의 결점을 보완해보자.

필드 나가기 전 꼭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

기량이 배가되는 10가지 연습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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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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움직이는 손목버릇을 고쳐보자

클럽 두개를 연결한 스윙연습
드라이버 클럽을 사용할 때 필요 이상의 손목을 꺽는 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코킹이 과도하면 볼은 전혀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손목의 불필요한 동작을 막을 수 있을까.

Check Point 1

드라이버 클럽의 감각에 익숙해지려면 불필요한 손목 꺽임의 버

릇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위해 두 개의 클럽(드라이버와 미들

아이언) 그립 끝부분을 테입 등으로 고정, 연결해서 쥐고 느린 템

포로 스윙을 실시해본다. 백스윙은 샤프트를 몸에 대지 않고 비

교적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다. 문제는 다운스윙부터다. 이때 몸

의 회전을 멈추고 손으로만 휘두르려고 하면, 연결한 클럽이 몸

에 닿아 휘두를 수 없게 된다. 특히 오른발에 체중을 싣고 손목을 

꺽으려고 하면 손목 쪽 클럽이 왼쪽 옆구리에 닿아 휘두를 수 없

게 된다.

몸통과 팔의 스윙 동작이 맞지 않으면 두 개의 클럽을 함께 움직

일 수 없다. 몸을 회전시키면서 어깨와 양 팔의 삼각형이 흐트러

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휘둘러야 한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아무

리 긴 클럽도 자신있게 휘두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손이 3시 위치까지 오른 폴로스루에서 복부가 완전히 목표

를 향하지 않으면 휘두를 수 없다. 몸의 회전이 매우 중요한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아마추어들은 팔 동작에만 신경이 쓰이기 쉬운

데, 우선은 몸의 회전이다. 어깨, 허리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하게 큰 폴로스루를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오른발에 체중
을 싣고 손목을 
풀면 손목 쪽 
클럽이 왼쪽 옆
구리에 닿아 휘
두를수 없다

어깨와 양팔의 삼각
형 모양을 흩트리지 
않는다.

아마추어들은 팔 동작에만 신
경이 쓰이기 쉬운데, 우선은 
몸의 회전이다. 어깨, 허리 회
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
하게 큰 폴로스루를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

클럽 두개를 연결해서 쥐고 스윙을 
실시한다. 백스윙에서는 샤프트를 몸
에 대지 않고 비교적 쉽게 할 수 있
으나, 다운 스윙에서는 정확하게 몸
을 회전시켜 휘드르지 않으면 클럽
이 몸에 닿아 휘두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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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2

●오른손의 동작을 정확히 익히자.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쥐고 스윙
레슨프로들은 흔히 오른팔의 힘을 빼라고 한다. 그렇다면 오른손은 스윙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다. 
동작만 정확히 하면 오른팔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습은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쥐고(두 손이 일체된 

그립을 하지 않는 것) 스윙을 실시해보는 것이다. 우선은 

그립 끝을 몸의 중심, 복부를 향하도록 어드레스한다. 여

기서도 몸의 회전이 중요한데, 그립 끝을 원의 중심점으

로 보고 클럽을 휘두를 채비를 한다. 그립 끝이 몸통 중심

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클럽을 돌리는 

것이 요령이다. 특히 폴로스루에서는 오른팔을 앞으로 뻗

는다.

이 스윙 동작에서 체크해야 할 것은 정확한 스윙 원을 그

리기 위한 오른손의 움직임이다. 특히 톱에서 폴로스루를 

향해 어떻게 오른손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가 

문제이다. 톱에서 오른손 손바닥은 비스듬히 위쪽을 향하

고 있다. 이 각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휘둘러 내린다. 

오른손 손등을 몸 정면으로 향하지 않고 손바닥 쪽을 정

면으로 향해서 내리는 것이다.

임팩트 후에는 허리를 회전시키기면서 오른손을 낮게 왼

쪽으로 돌려 간다. 오른손은 의식적으로 뒤집지 않고 휘

둘러 가면 궤도에 대해 직각이 된다. 결국 클럽페이스를 

힘껏 되돌리는 손목 회전이 되지 않으므로 방향성은 안정

된다.

왼팔을 축으로 오른손
으로 큰 원을 그리도록
하여 클럽을 휘둘러 간
다. 폴로스루에서는 클
럽 페이스의 방향을 바
꾸지 않도록 한다.

톱에서 오른손 손바닥은 비스듬히 
위쪽을 향하고 있다. 이 각도를 바꾸
지 않은 상태에서 휘둘러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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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3

임팩트를 보다 강하게 만들어 보자.

왼발을 뺀 오른발로만 스윙연습
몸이 볼 뒤에 있는 것이 강한 샷을 치는 비결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 몸이 앞으로 나와 
버리는 습관은 어떻게 고쳐야할까?

어드레스에서 왼발을 약간 뒤로 빼 발끝으로 딛고 오른발

만으로 서는 자세를 취한다. 완전히 오른발 하나에만 체

중을 싣는 어드레스다. 이 자세에서 볼을 치면 왼발을 뒤

로 빼고 있으므로 체중은 왼쪽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완

전히 볼 뒤쪽에 몸을 두고 칠 수 있다. 여기서는 미스 샷

을 해도 관계없다. 구질을 만드는 연습이 아니기 때문이

다. 어디까지나 몸의 사용법, 즉 볼을 치기 전에 체중 이

동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연습임을 새겨 둔다.

이때의 목적은 몸의 앞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는 것에 있

다. 체중 이동과 함께 다운스윙을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

이라면 조금 힘든 방법일지도 모르나, 요령은 오른발 위

에서 몸을 사용하는 것이다. 어깨와 허리 회전이 모두 오

른발 위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몸이 멈추어 왼쪽으로 나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주의할 점은 다운스윙에서 클럽

을 그다지 세게 휘두르지 않도록 한다. 몸이 비틀거리면 

왼발 뒤꿈치를 딛어 몸을 지탱하도록 한다.

오른발로만 서서 어
깨와 허리를 회전하
는 것이 요령

클럽을 너무 세게 휘
두르지 않아야 하고 
몸이 흔들리면 왼발 
발뒤꿈치를 딛어 몸
을 지탱한다.

왼발을 뒤로 빼고 볼
을 치는 연습은 몸이 
다운 스윙과 동시에 
빨리 왼쪽으로 나오
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다.

왼발을 뒤로 빼고 발 
끝으로 선다

오른발 하나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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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4

 볼 뒤에 몸을 두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오른발에 큰 체중을 실어본다
톱에서 오른발에 실린 체중이 자연스레 왼발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체중이동이 너무 빨라 왼쪽으로 몸이 나와 버린다. 
왼쪽이 막히는 것이다. 오른발에 대부분의 체중을 싣고 스윙연습을 실시해보자.

볼을 친 후 왼발에 체중이 이동되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이 빠르

면 왼쪽이 막히고 만다. 왼쪽 옆구리가 좁혀져 팔이 움직일 공간

이 없어지므로 왼쪽 팔꿈치가 빠지는 것이다. 분명 다운스윙 초

기에는 왼발을 내딛어야 하는데, 이때 체중도 함께 왼쪽으로 옮

기기 쉽다. 다시 말해 상체와 머리를 왼쪽으로 움직여 버린다. 이 

동작은 실제로는 임팩트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큰 플로스루를 

그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끌려 들어가 볼을 깎아 치는 궤

도가 될 위험성이 크다. 왼쪽이 막혀 왼쪽 팔꿈치가 빠지는 경우

는 체중 이동을 하지 않는 스윙을 실시해본다.

연습방법은 우선 톱의 위치에서 오른발에 체중을 이동시킨다. 몸 

전체를 오른발 위에 싣는다는 얘기다. 이때 오른발 발바닥 전체

로 자신의 체중을 느낀다. 왼발은 발뒤꿈치를 살짝 들어 발바닥

으로는 거의 체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한다. 다운스윙이 되면 

이번에는 오른발 안쪽 전체에 체중을 싣는다. 왼쪽으로는 옮기지 

않고 거의 톱의 위치 그대로 클럽을 휘둘러 간다.

오른발은 발뒤꿈치를 들지 않고 전체를 지면에 댄 상태이다.이 

자세에서 클럽을 피니시까지 휘둘러 간다. 이로써 상체가 앞으로 

나오는 버릇을 보완할 수 있다.

오른발은 발뒤꿈치를 들지 않고 전체
를 지면에 댄 상태이다.이 자세에서 클
럽을 피니시까지 휘둘러 간다. 이로써 
상체가 앞으로 나오는 버릇을 보완할 
수 있다.

톱애서 오른발에 체중을 실었으면 다
운 스윙에서 체중을 왼쪽으로 옮기지 
않고 그 위치에서 휘두른다. 오른발 안
쪽에 체중이 오도록 한다. 몸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되므로 폴로스루가 빠르
고 큰원을 그릴수 있다,

정상적인 
스윙의 모습

다운 스윙에서는 오
른발 안쪽에 체중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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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5

● 볼에 체중을 실어 강한 샷을 날려보자.

볼을 친 후 체중은 왼발에 싣는다 
강한 임팩트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체중이동이 가장 중요하다. 체중이 실린 강한 샷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확히 체중 
싣는 법을 익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스윙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①볼을 칠 때와 ②

볼을 친 후부터이다.

볼을 칠 때까지는 오른발 뒤꿈치를 들지 않고 딱 붙인 상

태를 유지한다. 몸이 유연성 없게 보일 지도 모르나, 앞으

로 기울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드라이버를 웨지 감각으로 

바꾸어 오른발을 지면에 착지한 상태에서 친다.

볼을 친 후에는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 체중을 완전히 오

른발에 실어 간다. 이때 동시에 상체를 일으켜 준다. 임팩

트까지는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유지하지만, 폴로스루에

서는 복근을 펴고 머리를 들어 몸을 일으킨다. 왼발, 왼쪽 

허리를 똑바로 펴고 일어서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전체

적인 이미지로는 임팩트하여 일단 스윙을 끝내고 그 상태

에서 상체를 일으켜 가는 동작에 들어간다. 즉 볼을 친 후

에는 목표 방향을 보면서 일어선다. 

이렇게 춤을 추듯이 ①과 ②의 동작을 나누어 리듬을 타 

듯 경쾌하게 몸을 움직여 보자. 몸을 너무 빨리 일으키는 

사람, 체중 이동이 너무 빠른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연습

이다.

볼을 치기 전에 오른
발 뒤꿈치를 들지 않
는다.

볼을 친 후에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올려 
체중을 왼발로 옮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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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을 칠 때까지는 오
른발 뒤꿈치를 들지 
않는다. 앞으로 기울
인 자세도 바꾸지 않
는다.

임팩트까지는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유지
하지만, 폴로스루에
서는 복근을 펴고 머
리를 들어 몸을 일으
킨다. 왼발, 왼쪽 허
리를 똑바로 펴고 일
어서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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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6

● 폴로스루의 정확한 궤도를 알아보자.

클럽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손목을 회전
스윙을 정확한 방향으로 휘두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폴로스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폴로스루에서 의식적으로 
클럽을 멈추어 손목을 회전시켜 본다. 이때의 클럽을 살펴보면 해답이 나온다.

볼큰 타원을 그리는 것이 스윙이지만, 정확한 방향으로 제대로 휘두르

고 있는지 어떤지는 폴로 스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이 4시 위치에 

올 때 일단 동작을 멈춘다. 왼쪽 팔꿈치가 빠져 있지 않으면 손은 낮은 

위치에 멈추게 된다. 볼을 친 후이므로 체중은 왼발에 실리고, 그립 끝

이 자신의 복부를 향한 자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자세가 취해지면 

그 상태에서 왼손 손목을 엄지손가락 쪽을 구부려 유연하게 손목을 회

전시켜 본다.

이렇게 하면 클럽 헤드가 높이 올라간다. 자신의 머리에 샤프트가 닿

을 것 같으면 정확한 위치로 클럽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클럽 헤드를 올렸을 때 샤프트가 왼쪽 어깨에 닿을 것 같으면 클럽은 

안쪽으로 너무 빠져 있거나, 클럽 페이스를 너무 많이 되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오른쪽 어깨 쪽에 닿을 것 같으면 클럽은 바깥쪽으로 

너무 나와 있는 것이다. 몸에서 손이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이다. 볼은 

푸시가 된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클럽 페이스가 너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이유든 간에 손목을 회전시켜 클럽이 머리를 치지 않

으면 궤도와 클럽 페이스 면이 맞지 않는 증거다.

폴로스루에서 손을 4
시 위치에서 멈추고 
왼손 손목을 회전시
켜 샤프트가 머리에 
닿으면 정확한 스윙
궤도를 휘둘리지 고 
있다.

클럽을 바깥쪽으로 
너무 내밀고 있거나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려 있다.

이 위치에서 일단 멈
추고, 왼손 속목을 
회전시켜 클럽헤드
만을 올린다. 클럽은 
수직으로 올려지는
데, 샤프트가 자신의 
이마에 닿으면 클럽
은 정확한 궤도로 움
직이고 있는 것이다.

클럽을 안으로 너무 
빼고 있거나 클럽 페
이스를 너무 많이 되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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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강한 회전을 주기 위한 방법은?

회전과 반대인 얼굴 방향
스윙에서는 어깨와 허리의 회전이 매우 중요하다. 즉 몸의 회전이 강하면 비거리가 나온다. 몸의 회전이 약한 사람은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 강한 회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어깨와 허리 회전의 각도차가 몸의 회전이다. 

이 각도차가 클수록 회전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

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만약 허리의 회전이 작은 

사람이라면 테이크 백과 함께 얼굴을 왼쪽 방향

으로 향하도록 한다.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얼굴은 왼쪽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볼 왼쪽을 내려다보게 된다. 이 방법으로 

톱에 이르면 왼쪽 어깨와 목에 긴장감이 생긴

다. 몸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오른발

뿐만 아니라 머리도 멈추려고 하는 힘이 더해져 

몸 왼편에 긴장감을 얻을 수 있다.

다음에 다운스윙이 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

쪽 어깨가 몸과 평행해지도록 왼쪽으로 회전을 

되돌려 가면서 얼굴을 오른쪽으로 행해 간다. 

백스윙과 다운스윙에서 얼굴의 방향을 반대로 

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몸 전체가 동일한 

Check Point 7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회전은 하지만, 회전하는 힘이 약

한 사람에게는 얼굴 방향이 제어 역할을 해 회전이 효과적이게 

된다.

특히 다운스윙에서는 얼굴을 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하며 임팩트에서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연습에서 얼굴을 

몸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면서 볼을 쳐 보자.

얼굴은 오른쪽으로 향한다.

몸을 회전시키는 힘이 
약한 사람은 백과 다운 
스윙에서 얼굴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얼굴의 방
향이 제어 역할을 해 회
전에 힘을 더하는 효과
가 있다.

다운스윙에서는 얼굴을 의식적으로 오른
쪽으로 향하도록 하며 임팩트에서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연습에서 얼굴을 
몸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면서 볼을 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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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8

● 하반신의 스웨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막대를 양 무릎 바깥쪽에 세워두자
정확하고 강한 스윙은 몸의 중심, 즉 하반신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반신이 흔들리면 재현성이
높은 스윙을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하반신을 고정시킬 수 있을까.

오른발 바깥쪽에 막대를 하나 세운다. 의자라도 상관없

다. 어쨌든 하나의 직선 모양의 것을 수직으로 세워둔다. 

테이크 백을 할 때 오른쪽 무릎이나 허리가 이 막대에 닿

을 것 같으면 하반신은 오른쪽으로 빠져 있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스웨이를 일으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윙 중에는 어드레스 할 때의 간격을 바꾸어

선 안된다. 따라서 막대에 닿을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왼

쪽 허리를 왼쪽으로 내미는 듯한 느낌으로 오른쪽 허리에 

회전을 주면 어드레스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오른발 

바깥쪽에 세운 막대에 절대 닿지 않는 것이 스웨이를 없

애는 연습이다.

다음은 반대 방향의 왼쪽 바깥쪽으로도 막대 하나를 똑바

로 세운다. 이때 체크하는 시기는 폴로스루이다. 허리가 

막대에 닿지 않는지 어떤지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는 

왼쪽 무릎보다 허리의 위치를 본다. 폴로스루에서 왼쪽

무릎보다 왼쪽 허리가 앞으로 나오는 것은 허리의 스웨이 

때문이다. 만일 왼쪽 허리가 막대에 닿는 듯 하면 왼쪽 무

릎을 의식적으로 멈추어 왼발에 힘을 준다.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테이크백에서 오른발바깥
쪽에 세운 막대를 무릎이 
밀고 있으면 오른쪽 무릎
이 바깥으로 흐르고 있다

왼쪽허리가 무릎보다 내밀어져 
있으면 허리가 스웨이되는 것이
다. 여기서도 무릎이 막대를 밀고 
있는 것 같으면 하반시이 왼쪽으
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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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원통속에 들어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통안에서 
자연스럽게 스윙이 이루어
진다면 하반신에 스웨이가 
없다는 증거다.

오른발 바깥쪽에 직선인 
막대를 수직으로 세우고 
테이크백하여 오른쪽 무
릎이나 허리가 막대에 닿
으면 하반신이 오른쪽으로 
스웨이되는 것이다.

어드레스 할 때 수직으로 
세운 막대와 허리 사이에 
생긴 간격을 톱까지 바꾸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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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9

● 아이언의 번호수 사이의 거리를 구분해서 치기 위해서는?

클럽을 짧게 쥐고 휘둘러 거리를 줄인다
아이언마다 샤프트의 길이와 로프트가 모두 다르다. 거리가 다른 이유가 된다. 하지만 아이언의 번호 수에 맞지 않는 
어중강한 거리의 경우 그 거리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에 연습할 사항은 9번 아이언으로 125야드, 피칭 웨

지로 100야드의 거리를 치는 사람이 그 사이의 거리를 어

떻게 낼 것 인지이다. 힘의 정도나 스윙의 크기를 조절하

여 거리를 구분해서 치기 위해선 고도의 감각이 필요하

다. 상당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거리에 맞게 힘을 조절해

서 치는 것은 힘들 것이다.

더 쉽고 합리적인 것은 그립을 짧게 쥐는 방법이다. 9번

으로 일반 위치보다 반인친(약1.3cm) 정도 짧게 쥔다. 물

론 똑같은 그립으로 같은 스윙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

으로도 비거리는 5야드 떨어진다. 짧게 쥔 만큼 원이 작아

져 거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120야드로 거리를 줄

일 수 있다. 또 다시 반 인치 짧게 하면 다시 5야드 떨어져 

115야드가 된다. 처음 그립보다도 1인치 짧게 쥐게 되므로 

비거리를 10야드 줄인 샷을 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윙은 같다. 자신이 할 것은 클럽을 

조금 짧게 쥐기만 하면 되므로 쉽고 정확하게 거리를 조

절할 수 있다. 이로써 아이언의 번호수 사이의 거리는 조

금 큰 클럽을 짧게 쥠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연습에서는 클럽은 항상 일정한 길이로 쥐고 치면서, 조

금 짧게 쥐고 치는 것도 연습해 두도록 한다. 이로써 실전

에서 거리를 구분해서 치는 것이 그

다지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언의 번호수 사
이의 거리를 치기 위
해서는 스윙을 바꾸
지 않고 그립을 짧게 
쥐기만 하면된다.

연습에서는 클럽은 항상 일정한 길이로 쥐고 치면서, 
조금 짧게 쥐고 치는 것도 연습해 두도록 한다. 이로
써 실전에서 거리를 구분해서 치는 것이 그다지 어
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1인치 짧게 쥐면 비거리를
10야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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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의 임팩트를 일정하게 만들어 보자

임팩트 후 오른쪽 엉덩이의 회전
임팩트가 일정하지 않는 것은 오른쪽 엉덩이가 빨리 앞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왼쪽 허리가 빠지는 것이다.
오른쪽 엉덩이 뒤에 닿도록 막대를 세우고, 임팩트까지 떼지 않도록 연습한다.

모든 아이언으로 임팩트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엉덩이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완전히 볼을 친 

후에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어깨를 목표 방향으로 돌려 

넣어 간다. 폴로 스루에서는 허리와 어깨는 동시에 돌린다.

임팩트가 일정하지 않는 것은 오른쪽 엉덩이가 빨리 앞으

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왼쪽 허리가 빠지는 것이

다. 오른쪽 엉덩이 뒤에 닿도록 막대를 세우고, 임팩트까

지 떼지 않도록 연습한다.    

Check Point 7

롱아이언 연속스윙

미들아이언 연속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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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Association

LPGA 프로페셔널스 레벨1 온라인 코스 론칭

LPGA 프로페셔널스(LPGA Professionals)는 'LPGA 프로페셔널스 레벨1 온라

인 코스'를 런칭,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5월부터 4회의 라이브 콜을 포함한 16

주 간의 온라인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LPGA 프로페셔널스 TEP(Teaching 

Education Program)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글 

자막 및 통·번역이 지원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 지방 및 해외 거주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 참가가 어려웠던 사람들

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교육 과정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

는 형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LPGA의 전문 인스트럭터가 16주의 강의 

기간에 주기적인 라이브 콜을 통해 교육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TEP의 전체 교육 과정은 총 세 단계로 나뉘며, 레벨1을 이수하면 어프렌티

스 멤버, 레벨2 이수자는 클래스B 멤버, 레벨3 이수자는 클래스A 멤버가 된

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레벨3 과정을 제외한 레벨1·2과정은 한국 내에서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국적 제한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다만 

멤버십은 만 17세 이상의 여성만 가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이수자에게는 교

육 이수증이 주어진다. 지난 2013년에 한국에 LPGA 프로페셔널스 아시아 

지부를 공식 런칭한 이후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의 교육 과

정을 진행해 왔다. 한국에서만 약 100여 명의 멤버가 이 교육 과정을 이수

했으며, 이 중 60여 명의 회원이 클래스A 멤버 자격을 얻었다. 회원들은 골

프 관련 산업 분야에서 헤드 프로, 티칭 프로, 골프 코치, 골프아카데미 및 

골프장 경영인, 골프 코스 관리인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청 문의 및 더욱 자세한 내용은 LPGA프로페셔널스 한국 공식 홈페이지 

및 LPGA 프로페셔널스 아시아 사무실을 통해 알 수 있다.

 

3부 투어에서 활동하던 전준하, 
KPGA 윈터투어 2회 대회 우승

전준하(22)가 한국프로골프(KPGA) 윈터투어 2회 

대회(총상금 4천만원) 우승을 차지했다. 전준하

는 지난 2월 5일 전북 군산의 군산 컨트리클럽

(파71·7천14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2

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7

타를 쳤다. 최종 합계 9언더파 133타를 기록한 

전준하는 강윤석(35)과 연장전을 치러 연장 첫 

홀인 10번 홀(파4) 10ｍ 버디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800만원이다.

2016년 KPGA 준회원으로 입회한 전준하는 3부 

투어 격인 프론티어 투어에서 주로 활동했다. 

2019년 10월 전역 후 지난해 2부 투어인 스릭슨 

투어를 뛰었으나 이렇다 할 성적은 내지 못했

다.

윈터 투어 1회 대회에서는 서명재(30)가 우승한 

바 있다. 3회 대회는 18일부터 이틀간 군산 컨트

리클럽에서 열린다.

KPGA, 니콘이미징코리아와 2년 더 간다… 
2023년까지 ‘페어웨이안착률’ 명칭권 연장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이하 KPGA)와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정해환)는 공식 스폰서 협약을 체결하고 ‘페어웨이안착률’에 대한 후원 연

장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2일(화)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 10층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니콘이미징코리아 정해환 대표, KPGA 구자철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

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2019년 KPGA와 공식 스폰서 협약을 통해 첫 인연을 맺은 니콘이미징

코리아는 이번 연장 계약으로 2023년까지 KPGA 코리안투어의 ‘페어웨이

안착률’에 대한 명칭 사용권을 부여받았고 니콘이미징코리아의 거리 측정

기 브랜드 ‘COOLSHOT(쿨

샷)’ 시리즈 역시 2023년

까지 KPGA 코리안투어의 

공식 거리 측정기로 지정

됐다. 

니콘이미징코리아 정해

환 대표는 “KPGA와 맺

은 파트너십은 한국프

로골프 팬들 사이에서 

‘COOLSHOT(쿨샷)’ 시리즈

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KPGA 코리

안투어의 공식 후원을 통해 골프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골프 

문화 성장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PGA 구자철 회장은 “변함없이 KPGA와 KPGA 코리안투어에 깊은 관

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니콘이미징코리아 임직원 분들께 고마움의 뜻을 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니콘이미징코리아와 KPGA가 동

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콘이미징코리아는 니콘 영상사업부의 한국법인으로 디지털 카메라, 교환

식 렌즈 등 영상 관련 제품의 수입, 판매,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국내 대표 

카메라 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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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오픈 새 후원사 DB그룹, 총상금 12억 원으로 증액

한국여자오픈 골프대회의 새 후원사

인 DB그룹이 총상금을 20% 늘어난 12

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까지 총상금 10억 원, 우승 상금 2억5

천만 원이었던 한국여자오픈은 이로

써 총상금 12억 원, 우승 상금 3억 원

으로 올랐다. 우승 상금이 3억 원 이

상인 대회는 한화 클래식과 하나금융 

챔피언십에 이어 3개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회 장소 역시 충북 음성

군의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으로 

변경된다.

세계적인 코스 디자이너인 로버트 

트렌트 존스 주니어가 설계한 레인

보우힐스 컨트리클럽은 개장 후 처

음으로 프로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페어웨이가 좁고 연못과 벙커 등 장

애물이 많아 장타보다는 정교하고 

전략적인 플레이가 요구된다.

KPGA, 더프라자(TPZ)와 업무 협약 체결… 
KPGA 회원 대상 다양한 혜택 제공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이하 KPGA)와 공간 공유 플랫폼 프라이

빗 골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더프라자(TPZ STUDIO, 이하 TPZ)가 업

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9일(화)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 10층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KPGA 한종윤 상근 부회장과 TPZ 이종훈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

석했다. 최근 새로운 골프

레슨 문화를 만들고 있는 

공간 공유 플랫폼 프라이

빗 골프 스튜디오인 TPZ는 

프로가 골프 연습장에 소

속되어 레슨을 하는 방식

이 아닌 트랙맨, 시뮬레이

터 등 레슨 전문장비가 비

치된 실내 공간에서 1:1 맞

춤형 레슨과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눈으로 보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곳이다. 

TPZ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레슨을 하는 KPGA 

회원은 원하는 지점에 예약 후 레슨을 하면 된다. 레슨을 희망하는 고객들

도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시간에 맞춰 예약을 할 수 있고 사생활 보호까지 

가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PGA와 TPZ는 이번 협약을 통해 KPGA 회

원을 대상으로 특별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KPGA 회원이 TPZ

를 처음 이용할 시 회원 1명 당 수강생 5명까지 플랫폼 이용료를 면제해준

다. 또한 영상 촬영 공간도 무료로 제공한다,  

KPGA 코리안투어 시드권자 및 시드 우선 순위자가 TPZ에서 개인 연습을 

희망할 시 하루 2시간씩 무료 이용 가능하며 KPGA 투어프로(정회원)와 프

로(준회원)는 시간 당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PGA 한종윤 상근 부회장은 “올해 주요 추진 과제가 KPGA 회원들의 권

익 증진인 만큼 멋진 사업이 될 것”이라며 “KPGA 회원들의 전문화된 레슨 

문화 선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경기시간 줄이기 위해"…美프로골프협, 거리측정기 허용

공식 프로대회에서 금지됐던 거리측정기(distance-measuring devices)를 올

해 일부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골프위크에 따르면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는 10일(한국

시간) "올해부터 협회가 주관하는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과 KPGA 여

자 PGA 챔피언십, 시니어 PGA챔피어십에서 거리측정기 사용을 허용한다"

고 밝혔다.

남자와 시니어 대회는 5월, 여자 대회는 6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짐 리처슨 미국프로골프협회장은 "챔피언십 대회에서 경기의 흐름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늘 관심이 있었다"며 

거리측정기 사용을 

허용한 배경을 설명

했다. 그는 "거리측정

기 사용은 이미 경기

에서 흔하고 골프 규

칙에도 올라 있다"며 

"선수와 캐디들은 오

래전부터 연습라운드

에서 거리를 알기 위

해 거리측정기를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연습라운드에서 야디지북 작성을 위해 이미 거리측정기 사용이 보편화 되

어있는 상황에서 실전에만 불허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

으로 보인다. 거리판단과 클럽선택 등으로 플레이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리측정기를 사용하려는 선수·캐디는 골프 규칙(4.3a항 1조 '거리와 

방향 정보')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나 방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가능하지만, 

고도 변화를 파악하거나 거리·방향 정보에 대한 해석까지 도움받는 것은 

금지된다.

Golf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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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4년 만에 매치플레이 개최...
5월 뱅크 오브 호프 대회 신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가 4년 만에 매치플레이 대회를 

연다. 오는 5월 열리는 뱅크 오

브 호프 매치플레이 대회가 그 

무대다.

LPGA 투어는 "5월 26일부터 30

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

거스의 섀도우 크릭 골프장에서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플레이 호스티드 바이 섀도우 크릭이 새로 열린

다"고 19일 밝혔다. 총상금 150만 달러의 이 대회는 64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4명씩 16개 조로 나눠 사흘간 예선을 치른 뒤에 각 조 1위가 16강 본선을 갖

는다. 본선은 싱글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하고, 최종일인 30일에 열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두 선수를 가린다.

LPGA 투어가 매치플레이 방식 대회를 여는 것은 2017년 5월 로레나 오초

아 매치플레이 대회 이후 4년 만이다. 케빈 S. 김 뱅크 오브 호프 이사장 겸 

행장은 "최고의 여성 골퍼들이 미국 최고의 골프 코스를 만나 독특한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LPGA, 섀도우 크릭과 협력해 2021년 그리고 앞

으로도 투어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성공적인 대회 중 하나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GA투어, 경기장 입장 제한 완화..."선수 가족 및 매니저 OK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이달 말부터 경기장 입

장 제한을 완화한다. 골프위크는 “PGA 투어 사무국

이 최근 선수들에게 ‘오는 26일 개막하는 월드골프

챔피언십 앳 더 컨세션부터 선수 가족은 모두 경기

장에 입장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담긴 이메일

을 보냈다”고 지난 2월 12일 보도했다.

아울러 월드골프챔피언십 앳 더 컨세션부터는 선수 

매니저들도 경기장 입장이 전면 허용된다.

특히 다음 달 12일 개막하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때는 가족, 매니저는 물론 선수 1명이 4명까지 손님을 초청해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족, 매니저, 초청 손님은 선수가 머무는 전용 구역이나 

코스에 설치된 로프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지금까지는 선수 가족이라

도 제한된 인원만 코스에 들어올 수 있다. 지난 2월 12일 시작된 AT&T 페블

비치 프로암이나 다음 주 열리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선수 가족 입장

을 아예 금지했다.

또한 PGA 사무국은 오는 3월 4일부터 열리는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 

하루 8000명에 아르는 일반 관중을 입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GA 투어는 지난해에는 하루 2000명 관중 입장을 허용한 휴스턴 오픈을 

제외하면 모든 대회를 무관중으로 치렀다. 올해는 피닉스 오픈에서 하루 

5000명까지 관중을 받았다.

LPGA투어에 '포포프 룰' 생긴다…비회원 우승자 차별 철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비회원 우승자에 대한 각종 차별이 없어

진다. LPGA투어 선수회는 올해부터 비회원 우승자 특전 규정을 개정하기

로 뜻을 모았고, 투어 사무국이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골프위크가 

지난 2월 9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비회원이 LPGA투어 대회에서 우승해 받은 상금과 각

종 포인트를 인정한다.

종전에는 비회원 우승자는 회원 가입 절차를 밟고 나면 상금과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 투어를 시작해야 했다.

지난해 비회원 신분으로 메이저대회인 AIG 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한 조피

아 포포프(독일)는 우승 후 회원이 됐지만, 상금랭킹과 CME 레이스 포인트

는 0에서 시작했다. AIG 여자오픈 우승 상금 67만5천 달러는 포포프의 공

식 상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CME 레이스 포인트도 하나도 받지 못해 시

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비회원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면 종전에는 2년간 회원 자격을 부여했지

만, 올해부터는 회원과 마찬가지로 5년짜리 투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또 비회원이라도 우승하면 곧바로 다음 대회에는 투어 대회 우승자 자격으

로 출전할 수 있게 된다.

포포프는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에도 대회 출전에 제약이 있었다.

비회원 우승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 것은 지난해 포포프가 겪은 설움이 여

러 번 논란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골프위크는 새 규정을 '포포프 룰'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바뀐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포포프와 함께 작년 비회원으로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을 제패한 김아림

은 아쉽게도 5년짜리 투어 카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LPGA투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는 한시적으로 풀었던 캐디 동반 의무 규정을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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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aching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Korea Teaching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장       소 : 실크리버 컨트리클럽 (충북 청원)

일       시 : 2021년 4월 21일(수)

접수일자 : 참가신청 접수중.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접수, 전화
 - 등록은 참가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참가비를 납부 한다.

 - 참가신청 후 참가비는 환급받지 못한다(신중하게 선택할 것)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3.5*4.5) 사진1매

참  가  비 : 250,000원 (그린피, 캐디피 별도)

계좌번호 : 하나은행 759-910002-72404

                  (예금주 (사)한국티칭프로골프협회)

     2021년 제1회 티칭프로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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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하여 동년 동월 문화체육관광부 로부터 티칭프로 교육 및 지도자 양성단체로 허가를 받아(허가번호 제 2003-39
호) 2004년 5월에 첫 선발전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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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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 time ago~ 

골프가 부의 상징이고 고품격 고가 명문 골프장을 지향 

했던 한 시대에 풍요속의 낭만과 여유있는 골프문화가 번성

하던 옛 시절. 뿅골프장에서 챔피언 대회가 열렸다.

사업을 막 시작한 뽕골퍼는 비즈니스로 골프를 즐기다보니 

실력이 붙어 실력을 평가 받고파  챔피언대회에 출전했다.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둘러리 선수로 마음을 비우고 경기

를 즐기던 뿅골퍼는 4라운드 마

지막 경기에 들자 홀컵이 바케

스로 보이고 샷한 볼이 저절로 

빨려 들어가 행운의 이글과 버

디를 마구 잡아 내줘 자기도 모

르게 입상권으로 진입하게 되었

다.

최종일 18번홀에서 선두와 타이

를 이루고 승리를 눈앞에 둔 뽕

골퍼는 갑자기 불현듯 챔피언이 

되면 뒤풀이 잔치 비용에 부담

이 느껴져 순간 상념에 빠졌다.

사업 초창기라 회사에 많은 투

자가 필요한 시기라서 이번은 

양보하고 내년에 꼭 챔피언이 

되어 축하잔치를 멋지게 여는게 

좋겠다고 생각한 뿅골퍼는 그

만, 챔피언 우승샷 50cm 퍼팅을 

일부러 슬쩍 옆으로 빗겨 쳐 우승을 내주었다.   

일년 후 회사 기반을 튼튼히 잡은 뿅골퍼는 챔피언 꿈의 

한을 풀고자 대회에 출전했지만 우승은 커녕 몇년째 도전

해도 입상권에도 들지 못했다.

그후 골프 대중화로 골프세대가 교체되어 젊고 막강한 실력

자 들이 출현해 뽕골퍼의 챔피언에 대한 꿈은 점점 뽕하고 

사라져 아쉬움과 미련만 더 해갔다.

대통령과 챔피언은 실력위에 운

이 따르고 하늘이 점지해 준다는 

말이 있듯이 그때 운이 따라 기회

가 왔을때 챔피언이 됐으면 영광

의 우승컵과 그린자켓도 차지하

고 또 골프장 보드판에 이름이 올

라가 대대손손 가문의 영광이 되

어 골퍼로서 한평생 자부심을 가

졌을텐데…

애통해 하는 뽕골퍼는 이십 여년

이 지난 지금 까지도 챔피언이 될 

뻔한 전설같은 그 옛날 이야기를 

두고 두고 말하며 한탄 속에 후회

하고 있다. 

골프와 인생은 마음 먹은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며…?   

우째~~ 이런일이!!    

글 / 한수경 '파골프앤트래블' 영남지사장

뻔 챔피언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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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fun fun 

대통령과 챔피언은 실력위에 운이 따르고 하늘이 점지해 준다는 말이 있듯이 그때 운이 따라 기회가 왔을때 챔피언이 됐으면 영광의 우승컵과 

그린자켓도 차지하고 또 골프장 보드판에 이름이 올라가 대대손손 가문의 영광이 되어 골퍼로서 한평생 자부심을 가졌을텐데…

애통해 하는 뽕골퍼는 이십 여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챔피언이 될 뻔한 전설같은 그 옛날 이야기를 두고 두고 말하며 한탄 속에 후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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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챔피언선발 골프대회

이정철 회원 도전 10번만에 소원 이뤄…

천년의 고도 경주 보문단지내에 자

리잡아 국제적인 명문코스로 유명

한 경주신라컨트리클럽(36홀 파72) 챔피

언 선발대회에서 구력20년의 이정철씨가 

챔피언 도전 10번만에 소원하던 꿈을 멋

지게 이루고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제19대 

챔피언에 등극해 영광의 그린자켓과 우

승컵을 품에 안았다.

코로나의 여파로 대회가 평년보다 축소

되어 철저한 방역속에 2라운드 36홀 스

트로크플레이로 경기를 마친 이 대회에

서 첫날 버디2개를 잡고 선전한 이정철씨

는 후반전에서 어프러치샷의 미스로 버

디4개를 놓친 아쉬움을 남기며 1오버파 

75(36 39)타를 기록했다.

2라운드 최종일 경기에서 정상을 찾은 이

정철씨는 첫날 실수를 만회하듯 정교한 

어프러치샷 으로 정확성이 요구되는 2번

홀(파4 387m)에서 황금의 버디찬스를 가뿐히 성공시키며 2

위 김진영씨를 1타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자리에 우뚝서서 

우승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어, 그 기세를 타고 3번홀(파3 190m)과 내리막홀 6번홀(파

3 168m)에서 신들린 듯한 퍼팅실력을 선보이며 버디 2개를 

연이어 뽑아내고 승승장구 전반전 보기없이 3언더파 33타를 

쳐 단독 선두자리에 쇄기를 박았다.

후반전 도그랙 10번홀(파4 403m)에서 보기를 11번홀(파

5 474m) 버디로 막아내고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며 유감없

이 실력을 발휘한 이정철씨는 나머지홀 파행진을 거듭하며 

이븐파 36타를 쳐 3언더파 69타를 기록. 최종합계 이븐파 

144(75 69)타로 2위 김진영씨를 6타차로 여유있게 제치고 짜

릿한 승리의 쾌조를 외쳤다. 

김진영씨도 16번홀(파3 149m)에서 그린을 둘러싼 벙커의 난제

를 뚫고 버디1개를 잡고 맹추격을 가했지만 역부족으로 선두 

이정철씨와 6타 뒤진 6오버파 150(74 76)타로 2위에 랭크됐다.

뒤이어, 지난해 챔피언 박태영씨와 김영춘씨가 2위와 1타차 

151타로 공동3위에 랭크됐으나 백카운트로 3위는 김영춘씨

(75 76)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이정철 챔피언은 우승소감에서 좋은 컨디션속에 어프러치샷

과 퍼팅의 주효로 경기가 잘 풀렸고 최종일 2번홀에서 버디

찬스를 잡은 것이 우승요인으로 연이어 3.6번홀에서 버디2

개를 잡으며 자신감과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또한, 좋은 동반자들과 응원해준 친구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 

마음을 비우고 한타 한타 정성껏 최선을 다했다며 최종일 3

언더파 69타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거둬 흐뭇하고 소원하던 

챔피언 꿈도 이뤄서 기쁘다고 했다. 

주위에 훌륭한 성품과 매너를 겸비한 실력파 모범골퍼로 칭

송이 자자한 이정철 챔프는 앞으로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감

사의 보답으로 더욱 실력과 내공을 쌓아 귀감되는 챔피언이 

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챔피언-이정철 144    2위-김진영 150     3위-김영춘 151 

‘59타 불운’ 해드윈, 생애 첫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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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에덴밸리컨트리클럽 챔피언골프대회 

장상균 회원, 지난해에 이어 3연패 우승

영남의 알프스 에덴밸리건트

리클럽(18홀 파72) 제14회 

챔피언 골프대회에서 구력14년의 

장상균씨가 지난해에 이어 챔피

언 3연패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고 

통도파인이스트 컨트리클럽 챔피

언 2승을 비롯해 챔피언 통산 5관

왕의 금자탑을 세웠다. 

예선전 첫날 컨디숀 저하로 실력

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 곤조를 치

룬 장상균씨는 2라운드 경기에 들

어 평정을 되찾아 특기인 드라이

버샷과 퍼팅을 발휘해 3번홀(파3)

과 5번홀(파4)에서 버디2개를 기

록한 2오버파 74타를 쳐 예선전 

합계 159타로 선두 김명곤씨와 1

타차로 거리를 바싹 좁히며 최창

호 왕년 챔피언과 나란히 공동2위

로 올랐다.

3라운드 결승전에서 전략적인 경

기로 2번홀(파5)에서 정교한 퍼팅

으로 버디1개를 멋지게 캐낸 장

상균씨는 선두 김명곤씨를 2타차

로 제압하고 역전에 성공하며 기

세를 타고 8번홀(파4)에서 호쾌한 드라이버샷으로 천금 같은 

버디를 잡아내며 5타차 선두로 안정된 경기를 펼쳤다.

2라운드 예선전 합계 196타로 김명곤씨와 최창호씨가 공동2

위권에서 맹추격을 가했지만 장상균씨의 기세를 꺽지 못하

고 17번홀(파5)에서 8타차로 격차를 더 벌린 장상균씨가 여

유있는 승리를 거두며 3라운드 최종합계 234(85 74 75)타로 

짜릿한 역전의 우승 깃발을 날리고 3번째  에덴밸리 그린자

켓과 황금열쇠를 독차지했다.

이어, 김명곤. 최창호씨가 최종합계 242타로 공동 2위에 랭

크되어 백카운트로 최창호씨(82 77 83)가 2위. 김명곤씨(77 

81 84)는 만년3등이란 오명을 벗지 못한채 3위로 아쉬움을 

더했다. 

장상균 챔프는 각종 권위있는 골프대회 우승을 휩쓴바 있는 

실력파 미남골퍼로 올해 통도파인이스트컨트리클럽 3승 챔

피언 도전이 어긋나 아쉬웠지만, 에덴밸리컨트리클럽 3연승 

챔피언 타이틀을 거둬 흐뭇하고 기쁘다며, 앞으로 인격과 실

력을 더욱 다지고 매너와 에티켓 넘치는 멋진 골퍼가 되도록 

노력해서 품격있고 아름다운 에덴밸리컨트리클럽에 걸맞는 

훌륭한 챔피언이 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챔피언-장상균 234     2위-최장호 242     3위-김명곤 242

장상균 챔프는 각종 권위있는 골프대회 우승을 휩쓴바 있는 실력파 미남골퍼로 올해 통도파인이스트 

컨트리클럽 3승 챔피언 도전이 어긋나 아쉬웠지만, 에덴밸리컨트리클럽 3연승 챔피언 타이틀을 거둬 

흐뭇하고 기쁘다며, 앞으로 인격과 실력을 더욱 다지고 매너와 에티켓 넘치는 멋진 골퍼가 되도록 

노력해서 품격있고 아름다운 에덴밸리컨트리클럽에 걸맞는 훌륭한 챔피언이 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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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오펠골프클럽 제12회 챔피언골프대회

김희복 회원 첫출전에 챔피언 타이틀 획득

김희복씨가 챔피언 도전 

첫 번만에 오펠골프클

럽(대표 이정익) 제12대 챔피

언 타이틀을 탈환하고 영광

의 그린자켓과 우승컵을 거

머줬다.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 김희

복씨는 첫날은 긴장이 많이 

되어 안전 위주로 경기를 풀

어가 77타를 기록했다.

집중 공략전을 펼친 2라운드 

경기에서 신들린 듯한 퍼팅

으로 버디 4개를 멋지게 뽑

아내고 모든샷도 뜻대로 따

라줘 이븐파 72타를 쳐서 예

선전 2라운드 합계 149타로 

2위 김준영씨를 3타차로 따

돌리고 첫날 6위권에서 껑충 

단독선두에 올라 승리의 발판을 굳게 다졌다. 

3라운드 최종일 경기는 마음을 비우고 3타차 선두가 아닌 3

타 뒤져 있다는 생각과 집념으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정성껏 

경기에 임한 김희복씨는 첫 가람1번홀(파4 349m)부터 정확

한 아이언샷으로 파행진을 거듭하며 선두자리를 굳건히 지

켰다.

정확한 티샷이 요구되는 9번홀(파4 354m) 140m 남은 지점에

서 샷한 볼이 벙커에 빠진 김희복씨는 내리막홀이라 그린을 

보지 못하고 공략하는 홀이라 더블보기를 예상하고 쳐낸 볼

이 파로 세입되어 위기를 모면하고 2위 김준영씨와 5타차 격

차가 더 벌어져 운이 따라줌을 직감했고 우승의 결정적 요인

이 됐다.

17번홀에서 선두와 9타차 벌어진 김준영씨는 마지막 18번홀

(파4 362m)에서 버디를 잡고 2타를 좁혔지만 역부족. 총합계 

232(76 76 80)타를 기록해 김희복씨가 7타차로 승리를 거두

며 3라운드 최종합계 225(77 72 76)타로 우승 깃발을 꽂았다.

골프가 유일한 취미로 주말에만 드라이버샷 230m를 호쾌

하게 날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열심히 골프를 즐겨 에너지

를 충전한다는 김희복 챔프는 구력 20년으로 지난해 행운

의 홀인원을 2번이나 기록했고 홀인원상으로 받은 골프볼

과 장갑으로 챔피언 우승을 차지해 더욱 의미가 깊고 기쁘

다고 했다.  

3위는 이정호씨가 2위와 1타차 총합계 233(80 76 77)타로 

차지했다.

하늘과 자연 사람이 만나는곳 영천골프클럽(27홀 파72)은 

신의 축복을 받은 듯 천혜의 자연경관속 자리잡은 명문골

프장으로 새로운 도약! 하나되는 오펠! 이란 기치아래 군위

오펠골프클럽(18홀 파72) 고령오펠골프클럽(18홀 파72)과 

함께 경북지역 골프발전을 도모하고 골프대중화에 주축이 

되고 있다.

  챔피언-김희복 225     2위-김준영 232    3위-이정호 233

136 | PAR GOLF&TRAVEL | March 2021

134-142 아마추어경기상보.indd   136 2021-02-25   오후 4:41:03



Amateur Golf

토포필리아배 제22회 KNN골프대회

구력18년 김형일 선수 정상석권

토포필리아배 제22회 

KNN골프대회에서 구

력 18년의 김형일 선수가 이

븐파 72(36 36)타로 정상을 

석권했다.

부산 경남 대표방송-KNN. 

(주)서융그룹 주최와 부산광

역시골프협회(회장 이길안) 

KNN방송 주관으로 (주)서융 

(주)현담 롯데건설 더간다골

프 CUCKOO 포스코건설 송월

타월 협찬을 받아 통도 파인

이스트컨트리클럽(36홀 파72)

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기라성 같은 

실력파 남녀 총 260명의 선수

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출전

하여 전통과 격조있고 권위있

는 대회에 걸맞게 프로 못지않은 막강 실력들을 발휘하며 코

로나19-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최고의 아마골프

제전을 벌렸다. 

18홀 스트로크플레이 선수권부에 출전한 김형일 선수는 섬

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북코스 1번홀(파5 455m) 첫홀에서 파

를 기록하며 산뜻한 출발로 안정감 있는 플레이와 정확한 페

어웨이 적중률을 선보이며, 까다로운 3번홀(파3 163m)에서 

정교한 어프러치샷으로 버디찬스를 가뿐히 성공시키고 단독

선두에 올랐다.

그러나 8번홀(파4 315m)에서 보기 실수로 통도CC 3승 챔피

언 김진권 선수와 이븐파 36타로 타이를 이루며 전반전에서 

공동1위에 랭크됐다.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경기에 임한 박형일 선수는 모든 샷

의 호조로 파행진을 거듭하며 선전했으나, 가감한 퍼팅이 필

요한 14번홀(파4 326m)에서 보기를 기록해 아쉽게 김진권 

선수에게 1타를 내줬지만, 평소대로 부담없이 경기를 치루

며 프로에 버금가는 실력을 발휘한 김형일 선수는 16번홀(파

4 363m)에서 특기인 어프러치샷과 퍼팅으로 행운의 황금 버

디를 잡아내고 17. 18번홀은 파세이브로 경기를 마쳐 이븐파 

72타로 김진권 선수와 공동1위에 올라 백카운트로 대회 참가 

3번만에 행운의 첫 우승컵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진권 선수는 멋진 티샷과 좋은 퍼팅샷을 선보이며 3. 6. 14

번홀 보기3개를  2. 7.10번홀 버디 3개로 막아내며 노련하게 

막강 실력을 발휘 했지만 14번홀에서 벙커에 빠진 실수를 범

해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이어, 2위와 1타차 1오버파 73타의 강판기(35 36)선수는 

4.5.8.14번홀에서 버디4개를 뽑아내며 선전했으나 마지막 18

번홀 보기 실수로 구본관(37 36)선수와 공동3위에 올랐으나 

백카운트로 구본관 선수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신페리아 경기는 남코스에서 치뤄져 여자부는 구력 15년의 

김유진 선수가 70.6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고, 또 대회에 

처음 참가한 김봉교 선수는 드라이버샷의 주효로 2.3번홀에

서 버디2개를 잡고 3오버파 75(35 40)타를 기록 네트스코아 

70.2타로 구력 15년만에 남자부 첫 우승에 올라 기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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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력 22년의 장진윤씨가 챔피언 도전 2

번만에 소원을 이루고 동부산컨트리

클럽(대표 최성필)챔피언 왕좌에 올랐다.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플레이로 31명의 선

수가 출전해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준수하

며 3일간 개최된 대회는 첫날, 2오버파 74

타로 장진윤씨가 2라운드 전반전 3번(파5 

485m)과 8번홀(파5 508m)에서 특기인 아

이언샷으로 행운의 이글 2개를 기록하고 

그 여파로 드라이버샷 220m를 호쾌하게 

날리며 11번홀(파5 468m)에서 버디1개를 

추가하며 선전해 2위 성수경씨를 2타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오르며 예선전 2라운

드 합계 171타에서 컷오프된 1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운산 자락의 울창한 수림속에 아늑한 절

경이 매력인 Hill코스와 Lake코스에서 치러진 3라운드 결

승전은 3번홀(파3 185m)에서 버디찬스를 가볍게 성공시키

고 산뜻한 출발로 단독 선두로 질주한 장진윤씨는 11번(파3 

179m)에서 절묘한 어프러치샷으로 버디1개를 캐내며 3오버

파 75(38 37)타를 추가해 최종합계 230(74 81 75)타로 김철홍 

성수경씨를 6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꿈에 그리던 동부산

컨트리클럽 챔피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이어, 총합계 236타로 김철홍(78 80 78) 성수경(81 76 79)씨

가 공동 2위에 올라 백카운트로 김철홍씨가 2위를 성수경씨

가 3위를 차지했다. 

레이크 4번홀(파3 176m)에서 2조로 출발한 이현창씨가 생애 

3번째 홀인원의 행운을 기록하는 대회 이변도 창출했다.

장진윤 챔프는 우승 인사말에서 2라운드에서 퍼터의 난조

로 5개의 버디찬

스를 놓쳐 점수를 

많이 잃어 아쉽긴 

했지만, 한타 한

타 정성껏 최선을 

다해 얻은 승리라 

흐뭇하다고 했다.  

그간 각종 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넓혔고 선배 최동창 챔프와 

동반한 라운딩에서 나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어 생각하지 

못한 챔피언이 되어 기쁘다며, 또 같이 대회를 치른 동반자

들이 편안하게 경기에 임할수있게 해주어 덕분에 우승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말을 전했다. 

대운산 맑은 정기를 품고 자연 인간 예술의 합작으로 이뤄진 

동부산컨트리클럽(27홀 파72)은 국가무형문화제 제124호 궁

중채화장 장인-황수로 회장이 일제강점기에 조선 문화 말살 

정책으로 조선시대 최고 문화를 단절시켜 맥이 끊긴 궁중문

화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전수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함을 

절감하여 지난 50여년간 각종 고 문헌을 연구 복원하여 동부

산컨트리클럽 입구에 한국 전통 궁전 양식의 아름다운 건축

을 10년간 공사를 거쳐 재현한 한국궁중꽃박물관을 지난해 

개관했다.

순정효황후의 아름다운 내실을 재현한 비해당과 수로재에

서 1887년 “고종정해진찬의”풍경을 비롯한 조선왕조 500년

의 궁중 진연을 장식한 궁중 채화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

고 여러 작품들과 문헌 제작도구를 비롯한 관련 유물도 전시

한다.  

  챔피언-장진윤 230     2위-김철홍 236     3위-성수경 236

동부산컨트리클럽 챔피언선발 선수권대회

장진윤 회원 도전2번만에 참피언 등극

▼ 한국궁중꽃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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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파미힐스컨트리클럽 챔피언선발대회

김재구 회원 챔피언 4승 위업달성

파미힐스컨트리클럽(36홀 파72) 제10대 챔피언에 구력17

년의 김재구씨가 등극해 챔피언 4관왕의 위업을 세웠

다.

3라운드 54홀스트로크플레이로 첫날 50명의 선수가 참가하

여 코로나19-방역규칙을 엄숙히 지킨 가운데 장문익 김현태 

설정수 대표를 비롯해 전직원의 철저한 준비와 관심속에 쾌

적한 코스에서 치러진 이대회는 예 선전에서 김재구씨가 2

라운드 합계 149타로 김현수씨를 2타차 제치고 단독선두로 

161타 컷오프한 12명의 선수가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결승전 3라운드 경기에서 단독선두로 질주한 김재구씨는 그

린이 까다로운 9번홀(파4 334m)과 난이도가 높은 10번홀(파

4 288m)에서 정교한 퍼팅으로 버디2개를 캐내고 그여세를 

몰아 12번홀(파4 293m)과 15번홀(파3 136m)에서 정확한 티

샷을 구사하며 버디2개의 황금줄을 잡고 2위와 격차를 더

욱 넓히며 선전해 1오버파 73타를 기록. 3라운드 최종합계 

222(75 74 73)타로 2위 배극용씨를 무려 10타로 여유있게 제

치고 멋진 승리를 거뒀다.

김재구씨는 차분하고 안정된 경기를 이끌며 지난 파미힐스

컨트리클럽 챔피언 3승에 이어 4번째 그린자켓과 우승컵을 

차지해 챔피언 4관왕에 올랐다.  

배극용씨는 첫날 73타로 선두로 달렸으나, 2라운드 예선전

에서 컨디션 저하로 80타를 쳐 합계 153타를 기록해 2위 김

현수씨와 2타차로 3위로 밀려났으나, 결승전에 들어 공격적

인 플레이로 내리막홀 11번홀(파3 165m)과 12번홀(파4 293m)

에서 특기인 아이언샷의 주효로 버디2개를 잡고 79타를 추

가한 최종합계 232(73 80 79)타로 3위 신인식씨를 1타차로 

아슬하게 따돌리고 2위로 랭크됐다.  

신인식씨는 예선전에서 2라운드 합계 156타로 김상훈 가재

장씨와 공동 5위권에 머물렀으나, 결승전 12.15번홀에서 행

운의 버디2개를 낚아 77타를 쳐 점수를 만회하고 최종합계 

233(76 80 77)타를 기록해 껑충 3위로 입상했다.  

김재구 챔프는 성실 근면하고 노력파 골프 애호가로 평소 많

은 매이저 대회에 참가한 것이 실력이 연마가 되어 편안하게 

즐기며 경기에 임했을 뿐인데 우승을 하게되어 기쁘다고 소

감을 피력했다. 

챔피언ㅡ김재구  222      2위ㅡ배극용  232     3위ㅡ신인식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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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컨트리클럽 챔피언 선발대회

자연의 배려와 골프 미학이 창조한 27홀 유럽식 코스 보라컨트리클럽(대표 

안영호)챔피언대회에서 김희규씨가 박빙의 역전 승리로 챔피언 우승컵을 

탈환했다.

첫날 총 37명의 선수가 출전해 코로나19-방역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3일간 

Henry코스와 William코스에서 54홀 스트로크플레이 경기로 예선전을 벌린 

이 대회는 장타수 최진호씨가 2라운드 2번홀(파5 567m)에서 정확한 드라이

버샷으로 상쾌하게 버디를 잡고 산뜻한 출발을 한후 9.12.15.16,18번홀에서 연

이어 줄버디 6개를 연이어 캐내며 2언더파 70타를 쳐 예선전 2라운드 합계 

1오버파 145(75 70)타로 2위 김희규씨와 7타차로 거리를 두고 선두자리를 확

고히 다지며, 165타에 컷 오픈된 15명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한편, 첫날 차분한 플레이로 2오버파 74타로 선두였던 김희규씨는 2라운

드 2번홀에서 행운의 이글을 기록하며 그 기세로 10번(파5 523m) 16번홀(파

4 367m)에서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버디2개를 더 캐내며 선전했지만, 11번홀

에서 드라이벗샷의 미스로 더블보기를 기록하고 13번홀에서 양파를 범하며 

점수를 잃어 2라운드 예선전 합계 152(74 77)타로 3위 한성진씨를 2타차로   

제치고 2위에 랭크됐다.

3라운드 결승전은 8번홀(파4 325m)에서 최진호씨가 버디퍼팅을 가뿐히 성

공시켜고 김희규씨와 8타차로 더 점수가 벌어져 승세를 굳히는 듯했으나, 9

번홀(파4 363m)에서 OB로 트리플 보기를 범해 3타를 내줘 2위 김희규씨와 

거리가 5타차로 다시 좁혔졌다.

후반전 텁텁한 날씨에 컨디숀 저하로 샷이 뜻대로 안따라 주어 고전을 치

른 최진호씨는 안정을 되찾아 13번홀(파3 150m)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6타차 

승리로 이끌었지만, 16번홀(파4 367m)에서 드라이버샷의 난조로 또 OB를 내

서 트리플 보기를 기록하고 많은 점수를 내줘 김희규씨와 점수가 2타차로 

좁혀졌다.

날선 공방전을 벌린 17번홀(파3 208m)에서 최진호씨의 더블보기를 파로 막

아낸 김희규씨는 불굴의 의지와 인내로 합계 222타를 쳐 드디어 최진호씨

와 타이를 이뤄냈고, 숨막히는 접전의  18번홀(파4 431m)에서 승부수를 던진 

김희규씨는 파 퍼팅샷을 멋지게 성공시키고 총합계 227(74 78 75)타로 최진

호씨를 1타차로 아슬하게 따돌리고 박빙의 역전 승리를 거두며 생애 첫 영

광의 우승컵과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줬다. 

악 영향의 날씨에 컨디숀 저하와 모든샷의 곤조로 위기에 처한 최진호씨는 

16번홀까지 2타 선두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선전했으나, 마지막 18번홀 파

퍼팅이 약간 빗나가서 보기를 기록하며 1타차로 아쉽게 보라컨트리클럽 3

승 챔피언 타이틀을 놓쳤다. 

3위는 김진영씨가 7번홀에서 행운의 버디를 잡고 4위 배형국씨를 1타차로 

제치고 2위와 4타차 총합계 232(80 75 77)타로 입상했다.

  챔피언ㅡ김희규 227      2위ㅡ최진호 228     3위ㅡ한성진 236 

포항오션힐골프클럽 챔피언대회

동해바다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태백준령의 절경이 어우려진 오션

힐스포항골프클럽(파72) 챔피언전에서 유일만씨가 지난해 우승에 

이어 3승 챔피언컵과 그린자켓의 주인공이 됐다.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로 3일간 코로나19-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치룬 이 대

회는 1언더파 71타로 김상식씨

가 첫날 선두에 올랐고 2타 뒤

진 1오버파 73타로 유일만씨가 

2위를 차지하고 2라운드에 들

어 유일만씨가 신들린 듯한 퍼

팅 실력을 구사하며 1언더파 71

타를 쳐 예선전 2라운드 합계 

이븐파 144타를 기록해 김상식

씨를 2타차로 따라 잡고 선두자리를 꽤찼다.

이어, 2위 김상식씨(71 75)와 1타차 뒤진 3언더파 147타로 김종훈 

엄태호씨가 3위권에서 뒤따랐고 정영호 신치수씨가 3위와 1타차 

148타로 4위권에서 예선전을 통과했다.

왕년의 챔피언 김종훈 정영호씨와 함께 3파전을 치룬 3라운드 결

승전에서 유일만씨는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자리를 여유있게 굳건

히 지키며 5오버파 77타를 쳐 3라운드 최종합계 221(73 71 77)타로 

김종훈 정영호씨를 4타차로 누루고 지난해에 연이어 우승컵을 차

지했다.

18번홀에서 멋진 버디퍼팅 성공으로 점수를 만회한 왕년 챔프 김

종훈씨는 총합계 225(74 73 78)타로 정영호씨와 공동2위에 올라 백

카운트로 2위로 마크됐다.   

  챔피언-유일만 221    2위-정영호 225     3위-김종훈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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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teur Golf

제43회대구컨트리클럽 챔피언선수권대회

대구컨트리클럽(회장 우기정) 챔피언전에서 김준영씨가 첫 우승컵을 품에 

안고 대구컨트리클럽 제43대 챔피언에 올랐다.

첫날 동.중코스에서 36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18홀 스트로크경기로 예선전을 

치뤄 81타에서 컷 오프된 16명이 1위부터 16위까지 시드권을 부여 받아 16강

전에 진입했다.

2라운드 부터는 홀매치 플레이 토너먼트로 경기를 치뤄져 16강전은 중.서코

스에서 황창영-김창근 최현석-김상식 배창규-김헌섭 성용철-정주용 백순

기-강석찬 이규복-구형명 최성곤-이

원호 최영구-김준영씨 대결로 역대 챔

피언들이 대거 출현해 왕중왕을 가리

는 치열한 접전속에 김창곤 최현석 배

창규 성용철 백순기 이규복 최성곤 김

준영씨가 8강에 합류했다.

3라운드 8강전은 서.동코스에서 김창

근-최현석 배창규-성용철 백순기-이

규복 최성곤-김준영씨가 한조가 되어 

한치 양보없는 경합을 치러 황창영 배

창규 백순기 김준영씨가 4강자로 뽑혀 준결승에 진출했다.

중.서코스에서 홀매치로 치른 준결승전은 황창영-배창규 백순기-김준영씨 

대결해 황창영 김준영씨의 숨막히는 격돌속에 막강한 2강자로 남아 동.중코

스에서 예측불허의 공방전을 벌린 결승전에서 김준영씨가 특기인 정교한 아

이언샷과 퍼팅의 주효로 최강자로 우뚝서며 소원하던 챔피언 꿈을 이뤘다.

시니어챔피언전은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플레이로 경합을 치룬 끝에 가재

장씨가 합계 223(75 71 77)타로 2위 정규운씨(75 74 77)를 3타차로 제치고 지

난해에 이어 시니어 2연패 챔피언 우승컵을 

차지했고 3위에 권찬호씨가 합계 233(78 80 

75)타로 마크됐다. 

역사와 전통있는 대구컨트리클럽(27홀 파72)

챔피언대회에서 손문학씨가 5번 우승을 이준

기씨가 4번 우승. 구형명 박철수씨가 3번 우

승의 전설로 이름을 남겼다.

  챔피언ㅡ김준영    시니어챔피언ㅡ가재장

오션힐스영천골프클럽 챔피언대회

비제이 싱이 디자인한 스코틀랜드형 코스로 영천 운주산 맑은 정

기를 품은 27홀의 오션힐스영천골프클럽(대표 김도균) 챔피언전에

서 박태영씨가 3번째 우승에 올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승 블루

원컨트리클럽 1승 챔피언 통산 6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치

열한 접전을 벌린 대회 예선전 2라운드경기에서 정규운씨가 합계 

156(77 79)타로 단독선두에 올랐고 2위 박태영씨가 선두와 4타차 

160타로 3위권에서 뒤쫓아 오는 이주승 백진욱씨를 2타차 앞선채 

우승고지을 향해 질주했다.

3라운드 결승전에서 이주승씨가 2.3번홀에서 버디2개를 연이어 잡

고 전반전 합계 199타로 박태영씨와 공동2위에 올라  3타차 선두 

정규운씨를 따라 잡으려 맹공격을 가했다.

드디어 10번홀에서 정교한 퍼팅으로 버디찬스를 잡은 이주승씨는 

정규운씨와 합계 211타로 타이를 이뤄 공동 선두로 나섰지만, 13.14

번홀에서 박태영씨가 맹타를 휘두르며 황금 버디2개를 연이어 캐

내어 합계 220타로 이주승씨와 나란히 공동선두자리에 합류된 반

면, 정규운씨는 14번홀에서 드라이버 미스로 트리플 보기를 범해 

아쉽게 우승권에서 밀려났다. 

이주승씨도 14번홀에서 버디찬스를 잡고 점수를 얻어 15번홀까지 

박태영씨와 공방전을 치루며 합계 223타로 공동 선두자리를 지켰

으나, 16번홀에서 보기를 범하며 승세는 박태영씨에게 기울어져 

파행진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박태영씨가 종합계 235(85 75 75)타

를 기록해 이주승씨를 2타차로 따돌리고 오션힐스영천골프클럽 3

번째 챔피언 우승컵을 거머줬다. 

3위는 백진욱씨가 2위 이주승씨와 2타차 총합계 239(83 79 77)타

로 차지했다.

챔피언ㅡ박태영  235      2위ㅡ이주승  237      3위ㅡ백진욱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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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부산광역시골

프협회(회장 최광식)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1월

29일 농심호텔 크리스탈홀에

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과 

각 학교 대표 및 골프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지

난 제10대 부산광역시 집행부

와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11대 부산골프협회장

에 최광식 회장이 선임됐다.

부산골프협회 지난해 사업결

과 보고에서 2020년도 계획

한 총10개 사업중 코로나로 인

해 일부 사업이 최소되었고 주관.주최사업으로 부산광역시

체육회장배팀대항골프대회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추계종별대

회 및 학생골프선수권대회 등 3개와 주관사업 3개로 제22회

KNN골프대회 제14회부산일보골프대회 제9회국제신문골프

대회를 코로나19-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하

여 우수학생 발굴 및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일반부 골프동호

인 참여도를 높혀 생활체육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아마추어부 매이저 대회인 참마

루배 미드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

회에서 부산팀이 단체전 2위, 개

인전 3위를 차지해 부산골프의 

위상을 떨쳤고, 부산주니어 출신

의 프로를 부산골프협회 경기위

원으로 위촉하여 부산골프사랑과 

단합속에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

해 노력했다. 

2021년도 국가상비군으로 박아름

(학산여고2)선수가 지난해에 이

어 선발되어 부산주니어선수들의 위상을 드높혔고, 또한 제

10대 이길안 부산골프협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우수선수상으로 국가상비군 박아름(학산여고2)양을 비롯해 

이욱열(개금고2) 정민서(학산여중2) 박원중(동아중2) 김연우

(동상초6) 강동훈(예원초6)군이 받았다.

손제이(가동초4)군은 2020한국유소년골프-왕중왕전(우승) 

제14회문체부장관배(우승) 제17회초등연맹회장배(우승) 제3

회서라벌배-전국초등학생대회(우승) 제8회MBN배(우승) 제

12회박세리배(2위)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또 조영석(학산여고)감독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우수선수 육

성을 위해 헌신하고 부산골프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커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날 총회에서 최광식 회장은 부산의 우수학생선수들에게 

부산컨트리클럽에서 격주로 연습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여러 골프장으로 확대해 실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주어 열악한 환경의 

부산골프선수들에게 희망의 물꼬를 터 주었다

이날 총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 74개 체육단체중 부산골프협

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왕성한 활동력으로 귀감이 된다는 부

산광역시체육회의 소감을 끝으로 회의가 종결됐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

◀ 국가상비군 박아름(학산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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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Focus / 회원권 소식

봄시즌이 돌아오며 전체적인 회원권시장은 상승세를 보

이고 있다. 관망세를 보이던 매수세도 실거래로 이어

지고 문의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매도물량이 부족한 골

프회원권은 호가상승하며 추격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

분간 회원권시세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가대 회원권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트밸리, 

남촌, 남부등 매물이 부족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회

원혜택이 변동되며 매물이 부족해 상승하던 렉스필드CC도 

호가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다.

 

고가대 회원권은 강세를 보이며 화산, 신원등 매물이 부족

해 대기매수가 늘어난 상황이다. 강북권의 서울, 한양CC는 

매입절차 및 혜택 변경으로 인해 매수가 관망세로 돌아서며 

약보합세를 보이고, 서원밸리CC는 매물이 부족해 호가상승 

비전회원권거래소 

조  홍  기 차장

매도물량이 부족한 골프회원권은 호가상승

했으며, 송추cc는 최근 개인입회가 불가하며 법인매입만 가

능해 당분간 시세추이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중가대 회원권도 강세다. 뉴서울, 기흥, 팔팔cc등 호가상승

하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제일, 수원CC는 매물이 부족해 

지난달대비 소폭 상승하여 거래됐다. 매물이 부족하던 뉴코

리아, 레이크우드등 강북권도 매물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용인권의 뉴스프링빌과 비에이비스타CC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저가대 회원권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약세를 보이던 용인

권의 플라자, 한원, 리베라CC 등 도 시세상승하며 거래되고, 

거래량도 늘었다. 여주, 이포, 스카이밸리cc 도 여전히 매수

세가 강하며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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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명 홀수 전월시세 현재시세 등락
수도권 / 충청권

가평베네스트 27 71,000 75,000 ▲ 4,000 

강남300(分 10,000) 18  9,000  9,000  

강남300 주중가족 18  3,000  3,000  

골드 36  7,000  7,100 ▲ 100 

골드주주 36 23,000 26,000 ▲ 3,000 

골든비치 27  9,000  9,000  

광릉한림(分 9,000) 18  5,300  5,700 ▲ 400 

그랜드 27  4,700  5,100 ▲ 400 

그린힐(分 11,000) 18 10,600 10,300 ▼ -300 

그린힐 주중 개인 18  2,300  2,300  

금강 18 10,500  10,700 ▲ 200 

기흥 36 21,600 24,500 ▲ 2,900 

김포시사이드 18  11,600 13,000 ▲ 1,400 

남부 18 127,000 150,000 ▲ 23,000 

남서울 18 19,800 23,000 ▲ 3,200 

남촌 18 110,000  117,000 ▲ 7,000 

뉴서울 36 24,800 29,000 ▲ 4,200 

뉴코리아 18 16,500 19,000 ▲ 2,500 

에이치원(구 덕평) 18  4,900  5,000 ▲ 100 

도고 18  2,700  3,000 ▲ 300 

라데나 27  9,000  9,900 ▲ 900 

레이크사이드 법인(반구좌) 18 84,000  90,000 ▲ 6,000 

레이크우드 일반 27  7,800  7,900 ▲ 100 

레이크우드 분담금(3천) 27 14,200  14,800 ▲ 600 

레이크힐스 골프텔 27  -  - -

렉스필드(分 50,000) 27 75,000 78,000 ▲ 3,000 

리베라 36  3,000  3,200 ▲ 200 

청평마이다스(分 21,000) 18 32,000 36,000 ▲ 4,000 

발리오스(구 발안) 18 13,300 14,000 ▲ 700 

블루헤런 18 16,500 19,000 ▲ 2,500 

블루원용인(구 태영) 18 20,300 23,500 ▲ 3,200 

비에이비스타(分 5,000) 36  5,200  5,200  

비전힐스 18 88,000 88,000  

스타(구 상떼힐) 18  -  - -

서서울 18  9,000  9,600 ▲ 600 

서서울주중 18  3,100  3,100  

서울 36 48,000 49,000 ▲ 1,000 

서원밸리(分 13,000) 18 27,500 34,500 ▲ 7,000 

세종에머슨(分 5,700) 27  6,500  6,600 ▲ 100 

센추리21(分 10,000) 기명 18 10,000 10,000  

솔모로 36  8,500  9,000 ▲ 500 

송추 18 48,000 50,000 ▲ 2,000 

수원입회 36 16,000  17,000 ▲ 1,000 

수원주주 37 16,600  17,300 ▲ 700 

스카이밸리(分 2,500) 27  3,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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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 72,0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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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0  7,900 ▲ 300 

아시아나 주중 가족(分 3,000) 36  8,900  8,800 ▼ -100 

아시아나 일반 36 46,000 52,000 ▲ 6,000 

아트밸리 27  9,000  9,000  

안성 18  5,300  5,900 ▲ 600 

안성베네스트 일반 27  9,500 10,300 ▲ 800 

안성베네스트 주중 27  5,500  6,400 ▲ 900 

양주 18  8,700  9,700 ▲ 1,000 

에딘버러 18 8,000 8,000  

에머슨 개인 27  2,350  2,400 ▲ 50 

에머슨 가족 27  3,000  3,200 ▲ 200 

엘리시안강촌 27 10,000 10,000  

여주 주식 27  4,950  5,450 ▲ 500 

오크밸리(分 15,000) 36 15,000 15,300 ▲ 300 

오크힐스 18  7,900  8,000 ▲ 100 

용평(1,2차) 36 14,900  16,900 ▲ 2,000 

우정힐스 18 28,500 32,000 ▲ 3,500 

유성 18  3,700  3,900 ▲ 200 

골프장명 홀수 전월시세 현재시세 등락
수도권 / 충청권

은화삼(分 16,000) 18 14,500 16,000 ▲ 1,500 

이스트밸리 27 145,000 155,000 ▲ 10,000 

이포 18  4,300  4,500 ▲ 200 
이포주중 18  2,850  3,000 ▲ 150 
인천국제 18  8,800  9,100 ▲ 300 
임페리얼레이크 18  650  650  
자유 18 13,500 14,000 ▲ 500 
제일 27 19,500 20,000 ▲ 500 

중부 18 12,500 12,000 ▼ -500 
지산(分 4,200) 27 19,500 25,000 ▲ 5,500 
지산 주중 27  8,800  9,700 ▲ 900 
천룡 27 20,000 21,000 ▲ 1,000 
캐슬렉스 일반 18 4,700 5,500 ▲ 800 
캐슬렉스 분담금 개인 18 7,100 7,600 ▲ 500 
캐슬렉스 분담금 가족 18 8,700 8,900 ▲ 200 
코리아 주주 18 23,000 24,000 ▲ 1,000 
코리아 일반 18 12,800 13,500 ▲ 700 
크리스탈밸리(分 20,000) 18 22,000 21,500 ▼ -500 
태광 27 13,800 14,800 ▲ 1,000 

티클라우드(分 20,000) 18 20,000 20,000  
파인밸리 가족 18 5,500 5,600 ▲ 100 
파인밸리 개인 18 3,500 3,600 ▲ 100 
파인크리크 18 11,000 12,000 ▲ 1,000 
88 36 20,500 22,300 ▲ 1,800 

포천아도니스(分 17,000) 27 20,000 19,000 ▼ -1,000 

프리스틴밸리(分 17,000) 18 25,000 25,500 ▲ 500 
프리스틴밸리주중 18 6,500 6,500  
플라자설악 18 4,200 4,200  
플라자용인 36 6,000 6,500 ▲ 500 
플라자용인 주중 36 4,200 4,000 ▼ -200 
한성 27 9,700 9,900 ▲ 200 

한양 36 24,500 26,000 ▲ 1,500 

한원 27 5,300 5,400 ▲ 100 
화산(分 18,500) 18 64,000 67,000 ▲ 3,000 

영·호남 / 제주권

가야 36 11,500 11,500  

경주신라 주주 36 11,900 13,000 ▲ 1,100 

광주 27 4,900 5,000 ▲ 100 

광주 우대(分 10,000) 27 12,000 12,000  

화순엘리체 18 2,200 2,300 ▲ 100 

*노벨 27 12,500 12,500  

대구 27 12,800 13,500 ▲ 700 

동래베네스트 18 14,500 15,000 ▲ 500 

동부산(分 14,000) 27 25,000 26,000 ▲ 1,000 

마우나오션(分 7,500) 18 7,800 8,500 ▲ 700 

무주덕유산 18 8,100 8,200 ▲ 100 

보라 27 48,000 48,000  

부산 18 27,000 27,000  
사이프러스 27 5,000 5,000  

상떼힐 익산 18 500 500  

선산 18 8,800 8,900 ▲ 100 

승주 27 10,200 10,400 ▲ 200 

아시아드 27 38,000 38,000  

에이원 27 28,000 30,000 ▲ 2,000 

오라 36 7,500 7,900 ▲ 400 
*오션뷰 27 16,0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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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27 16,700 17,000 ▲ 300 

정산 27 37,500 37,500  
제주 18 1,200 1,200  
진주 18 6,500 6,500  

창원 18 11,200 12,000 ▲ 800 

캐슬렉스제주 18 2,800 2,800  
크라운 27 4,200 4,200  

통도파인이스트 36 8,800 8,800  

파미힐스 18 18,500 18,700 ▲ 200 

팔공 18 6,800 6,800  

핀크스 1차 18 20,500 22,000 ▲ 1,500 

해운대 27 12,000 12,000  

화순(구 클럽900) 27 5,80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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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