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hly magazine since 1985 www.pargolfntravel.com

상기 홀로그램이 부착된 클럽만 정품으로 인증,
향후 A/S등의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티칭프로골프협회

5
May 2021

가격 10,000원

  Trams 
of world

표지인물 : 보고(BOGO) 컬렉션 김유현 대표

World View 
낭만적인 세계 각국의 트램

PGA  마스터스 챔피언십

마쓰야마, 아시아 선수 최초 ‘그린재킷’

LPGA  롯데챔피언십

돌아온 천재 리디아 고 , 6타 차 ‘우승’

Issue
골프장, 작년 영업이익률 54% 급증

Issue  영번홀(Ohole)

영원한 골프의 열정 가득한 곳Interview  
보고(BOGO) 컬렉션 김유현 대표

‘그림이 주인인 집’ 

보고(BOGO)
지난해 8월 오픈한 보고 컬렉션은 

김유현 대표가 수집한 그림들의 집이다. 

‘그림이 주인인 집’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이곳은 생활 속 공간 예술이 

시작되는 곳이다. 김유현 대표가 말하는 

그림이야기, 골프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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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골프존유통(대표이사 장성원)이 운영

하는 골프용품 전문몰 '골핑'은 야심

작 캐디톡 미니HD를 공식 출시했다.

특히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며 오는 

18일까지 △사전 예약 10% 할인 △캘러웨

이 전용 파우치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따라 이벤트 기간 내 캐디톡 미니HD 

제품을 구입하면 할인된 가격은 물론 증

정품으로 캘러웨이 캐디톡 미니HD 전용 

고급 파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캐디톡 미니HD는 지난 2018년 '세상에

서 가장 작고 가벼운 골프 거리측정기'라

는 슬로건 아래 출시되며 골퍼들에게 많

은 사랑을 받았던 캐디톡 미니의 후속 제

품으로, 라운드 시 필요한 정확한 거리 측

정 기능은 물론 20만 원 초반의 실속 있

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캐디톡은 이번 신제품 구입 시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 마

진을 줄일 수 있는 온라인 마켓 한정으로 

판매 채널을 설정했다.

이번 신제품은 골프존유통이 개발한 매직

슬로프(M-slope)로 지형의 고저차와 클럽별 볼의 탄도를 적

용한 특허 기술과 함께 손 떨림에도 타겟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HD(Horizon Detect) 가로 레이저 시스템이 기본 탑

재됐으며, 138g의 작고 가벼운 무게감은 물론 한 손에 들어

오는 인체공학적 바디 설계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최적의 

그립감을 선사한다.

측정 모드 변경을 위해 버튼을 여러 번 누를 필요 없이 기기

에 장착된 스위치 하나로 쉽고 빠르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고급 골프용품 브랜드 캘러웨이골프에서 골프존유통

을 위해 특별 제작한 '캐디톡 미니HD 전용 캘러웨이 고급 파

우치(블랙, 화이트 색상)'도 함께 출시해 눈길을 끈다.

캐디톡 미니HD는 △골핑 △신세계 △롯데아이몰 △현대H

몰 등 국내 대형 온라인 마켓 및 오픈 마켓을 통해서 특별 판

매되며, 이번 신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내용은 골핑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영준 골프존유통 상무는 "캐디톡 미니의 후속작인 미니HD

는 실속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골퍼들에게 걸맞은 최적의 제

품을 만들고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선보이게 된 제품이다"라

며 "이번 캐디톡 미니HD는 기능과 디자인의 우수한 품질은 

유지하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한 제품으로 많은 골

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

다. 

골프존유통, 캐디톡 ‘미니HD’ 공식 출시…
할인 및 캘러웨이 파우치 증정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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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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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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번홀(Ohole)은 히로마쓰모토의 피팅숍과 트렌디한 클럽, 용품, 골프웨어를 

제안하는 골퍼들의 최상의 문화&쇼핑 공간이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쇼골프타운 2층에 자리하며  골프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영번홀. 라운드 전, 

골프 클럽 재정비를 책임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33 쇼골프 2층 / (02) 6953-7330~1

히로마쓰모토가 제안하는 

골퍼들의 최상의 문화&쇼핑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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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홀부터 18홀까지 완벽한 골프 코스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0순위의 홀을 의미 
가장 트렌디한 YOUNG 열정의 BURN, 

골프의 중심 HOLE, 

YOUNG BURN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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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Dunlop / RTX DEEP FORGED 웨지

던롭스포츠코리아(주)(대표 홍순성)가 전개하

는 19개의 그루브로 더 강력해진 스핀력과 

단조의 부드러운 타구감을 선사하는 RTX DEEP 

FORGED 웨지를 출시한다. 

RTX DEEP FORGED 웨지’는 지난 9월부터  웨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RTX ZIPCORE 웨

지의 단조 버전으로 기존 RTX ZIPCORE 웨지의 성

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타구감과 관용

성을 향상시킨 모델이다.  

‘RTX DEEP FORGED 웨지’는 계절 변화 및 잔디

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코스 상황에 조금 더 원

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S20C 연철 단조

로 만든 페이스는 임팩트 시 볼이 페이스에 달라붙

는 듯한 부드러운 타구감을 골퍼들에게 선사한다. 

기존 모델 대비 솔 넓이를 1.5mm 확대하고 볼 타

점 부분을 두껍게 설계하여 트러블 상황에서도 헤

드가 잔디를 쉽게 빠져나와 높은 관용성을 골퍼들

이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스윗 스팟도 기존 

모델 대비 더욱 커져 볼이 다양한 높이로 떠있는 

라이에서도 항상 일관성 있는 어프로치 샷을 가능

하게 했다.  

‘RTX DEEP FORGED 웨지’

는 기존의 RTX ZIPCORE 웨지

가 보유한 스핀 기술력을 고스란히 적

용하여 최고의 스핀 성능을 선보인다. 19개 

그루브는 한층 정교해진 레이저 밀링을 통해 페이

스 표면을 더욱 거칠게 가공해 마찰력을 극대화하

는 방법으로 역대 최고의 스핀 성능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필드의 어떤 상황에서도 골퍼가 구현하

고자 하는 최적의 스핀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새롭게 출시된 ‘RTX DEEP FORGED 웨지’는 

48, 50, 52, 54, 56, 58, 60도 7가지 로프트와 

DYNAMIC GOLD S200, N.S. PRO 950 S 샤프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었으며 사용자의 스윙 특성에 맞

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RTX DEEP FORGED 웨지 구매 시 웨지 전용 

헤드커버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전국 클리브랜

드골프 용품 취급점에서 진행되며 제품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클리브랜드골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 확인 가능하다.     

RTX DEEP FORGED 웨지출시

010 던롭.indd   10 2021-04-29   오후 5:14:26



●일    시 : 2021년 5월 31일
●장    소 : 골프존카운티 안성H C.C
●주    최 : Leuto, (사) ASIAGA( 아시아 골프연맹 )
●주    관 : (사) ASIAGA( 아시아 골프연맹 )
●협    찬 : 

대회목적 :  (사) ASIAGA( 아시아 골프연맹 ) 위상 적립 및 기량향상

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특히 우수한 골프선수를 발굴 

지원육성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총 상 금 : 각 대회당 15,000,000원(일천오백만원)
           상금은 총 참가인원의 상금 분배에 의거하여 백분율로 지불한다.

참가인원 : 총 참가인원 선착순 99명 
            (선착순 참가접수순 조기마감 할 수 있음)

참가자격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선수만이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1) (사)ASIAGA(아시아 골프연맹) 정회원(MASTER PRO), 티칭(PRO).

(2) (사)ASIAGA(아시아 골프연맹) 운영위원회 및 투어위원회 추천 선수.

(3)  타 협회 소속프로(사단법인 또는 유사단체 회원포함)는 신청 전에 본 

협회 특별회원 입회전형 절차를 확인 후 등록 후 신청 하여야 하며 경

우에 따라서 우선  참가신청 후 대회에 출전하고 추후 특별회원으로 입

회하는(특별회원 입회금을 취득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참가 할 수 있다.

(4)  아마추어 참가자(핸디캡 10 이하의 18세 이상 제한 없음)가 상금 취득 

시 본 협회 신규 회원 입회요건에 따라 입회비 공제 후 나머지 잔액을 

지불한다.  

참 가 비 : (1) 대회참가비 -  10만원(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별도)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96-5526-91 
           예금주 (사) 아시아골프연맹

(2) 그린피,카트비, 캐대피, 그늘집,대회당일 개인별 별도정산.

접수마감일시 : 2021년 5월 6일 18시까지

접수방법 : 

(1) (사)ASIAGA 홈페이지(www.asiaga.com)또는 전화접수로 한다.

(2) 참가비 입금시 반드시 협회로 전화하여 입금확인 한다.  

(3) 접수 우선순위는 접수 후 입금확인 순서에 의거 한다.

(4)  취소 및 환불신청은 대회접수 마감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참가비 환불은 대회 종료 후 7일 이내 환불 받는 것으로 한다.

(5) 접수 마감 후 취소, 환불 및 다음대회로 연기는 불허한다.

경기방식 :  참가선수 전원이 18Hole 경기종료 후 스코어가 제일 

적은 선수가 우승자가 되며 최저 스코어가 동점일 경우 

Hole 별 연장전으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의하여 경기일정 중 일부가 경우

에는 경기 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 사용Tee : 총 연장길이: 추후 별도 공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적용규칙 :  R&A와 USGA가 공표하고 대한골프협회가 제정한 골프규칙과 ASIAGA

투어위원회가 정한 Tour Local Rules을 본 대회에 적용한다.

ASIAGA Tour Local Rules 홈페이지 별도공지

우승자에게 우승컵이 전달되는 시점이 경기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 조건과 일정 : 상기 조건과 일정은 (사) ASIAGA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Leuto with 제1회 (사)ASIAGA Open 골프대회

변현숙프로.  C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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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 태국관광청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가 지난 1월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을 위

해 오픈한 “Again Thailand” 마이크로 사이트에서 라플 이벤트(Raffle 

Event)를 4월 23일 금요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

Again Thailand 사이트에는 140개가 넘는 현지 호텔 및 리조트, 골프장, 쇼

핑몰 등이 Seller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달의 프로모션이나 특별 혜택 등을 

통해 업데이트 되는 업체들의 최신 정보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업체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자 발급, 태국 상황과 ASQ 호

텔 정보 등을 링크된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5월까지 Again Thailand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의 정보와 혜택 뿐 

아니라 특별히 마련된 라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Again 

Thailand 사이트의 회원가입 후 Lucky Draw 메뉴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응

모가 가능하다. 회원가입은 여행사 종사자만 가능하며 기존 회원도 이벤

트에 참여할 수 있다.

라플 이벤트의 경품은 럭셔리 호텔과 리

조트 숙박권으로 인터콘티넨탈 푸껫 리조

트(Intercontinental Phuket Resort), 모벤픽 

BDMS 웰니스 리조트 방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기한이 최대 1년으로 내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참여는 www.

againthailand.com 에서 가능하다.

태국 마하차녹 망고, 한국에 상륙

태국어로 “마무엉 마하차녹” 이라 부르는 

무지개 색 망고는 일반 망고보다 긴 형태

로 크기가 크고 껍질이 두꺼우며 씨는 얇

아 맛이 좋은 망고로 태국에서 수출이 많이 되는 상품인데, 10년 이상 태

국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결과 한국에

는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수입되었다. 

익지 않은 형태는 녹색으로 신맛이 두드러지지만 익을수록 점점 노란 금

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변하며 알록달록하게 섞여 이쁘기까지 하다. 당도

는 14~16브릭스(Brix) 수준으로, 새콤 달콤한 애플망고의 맛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다. 보통 완전히 익은 망고를 먹는데, 익으면 특유의 향기로운 향과 

과육이 살아 있는 매력이 있어 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

기가 많다.  

“마하차녹”이라는 이름은 돌아가신 태국의 라마9세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태국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게 하였으며 행운을 가져다주는 과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나레수언 

대학교 연구소에서 마하차녹 망고의 항암 물질을 발견하여 항암효과가 있

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의 초

청으로 지난해 처음 태국 방콕

을 여행하며 태국 현지음식에 푹 

빠졌던 구독자수 380만명을 보

유한, 리얼사운드 먹방영상 유튜

버 푸메가 마하차녹 망고로 만든 

맛있는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자세한 영상은 https://youtu.be/

W4yGqQOoU1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 

02-779-5416     

여행사 신규 및 기존 회원 대상 라플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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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경훈배 서울특별시학생골프대회가 지난 4월 22~23일 양일간 솔라고

CC에서 개최되었다.

서울특별시골프협회(회장 김재승)가 주최 주관하고 카카오프렌즈골프 인스코비 모타

메지등 후원하며 2일간에 걸쳐  초·중·고 대학생들의 갈고닦은 실력을 십분발휘하

며 경쟁을 겨루었다, 이 대회는 국제무대에서 국위선양하며 명성을 날리고 있는 선배

들의 뒤를 이어갈 차세대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있는 서울시골프협회의 노력으

로 매년 치루어지고있다.

세계적인 프로골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위한 학

생들의 열정도 많이보여주는 

대회로 해마다 기대주가 탄생

되고있다.

새로 취임한 김재승 서울특별

시골프협회 회장도 지금까지

도 협회가 학생대회를 잘 치

루어 훌륭한선수들을 배출했

다 조금 더 열심히 봉사와 열

정으로 세계적인 메이저대회

에서 꼭 서울특별시골프협회

의 선수가 제패할 수 있도록 

대회의 장을 많이 열것이라며 

열정을 보였다.   

2021 이경훈배 서울특별시 학생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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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부 개인전

남
초
부

1위 이정우 / 신동초 6 81, 78 - 159
2위 황태양 / 문정초 6 79, 80 - 159
3위 백주호 / 개일초 6 82, 79 - 161

여
초
부

1위 김세이 / 영도초 6 79, 75 - 154
2위 이지민 / 서빙고초 6 81, 80 - 161
3위 강사랑 / 명덕초 6 80, 84 - 164

●중등부 개인전

남
중

1위 조영두 / 양동중 3 69, 71 - 140
2위 김윤식 / 진광중 2 71, 71 - 142
3위 양주한 / 신반포중 2 73, 74 - 147

여
중
부

1위 오수빈 / SSI국제중 3 73, 69 - 142
2위 김민아 / 은성중 3 78, 71 - 149

3위 장하연 / 동도중 2 71, 79 - 150

●고등부 개인전

남
고
부

1위 박영우 / 중산고 2 70, 74 - 144
2위 유승범 / 중산고 2 69, 76 - 145
3위 이선우 / 서울디자인고 3 79, 69 - 148

여
고
부

1위 조은채 / 경기여자부설방송통신고 1 71, 71 - 141(연장 1번홀)
2위 강세린 / 서문여고 3 69, 72 - 141
3위 김지우 / 영등포등학교부성방송통신고 3 73, 72 - 145

●대학부 개인전

남
대
부

1위 조우영 / 한국체대 2 68, 71 - 139
2위 윤지성 / 한국체대 2 71, 72 - 143
3위 김근우 / 한국체대 1 71, 75 - 146

●중등부 단체전

남
중
부

1위 양동중
민장건 2, 박승혁 3, 조영주 3

146, 152 - 298

2위
서울중

반상현 3, 이상재 3

152, 160 - 312

여
초
부

1위 은성중
안지연 1, 박지민 2, 김민아 3

160, 149 - 309

2위 서문여중
한효리 1, 박시우 3

155, 158 - 313

3위 동도중
장하연 2, 남하은 3

149, 168 - 317

●중등부 단체전

남
고
부

1위 중산고
유승범 2, 김용주 3, 조무진 3

143, 150 - 293

2위 서울디자인고
허윤서 1, 신종원 2, 이윤석 2

167, 166 - 333

여 
고 
부

1위 서문여고
유재원 2, 이숙영 2, 강세린 3

142, 146 - 288

2위 서울디자인고
염혜승 2, 임지우 2, 정시윤 2

148, 149 - 297

서울시골프협회.indd   14 2021-04-30   오후 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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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 사업인
2020년도 골프장 손익 분석 (특정 지역)

Issue

이번 통계는 초미의 관심인 골프장의 코로나 특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기 위하여 회원제와 대중제 등의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코로나 특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로 전국 골프장을 9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23개 골프장만 샘플 분석을 하여 대개의 추세를 알고자 하였으므로 예년과 같은 전국적인 평균 통계의 가치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 그러나 어느 어느 골프장이라고 명시를 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실감하기에는 훨씬 좋을 것으로 

본다. ●GMI컨설팅그룹·대표이사 안 용 태

이번 통계는 초미의 관심인 골프장의 코로나 특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기 위하여 회원제와 대중제 등의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코로나 특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

아볼 목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로 전국 골프장을 9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23개 골프

장만 샘플 분석을 하여 대개의 추세를 알고자 하였으므로 예

년과 같은 전국적인 평균 통계의 가치 개념과는 다소 다르

다. 그러나 어느 어느 골프장이라고 명시를 하였으므로 현실

적으로 실감하기에는 훨씬 좋을 것으로 본다.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훨씬 더 높은 

비율인 54%나 증가하여 코로나 특수 효과를 보았음.

매출 증가율은 평소에 미가동이 되어있었던 코스가 많지를 

않아 증가율엔 한계가 있다. 반면에 평년에 가동률이 떨어졌

던 지역은 전년대비 20% 내외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18홀 평

균 매출은 98억 원에서 16% 증가한 114억 원이었음)

그 대신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큰 것은 

매출 증가한 것에 대한 비례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익률은 크

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코로나가 끝나고 신설 골프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경제 구조를 바꾸어 모두 언택트! 언택트! 할 때 거의 유일한 컨택트 사업으로써 골프장은 코로나의 수혜사업이 

되었음을 실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골프장 업계는 코로나 수렁에서 온 국민들이 심신이 피곤할 때 그것도 스포츠로서 “자동 거리두기”가 

가능한 골프가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기여도 하고 있지만 심신의 치유기능까지 하고 있음을 자부해도 좋다고 본다.

장이 증가할 때를 대비한 경쟁력을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

근히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18홀 평균 영업이익은 25억 

원에서 54%가 증가한 39억 원이었음)

지역별 매출 증가율은 10%~25%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전국이 거의 다 호황이었다.

평년의 내장객이 대체로 제일 많은 인천지역과 경상북부지역

은 매출 증가율이 제일 적었다. 그 대신 평년의 내장객이 제일 

적은 호남권은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북부지

역의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분석 골프장 중

에 퍼블릭 전환 이익도 있으므로 감안하여 판단하면 될 것임)

아무튼 이번 분석은 코로나 특수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

을 잡는 것에 불과한 자료이기는 하나, 되레 코로나 이후에 

내장객의 감소와 그린피 인하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고 그때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 질 것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메시지는 펀드 자

금단에서 장밋빛으로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는 신

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 항의 골프장 M/

A 문항에서 추가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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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18홀 환산 매출 및 영업이익 분석

지역별 서울권 인천
경기 경상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합계 

(23개 골프장)"

북부 남부 북부 남부

골프장명
남서울, 
강남300

인천그랜드
양주, 썬힐, 
뉴코리아

금강, 골드, 
양평TPC

경주신라, 
군위오펠, 
인터불고

진주, 
창원, 
사천

이븐데일, 
프린세스, 
버드우드

화순, 군산, 무안
파인밸리, 
센추리

총 홀수 36 18 72 81 72 63 54 144 63 603

코로나 전
(2019년)

매출 15,403,867,349 17,086,696,640 11,463,529,343 10,061,532,131 11,291,658,359 9,312,358,881 9,937,739,740 5,104,211,966 11,878,057,829 9,821,058,214

영업이익 2,071,528,531 10,263,307,211 2,113,165,887 2,260,554,390 2,851,053,464 3,932,794,013 3,010,531,908 1,359,082,797 1,937,687,698 2,533,930,762

이익율 13% 60% 18% 22% 25% 42% 30% 27% 16% 26%

코로나 후
(2020년)

매출 19,257,817,520 18,798,656,222 13,394,428,740 11,733,248,915 12,148,724,302 10,354,987,197 11,542,512,719 6,102,067,108 14,409,466,425 11,415,110,037

영업이익 5,671,697,989 11,899,103,185 4,484,553,735 3,593,143,323 3,677,468,101 4,773,767,232 4,852,834,748 2,081,282,382 3,086,878,067 3,903,903,084

이익율 29% 63% 33% 31% 30% 46% 42% 34% 21% 34%

증가율(%)
매출 25.02% 10.02% 16.84% 16.61% 7.59% 11.20% 16.15% 19.55% 21.31% 16.23%

영업이익 173.79% 15.94% 112.22% 58.95% 28.99% 21.38% 61.20% 53.14% 59.31% 54.07%

● 지역별 매출 및 영업이익 분석

지역별 서울권 인천
경기 경상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합계 

(23개 골프장)"

북부 남부 북부 남부

골프장명
남서울, 
강남300

인천그랜드
양주, 썬힐, 
뉴코리아

금강, 골드, 
양평TPC

경주신라, 
군위오펠, 
인터불고

진주, 
창원, 
사천

이븐데일, 
프린세스, 
버드우드

화순, 군산, 무안
파인밸리, 
센추리

총 홀수 36 18 72 81 72 63 54 144 63 603

코로나 전
(2019년)

매출 30,807,734,697 17,086,696,640 45,854,117,372 45,276,894,588 45,166,633,437 32,593,256,082 29,813,219,221 40,833,695,728 41,573,202,403 329,005,450,168

영업이익 4,143,057,061 10,263,307,211 8,452,663,549 10,172,494,756 11,404,213,857 13,764,779,045 9,031,595,723 10,872,662,377 6,781,906,944 84,886,680,523

이익율 13% 60% 18% 22% 25% 42% 30% 27% 16% 26%

코로나 후
(2020년)

매출 38,515,635,039 18,798,656,222 53,577,714,960 52,799,620,116 48,594,897,207 36,242,455,190 34,627,538,158 48,816,536,860 50,433,132,487 382,406,186,239

영업이익 11,343,395,977 11,899,103,185 17,938,214,940 16,169,144,955 14,709,872,404 16,708,185,311 14,558,504,243 16,650,259,052  10,804,073,234 130,780,753,301

이익율 29% 63% 33% 31% 30% 46% 42% 34% 21% 34%

증가율(%)
매출 25.02% 10.02% 16.84% 16.61% 7.59% 11.20% 16.15% 19.55% 21.31% 16.23%

영업이익 173.79% 15.94% 112.22% 58.95% 28.99% 21.38% 61.20% 53.14% 59.31% 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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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업계의 사업 진단과 대책

골프장은 되레 “거리두기”의 최적 사업 아이템임을 입증!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경제 구조를 바꾸어 모두 언택트! 언

택트! 할 때 거의 유일한 컨택트 사업으로써 골프장은 코로나

의 수혜사업이 되었음을 실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골프장 업계는 코로나 수렁에서 온 국민들이 심신

이 피곤할 때 그것도 스포츠로서 “자동 거리두기”가 가능한 

골프가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기여도 하고 있지만 심신

의 치유기능까지 하고 있음을 자부해도 좋다고 본다.

그 대신 이 개념은 향후 더 큰 바이러스를 예상해 보면 “재앙 

방어지수”의 최후 마지노선이 골프장이 되어, 이를 사수해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유념하고, 이에 걸맞은 만사 불여

튼튼의 완벽한 방역 기능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

각이 든다. 향후에도 비슷한 바이러스의 재앙이 다시 오면 외

국인 출입국자의 입국 시 가장 수준 높은 방역기능이 있는 적

당한 대기 장소로 되레 골프장이 지정되는 날도 올 것 같다.

과연 호황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묻고 싶다.

갑자기 수요 공급의 우위에 섰다고 자칫 갑질에 빠져 사업가

의 분수를 잊고 있었는지? 아니면 인상된 그린피를 능가하는 

알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경영자들은 자발적이고 

양심이 있는 가성비 경영을 하였는지? 이 모든 질문에 시원

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 수혜 사업자다운 사업관이 향후에도 한국 골프 산업

계의 동맥이 되어 지속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골프장마다 자기 몸에 맞게 

“노 서비스”와 “풀 서비스”가 선택이 되거나 병존하는 나름

의 서비스 모델을 각 골프장마다의 특성에 맞게 정립하여야 

하고, 한편 고객들도 다양성이 없는 좁은 시각으로 골프장을 

일률적으로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식견 또한 크게 개

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호황기에 입은 은혜를 고객 등에게 보답한 골프장은 있는가? 고객 

가치 개념과 상도를 점검받을 때이다.

지난번에 청와대에 그린피 인상을 막자는 진정서는 과연 무

엇을 의미하는가?

시장경제에서 진정 그 자체도 잘못 되었지만, 큰 수혜자인 골

프장이 은혜를 잊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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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혜의 대명제인 공존을 실현하려면 

“이기심은 경제의 원동력이지만, 기부는 자본주의의 원동력

이다.”라는 불변의 철칙을 사업주는 꼭 명심해야 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부를 이룬 사람에게는 박수를! 기부를 않는 부자에

게는 손가락질을!”이라는 캐치프레이가 모든 이에게 인식의 

공유가 되면 아마도 그 사회는 초일류 사회가 될 것이다. 우

리 골프 업계가 그 캠페인의 선두에 서기를 기원한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룰과 에티켓”을 그토록 부르짖는 스

포츠 중에 스포츠가 골프이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

여 몰래 웃고 있는 골프장의 반대편에서 몰래 울고 있는 사람

들이 보이지 않는가?하고 자문자답을 해보면서 골프장의 양 

협회 중심으로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골프장별 기부 랭킹을 발표해야 하지 않나 하

는 상상도 한 번 해본다.

상투 끝의 골프장 M&A 가격은 폭락하고, 가성비가 높은 신설 골프

장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다.

영업 이익이 극 신장을 하니 덩달아 골프장 몸값이 오르는 것

은 그것 또한 시장이니 액면 그대로 존중해야 하지만, 이제는 

개발 이익을 크게 하는 신규 골프장 건설이 활발해 질 것은 

불을 보듯하다.

고로 18홀 당 800~1,000억 이내의 신설 골프장이 증가 하면

서 골프장이 700여개가 되어도 나름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배경에는 IT등 소프트 사업을 배경으로 하는 성공자 

그룹 등에서 젊은 신규 골퍼들이 늘어 어느 나라보다 그 증가

세가 높아 질 것에 기대를 하는 것에 있다.

펀드자금으로 5%의 수익을 나게 하려면 향후 영업이익을 18

홀 당 40억 원으로 볼 때, 수익 환원 가치인 800억 원 미만으

로 M/A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다. 고로, 800억 미만의 신설 

골프장 공급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의 위탁 경영은 없고, 임대업자와 임차 영업자만 있다. 그곳

엔 골프장의 경영 이념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최근 위탁경영! 위탁경영!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스카이72처럼 

거의 모두가 임대 업자와 임차 영업자만 있는 바, 그것은 전혀 

위탁경영이 아니다. 아무튼 현 임대차 형태가 지속이 되면 향

후에 예상이 되는 문제가 있어 그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대차가 끝난 후에 생명체인 코스 잔디의 건강 상태가 나쁘

면 막대한 복구비에 갑을 간에 소송전이 휘말려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고로 임대차 계

약 시 그것을 훗날 명쾌히 판가름 하는 관리 조항과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감리 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챙기는 임대인은 거의 없기에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서서히 본래의 진정한 위탁 경영

의 틀이 새로 나오게 되어있다. 즉, 생명체인 잔디의 건강도 

챙기고, 사업주의 사업관과 경영이념도 살리면서 운영 전문

가 집단에 의한 위탁을 하는 그러한 날이 곧 도래할 것으로 

본다.

지금의 형태는 “돈 놓고 돈 먹기”의 냄새가 물씬 풍겨 아쉬

움이 많다. 운영이라는 과업은 완벽한 소프트웨어인데 마치 

공사같이 하드웨어처럼 취급하여 최고 입찰자에게 맡기는 

것은 마치 건물의 임대차 경매 행위에 불과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의 과도기에 있지만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그래도 골프장에는 모름지기 서원밸리처럼 

경영이념이 살아 숨 쉬고 골프장에도 정서와 정이 있는 진정

한 위탁경영 개념이 새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역시 골프장

에도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다. 

향후 더 큰 바이러스를 예상해 보면 “재앙 방어지수”의 최후 마지노선이 골프장이 되어, 이를 사수해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유념하고, 이에 

걸맞은 만사 불여튼튼의 완벽한 방역 기능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향후에도 비슷한 바이러스의 재앙이 다시 오면 외국인 

출입국자의 입국 시 가장 수준 높은 방역기능이 있는 적당한 대기 장소로 되레 골프장이 지정되는 날도 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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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선수 최초 ‘그린재킷’

PGA Tournament / 마스터스 챔피언십

마쓰야마 히데키(29·일본)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1150만달러) 정상에 올랐다. 마쓰야마는 

지난 4월 12일(한국 시각)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475야드)에서 열린 시즌 첫 남자 골프 메이저대회 제85회 

마스터스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5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마쓰야마는 2위 윌 잴러토리스(미국·9언더파 279타)를 1타 차로 제치고 

마스터스 우승을 상징하는 그린재킷을 입었다.

마스터스에서 아시아 국적 선수가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임성재(23)의 준우승이 기존 마스터스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이었다. 아시아 남자 선수의 메이저대회 우승

은 2009년 PGA 챔피언십의 양용은(49)을 이어 마쓰야마가 두

번째다.

마쓰야마는 일본 남성 골퍼 최초 메이저 우승도 기록했다. 여

자 메이저대회에서는 1977년 히구치 히사코(여자 PGA 챔피

언십), 2019년 시부노 히나코(브리티시여자오픈) 등 두 차례 

일본 선수 우승자가 나왔다.

마쓰야마는 19세이던 2011년 마스터스에서 컷을 통과한 아마

추어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 '실버컵'을 들어 올린 지 

10년 뒤 프로로서 마스터스 정상에 섰다. 이번 우승으로 마쓰

야마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인 통산 6승을 달성했다.

마쓰야마 히데키, 마스터스 우승

마스터스 우승으로 마쓰야마는 그린재킷뿐 아니라 우승 상금 

207만달러(약 23억원)와 금메달, 클럽하우스 모양의 트로피

를 차지하게 됐다. 은으로 제작된 트로피는 오거스타에 보존

되고, 마쓰야마는 복제품을 가져간다.

마쓰야마는 4타 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출발했다. 1번 홀

(파4)에서 보기를 쳤지만, 2번 홀(파5) 버디로 곧바로 만회했

고, 8번 홀(파5)·9번 홀(파4) 연속 버디로 선두 굳히기에 들

어갔다.

하지만 12번 홀(파4) 티샷을 벙커에 빠트리면서 보기를 적어

냈다. 마쓰야마가 마스터스의 난코스 '아멘 코너'(11~13번 홀)

에서 보기를 적어낸 것은 이번 대회 중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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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야마는 13번 홀(파5) 버디로 다시 만회했지만, 15번 홀(파

5)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 뒤 연못에 굴러떨어지면서 보기를 

적어내고 위기를 맞았다. 동반 플레이한 잰더 쇼플리(미국)가 

12~15번 홀 연속 버디로 2타 차로 추격한 것이다.

마쓰야마는 16번 홀(파4)에서도 보기를 쳤지만, 쇼플리가 16

번 홀 티 샷을 물에 빠트린 뒤 트리플 보기로 흔들리면서 다

시 여유를 찾았다. 18번 홀(파4)에서 파 퍼트에 실패했지만, 

보기를 적어내고도 우승을 지켰

다.

마쓰야마는 버틀러 캐빈에서 진

행된 인터뷰에서 영어로 "정말 행

복하다(I'm really happy)"고 말한 

뒤 일본어 통역을 통해 "일본인으

로서 처음 마스터스 우승을 했는

데, 많은 일본 선수들이 뒤따라 

우승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

다.  

우즈, 스피스 등 동료들 축하 이어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그린재킷을 

입자 “히데키는 일본의 자랑이 됐다”며 “히데키와 일본이 이

룬 큰 업적에 축하를 보내고 이 역사적인 우승은 전 세계 골

프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장 먼저 축하를 건넸다.

‘살아 있는 골프의 전설’ 잭 니클로스(미국)도 우승 직후 “마

쓰야마는 이제 일본의 영웅이 됐다”며 “마쓰야마가 아름다운 

샷을 보여주며 경기를 치르는 것을 모두 봤다. 그는 차분하고 

침착했다. 오늘 이 순간은 오롯이 마쓰야마를 위한 것이며, 

오늘은 그와 일본 그리

고 모든 골프인에게 굉

장한 날이다”라고 메시

지를 보냈다.

마스터스를 제패했던 

역대 챔피언들의 축하

도 이어졌다. 조던 스

피스(미국)는 “마쓰야

마의 우승은 골프의 세

계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며 “마쓰야마는 메이저 

우승자로서 충분히 자

마쓰야마는 16번 홀(파4)에서도 보기를 쳤지만, 쇼플리가 16번 홀 티 샷을 물에 빠트린 뒤 트리플 보기로 흔들리면서 다시

 여유를 찾았다. 18번 홀(파4)에서 파 퍼트에 실패했지만, 보기를 적어내고도 우승을 지켰다. 마쓰야마는 버틀러 캐빈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영어로 "정말 행복하다(I'm really happy)"고 말한 뒤 일본어 통역을 통해 "일본인으로서 처음 마스터스 우승을 했는데, 

많은 일본 선수들이 뒤따라 우승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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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마루야마 시게키 등 선배 선수들이 그동안 PGA 투어에 

이어온 전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의 이 역사적인 우

승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많은 선수에게 새로운 감

흥을 주었다”고 마스터스 우승에 의미

를 부여했다.

美·日 정상 골프 회동에 함께했던 선수에

서 마스터스 챔피언으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골프 회동

을 함께한 것으로 유명해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제85회 마스터스 토너

먼트를 제패하며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1993년 일본 에이메현에서 태어난 마

쓰야마는 클럽 챔피언을 지낸 아버지 

미키오로부터 골프를 배웠다. 아마추

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던 마쓰야

마는 2010년 일본 고치현 메이토구 지

격을 갖췄고 이번 우승이 그에게 오랜만의 우승이기에 그 느

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축하했다.

‘백상어’ 그렉 노먼(호주)도 “마쓰야마의 경이로운 마스터스 

우승을 축하하고 개인과 일본에 큰 업적

을 남겼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날 마지막까지 마쓰야마와 우승 경쟁

을 펼친 잰더 쇼플리(미국)도 “그가 밭은 

중압감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을 것”

이라며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우승한 것

은 대단한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그는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고 진심

으로 축하했다.

제이 모나한 PGA 투어 커미셔너는 “PGA 

투어를 대표하여, 마스터스 우승으로 일

본인 첫 번째 메이저 챔피언이 된 마쓰

야마 히데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일본인 최다승을 기록 중인 마쓰야마는 

이번 우승으로 아오키 이사오, 점보 오자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골프 회동을 함께한 것으로 유명해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제85회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제패하며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1993년 일본 에이메현에서 태어난 마쓰야마는 클럽 챔피언을 지낸 아버지 미키오로부터 골프를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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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쿠 고교 재학 시절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 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우승으로 마스터스 출전권을 따낸 마쓰야마는 2011

년 아마추어 선수 중 유일하게 컷을 통과하며 ‘실버컵’을 받

았다. 마스터스는 아마추어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를 

별도 시상하고, 베스트 아마추어에게 은으로 만든 트로피 

‘실버컵’을 준다. 마쓰야마의 이름을 전 세계 골프팬에게 알

린 첫 번째 순간이었다.

도호쿠 후쿠시 대학을 졸업하고 2013년 프로로 데뷔한 마쓰

야마는 첫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를 정복했다. 4승을 차

지하며 JGTO 사상 첫 신인 상금왕이 됐다. 2013~2014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로 주 무대를 옮긴 마쓰야마는 곧바

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첫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7시즌 연

속 페덱스컵 랭킹 3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리며 강자로 성장

했다.

2020~2021시즌에는 메이저 우승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

다. 2013~2014시즌 메모리얼 토너먼트 첫 우승 이후 꾸준히 

승수를 추가하며 PGA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한 마쓰야마는 

마스터스까지 제패하며 일본을 넘어 아시아 남자 골프의 역

사를 새롭게 썼다.

마쓰야마가 아마추어 시절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 활약했

던 만큼 김민휘(29)와 이경훈(30), 황중곤(29), 송영한(30) 등 

한국 선수들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마쓰야마와 경쟁했던 한

국 선수들은 “단점이 없고 골프밖에 모르는 선수”라며 “연습

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가장 늦게까지 연습하는 노력파가 마

쓰야마였다”고 입을 모았다.

`비정규직 골퍼' 잘라

토리스의 반란

준우승을 차지한 

윌 잘라토리스는 

미국남자프로골프

(PGA) 투어의 정

식 회원이 아니다. 

그의 현재 신분은 

PGA 투어 특별 임

시 회원이다. 비

회원은 1년에 최

대 12개의 PGA 투

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고, 이 가운

데 스폰서 초청은 

최대 7개를 넘지 못하지만 특별 임시 회원은 이런 제한을 받

지 않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말하자면 PGA 투어의 비정

규직인 셈이다.

잘라토리스는 2년 전 세계 1514위,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487위에 불과했고, 2부 투어인 콘 페리 투어 소속이었다. 잘

라토리스는 지난 7월 콘 페리 투어 TPC 콜로라도 챔피언십

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 7회 연속 톱15에 들면서 PGA 

투어 입성의 꿈을 키워갔다. 정상적이었다면 지난해 PGA 투

어 카드를 따냈을 가능성이 컸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PGA 투어는 투어 카드를 동결했

고 잘라토리스는 PGA 투어 정규직이 될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잘라토리스는 PGA 투어 입성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

다. TPC 콜로라도 챔피언십 우승으로 US오픈 출전 자격을 

얻은 잘라토리스는 공동 6위를 차지하는 깜짝 활약을 펼쳤

다. 1라운드 파3 7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는 행운까지 따

랐다. US오픈 선전으로 PGA 투어 코랄레스 푼타카나 리조

트 & 클럽 챔피언십 출전권을 확보한 잘라토리스는 공동 8

위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11월 버뮤다 챔피언십에서 공동 16

위에 오르며 PGA 투어 특별 임시 회원권을 확보하게 됐다. 

성적이 기회를 부르고, 그렇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

적으로 연결시킨 선순환이 거듭됐다. 그렇게 계속된 위대한 

도전의 여정이 마스터스 2위까지 이어졌다.

026-033 마스터즈.indd   31 2021-04-29   오후 5:22:09



32 | PAR GOLF&TRAVEL | May 2021

026-033 마스터즈.indd   32 2021-04-29   오후 5:22:12



May 2021 | PAR GOLF&TRAVEL | 33

1m88, 75㎏의 호리호리한 몸매를 갖고 있는 잘라토리스는 

아이언이 장기다. 올 시즌 그린적중률 70.27%로 16위에 올라 

있고, SG 어프로치 더 그린은 0.954로 5위다.

잘라토리스는 마스터스 4라운드 내내 12번홀에 있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카메라들을 향해 돌아봤다고 한다. “아버지가 

제게 ‘뒤를 돌아보고 즐겨라. 다시 못 올 광경이기 때문이

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웹 심슨은 “잘라토리스는 놀라운 골프를 쳐왔다”며 “투어 카

드가 없는 선수들이 6개월 동안 정말 좋은 플레이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잘라토리스는 갑

자기 나타난 것 

같다. 하지만 잘

라토리스는 늘 그

곳에 있었다. 잘

라토리스는 콘 페

리 투어라는 마

구간을 떠나 PGA 

투어라는 광야로 

나온 말과 같다. 

광야를 달리는 말

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지금 잘

라토리스도 그렇

다.

김시우, 마스터스 공동 10위

김시우(26)는 마스터스 2라운드 마지막 16~18번 홀에서 3번 

우드로 퍼트를 했다.

15번 홀에서 퍼터로 바닥을 내리치면서 퍼터가 망가진 탓이

다. 고의로 망가뜨렸기에 교체가 불가능했다. 3번 우드로 퍼

트를 하고도 16~18번 홀을 모두 파로 마쳤다. 중간합계 4언

더파 공동 6위. 김시우는 3라운드에서 퍼터를 2개나 준비했

다. 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김시우는 3라운드에

서 버디 3개와 보기 5개로 2타를 잃고, 중간합계 2언더파 공

동 10위로 내려앉았다.

2라운드까지 선두와 3타 차였지만, 3라운드에서 주춤했다. 

11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선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9타 차

까지 벌어졌다.

아시아 선수의 마스터스 최고 성적은 지난해 임성재(23)의 

준우승. 아시아 선수 중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09

년 PGA 챔피언십 양용은(49)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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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좁은 길과 가파른 언덕 지형을 천천히, 그

러나 힘차게 올라간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하

란 의미로 울리는 ‘뎅뎅뎅’ 경고음도 친근하기만 하

다. 때문에 여행자들은 굳이 목적지가 없더라도 도심

을 가로지르는 이 탑승물에 몸을 싣기 원한다. 바로 

트램이다. 

트램으로 대표되는 도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네

델란드의 암스테르담, 홍콩 등이 있지만 여행자의 머

릿속에 가장 각인되고 있는 도시는 포르투갈의 리스

본이다. 아주 좁은 중세풍의 거리와 어울리게 리스본

의 트램은 작고 귀여운 모습이다. 

트램이 리스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덕으로 이루

어진 도시가 리스본만 있는 것도 아닌데 리스본을 떠

올리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노란색 트램. 아마

도 작고 귀여운 모양과 옛스러운 디자인이 리스본이

라는 도시 이미지와 어울리기 때문인 듯싶다. 

다시금 각광받는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철도차

량 박람회 ‘이노트랜스’에선 차세대 트램이 공개됐

다. ‘아베니오’라고 명명된 이 트램은 마치 평지를 걷

듯이 쉽게 올라탈 수 있는 특징이 돋보였다. 이 차량

은 레일에서부터 차량의 바닥 높이가 3㎝에 불과한 저

상 트램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물론 휠체어와 유

모차가 승하차하기 쉽다. 

또한 트램을 운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선이 도시미

관을 해치는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 번화가에

서는 배터리를 쓰는 무선 방식으로 설계됐다. 한번 충

전으로 4㎞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박람회의 사업본부 

대표는 “130년 전 첫 선을 보인 트램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메이커들마다 혁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제품으

로 트램시장을 다시 공략하고 있다”고  할 만큼 지금 

전 세계는 다시 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로에 설치된 레일 위를 전기를 동력원으로 달리는 

트램은 기차나 지하철과 달리 버스처럼 지상에서 곧바

로 탈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자동차의 발달

로 한때 사라졌다가 환경 친화적인 장점이 주목받으며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시 도입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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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현대화가 시작된 20세기 중반, 급격히 몰락

현재와 같이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트램의 기원은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유럽 각지에선 말이 

열차를 끄는 마차철도가 보급되어 있었다. 즉 말의 동력을 

대체할 에너지를 생각함으로써 개발된 것이 전기 트램이다. 

첫 전기 트램은 1879년 독일의 전기 회사인 지멘스가 베를

린 박람회에서의 시험주행을 시작으로, 1881년에는 베를린 

교외에서의 상업운행이 개시되었다. 그 후 1887년에 미국에

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노면 전차가 개발되어 사람들의 신

뢰를 받으며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개발되어 미국

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 오늘날의 트램이다. 

미국의 각 도시에서 보급되어 실용성을 인정받은 트램은 이

후 유럽 각국으로 뻗어나갔으나 1920년대 미국에서는 자가

용이 보급되어 많은 도시에서 폐지되기에 이른다. 아울러 

유럽의 일부, 런던, 파리 등의 대도시에서도 자동차 주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세계 약 50개국의 약 400도시에서 운행

현재 트램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지역은 유럽이며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의 트램은 중간에 폐

쇄없이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시민들의 주요한 교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트램은 세계 약 50개국의 약 

400도시에 존재한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트램이 잘 보존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약 

20개의 도시에서 트램이 존재하고 있다. 노선은 일반적으로 

노면을 주행하지만, 최근에는 교외로 벗어나면 별개의 전용 

궤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한때는 시가지의 교통을 방해

한다는 이유로 지하화 혹은 고가화로 도로와의 분리를 도모

하기도 했지만 1980년대 이후엔 반대로 노면으로부터 승강

할 수 있는 것이 높이 평가되어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크게 

보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램은 전기를 사용하여 움직이

는 전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운행 중인 많은 유럽도시의 트램노선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도시에선 지하철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

이 투입되는 지하철보다 승하차가 편리한 대체 교통수단으

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에선 1991년 무궤도 열차로 부활

트램은 국내 의정부와 용인에 설치된 경량전철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노선을 지면 도로에 깔고 곳곳에 승강장만 마

련하면 운행할 수 있어 건설비가 경전철에 비해 1/10정도 수

준이며 지하철과 비교하면 거의 1/100 정도 이다. 아울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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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간이 짧고 수송량도 버스에 비해 높아 서유럽 도시들은 

오래된 그들의 트램노선을 복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건설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트램은 한 칸에서 여섯 칸 정도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버스에 비해 속력이 느려 교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전기를 배송하기 위한 전선을 설비해야 하

며 노면에 레일을 깔아야 한다. 때문에 레일을 따라 움직이

지 않고 타이어가 있는 바퀴를 쓰는 평양의 무궤도 전차도 

있다. 트램의 평균속도는 35∼40㎞. 평균속도가 80㎞인 지

하철보다 많이 느리지만 승하차나 환승이 편리하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1968년 추억 속으로 사라진 한국의 트램

한국은 서울과 평양, 그리고 부산에서 전차로 불리던 트램이 

운행된 적이 있다. 1882년 미국과 수교를 한 후 1898년에 한

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고, 마침내 1899년 석가탄신일을 기

해 서대문과 동대문 간의 노선을 개통했다. 미국인 콜브란은 

교토 전철의 설계자에게 전차부설의 책임을 맡겼고 전문가

들을 동반하여 1897년 서울에 들어와 설계과 공사를 시행하

였다. 

발전소는 동대문 문루 아래에 건설하면서 이듬해인 1899년 

서대문에서 홍릉까지 단선의 궤도가 부설되었다. 전차는 정

원 40인의 일반차 8대와 귀빈용차 1대였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후 전차가 어린아이를 치여 죽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

생하고 말았다. 이에 격분한 군중들이 전차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일 때문에 전차는 몇 달 간 운행이 중

지하게 되기도 했다.

개통된 전차는 일본의 교토보다 4년이 늦었지만 도쿄보다 3

년이 빨랐다. 당시 동경은 비교적 속도가 빠르고 유지비용이 

적은 마차철도가 사용되고 있었다. 태국의 수도 방콕도 역시 

1894년 철도마차를 대신하여 전기식 전차를 개통하였다. 재

미있는 것은 당시 서울을 달리던 트램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서 주행하다 교체된 낡은 객차를 수입하여 썼다는 점이다.

서울 개통이후 평양과 부산에도 건설되었고, 1910년 이후엔 

용산, 원효로, 왕십리, 영천, 노량진 등 외곽지대로 확장되었

으며 1941년에는 창경원-돈암동 네거리까지 연장되었다. 그

러나 광복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필두로 교통량의 

증가로 1968년 모두 폐기됐다. 이렇게 한국의 트램은 자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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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었지만, 2020년에 개통되는 창원 도시철도에서 노면전

차가 부활할 예정이다.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

양에서는 1991년에 부활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주요 교통수

단 중의 하나이다. 청진의 경우, 1999년도부터 노면 전차가 

운행되고 있다.

낭만적인 샌프란시스코의 트램

샌프란시스코가 매력적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의 햇살, 샌

프란시스코의 바람, 샌프란시스코의 여유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트램을 빼놓을 수 없다. 크고 작은 언덕들 때문에 

곡선으로 가득한 구불구불 샌프란시스코를 ‘낭만의 도시’로 

만들어주는 으뜸 공신이 바로 이 트램이다. 

샌프란시스코 트램은 모두 3가지 노선이 있다. 다운타운 메

인 번화가인 ‘유니언 스퀘어’와 인기 관광명소인 ‘피셔맨

즈 워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파웰 하이드 선 (POWELL 

HYDE LINE) & (파웰 메이슨 선 POWELL MASON LINE) 

그리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캘리포니아 선 (CALIFORNIA 

LINE)이다. 그 중 급경사를 오르내리며 샌프란시스코의 절

경을 즐길 수 있는 ‘파웰 하이드 선’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데 워낙 인기가 많은 덕에 한 번 타려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밀리는 인파로 인해 종점 밖 거리까

지 탑승 행렬이 이어져 있을 정도다. 이 케이블카 명당은 바

로 맨 뒷자리. 급경사를 오른 후 내리막길을 달릴 때 놀이기

구 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트램으로 대표되는 도시, 포르투갈 리스본

리스본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노란색 트

램이다. 리스본의 좁은 길과 가파른 언덕 지형에 어울리게 

트램은 작고 귀여운 모습이다. 트램이 리스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리스본만 있는 것도 아닌

데 리스본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트램. 아마

도 작고 귀여운 모양과 옛스러운 디자인이 리스본이라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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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미지와 어울리기 때문인 듯싶다.

리스본에 처음 트램이 도입된 건 19세기 말이었는데 당시엔 

말이 끄는 트램이었다고 한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트램은 

전기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1959년까지는 지속적인 발전

을 이루면서 총 27개의 노선을 보유하기도 했지만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3개 노선으로 줄었고 그 역할마저 예전만 못하

다고 한다. 3백만의 리스본 시민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아담한 사이즈의 트램. 여행자들은 이 트램이 리스본

의 명물로 계속 남아 주길 원하고 있다.

고풍스런 건물과 어울리는 부다페스트 트램

부다페스트 트램의 역사는 110년 이상으로 동유럽 국가 중

에서도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녔다. 리스본과 마찬가지로 

시내에는 노란색 트램이 운행되고 있는데 지하철이 닿지 않

는 여행명소까지 연경해주는 편리함으로 여행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어부의 요새, 겔레르트 언덕 등으로 

갈 때 편리하게 이용된다. 주요 노선 중 2, 19번 트램은 시내

를 관통하는 두나강을 따라 운행된다. 부다페스트의 끝내주

는 야경 감상으로는 더 이상의 교통수단이 없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히로시마 트램

‘원폭 도시’ 히로시마의 트램은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

다. 히로시마 역을 빠져나오면 덜컹거리는 소음과 함께 분

주히 오가는 이 트램은 세계 제1차대전 이전에 첫 도입될 정

도로 역사가 깊다. 히로시마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트램 노

선이 많은 곳이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이곳의 트램은 총 7개 

노선으로 3개의 노선은 1994년에 새로 도입한 것이다. 당시 

시내 인구가 100만명 정도로 늘었으며 지하철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히로시마 관광지가 시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

행자들에게 이 트램의 활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에겐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인 탓에 민간

사업자인 히로시마전철(주)은 노면전차 부문에서 승객과 차

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히로시마 트램은 노선이 다양하고 역 간격이 짧아 환승하기

에 편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인 택시나 버스에 비해 

요금이 저렴해 이용객이 꾸준하다. 회사 측은 “노약자와 장

애인의 이용 편리를 돕기 위해 (승차 입구가 낮은) 저상식 전

철 도입을 늘릴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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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의 새시대를 여는 독일 베를린

독일의 트램은 19세기에 설치되어 인근 국가보다 역사가 다

소 긴 편이다. 영국과 함께 유럽의 산업화를 이끈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도 트램을 그대로 활용했지만 동, 서독 분

단 이후 서독에서는 소규모 전차를 폐지했다. 대신 그 대체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이 급속히 들어섰고 다만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만 환승수단으로써 일부 트램이 활용됐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도심 전용 궤도화 등 노선의 고

규격화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도심 트램을 선보였는데 그 대

표적인 도시가 베를린이다. 세계 최초로 전기 트램을 발명한 

국가답게 독일은 트램의 속도 향상과 정시성의 확보를 실시

했다. 이는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쳐 프랑크푸르트의 U-

반은 물론 쾰른, 슈투트가르트 등에도 새로운 트램이 선보였

다.    

100년 역사의 2층 트램이 독특한 홍콩

영국 런던의 명물이 2층 버스라면 홍콩의 명물은 단연 2층 

트램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 설치된 100년 역사의 홍콩트램

은 측면에 큰 간판을 부착하고 다녀 ‘돌아다니는 홍보물’로

도 유명하다. 1904년 처음 운행을 시작한 후 홍콩을 찾는 여

행자들이 반드시 한번은 타보고 가는 1등 상품으로 꼽힌다. 

하루에 24만명을 수송하며, 벨소리를 따서 '딩딩'이라는 별칭

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4년전 경영난 악화로 홍콩 트램의 운영권이 프랑스 

회사로 넘어갔다. 프랑스 업체인 베올리아 교통이 2년간의 

협상 끝에 홍콩의 트램 운영회사인 워프의 지분 50%를 인수

한 것. 인수가격은 1억유로(약 1788억원)에 달했다. 베올리아 

교통은 중국의 트램 사업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홍콩 

트램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올리

아 교통은 28개국에서 트램, 기차. 페리 등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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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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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보고(BOGO) 컬렉션 김유현 대표

52 | PAR GOLF&TRAVEL | May 2021

052-058 김유현대표인터뷰.indd   52 2021-04-30   오후 12:56:04



공간이 갤러리가 되는 곳. 보고(BOGO) 컬렉션은 공간의 미학을 살려 도심속 갤러리를 이뤄낸 

예술공간이다. “많은 이들이 그림과 가까워지고 생활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보고 컬렉션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평소 그림을 보아오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과 확실히 

다르겠지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생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 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간이 갤러리가 되는 곳. 보고

(BOGO) 컬렉션은 공간의 미학을 

살려 도심속 갤러리를 이뤄낸 예술공간

이다. “많은 이들이 그림과 가까워지고 

생활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

었으면 하는 마음에 보고 컬렉션을 오

픈하게 됐습니다. 평소 그림을 보아오

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과 확실

히 다르겠지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생

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 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고 컬렉션 김유현 대표를 만나기 위

해 찾아간 곳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에 위치한 보고 컬렉션이었다.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반겨주는 노란

빛의 작품이 보고의 화사함과 특별함을 

전해준다. 이 작품은 중국 출신의 작가 

천리주의 작품으로 원색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보고는 한자로 귀중한 물건을 간수해 두는 창고를 뜻합니다. 

보고 컬렉션은 그동안 제가 수집한 작품들을 담아내는 곳이

자 더 많은 이들과 작품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사각 프레임에 담아내는 공간의 표

현, 아름다움은 발을 디딜때부터 연

신 감탄사를 자아낸다. 캔버스를 연

상케 하는 화이트 컬러의 천장과 기

둥, 벽면, 외부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액자 느낌의 창, 얼핏 생각에는 어떤

게 작품이고 어떤게 구조물인지 구분

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보고 컬렉션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마치 전시되

어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공간의 아름다움 ‘그림이 주인인 집’

“30년 된 빌라를 개조하여 갤러리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

다. 빌라를 구조변경 하는 것 부터 굉

장한 도전이고 모험이었지요. 하지만 

그림이 주인인 집이라는 타이틀로 구

조 변경을 시작해 시원한 공간확보는 

물론 천장을 높여 스폿 조명을 설치하는 등  집이라는 느낌이 

아닌 갤러리의 느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천장 높낮이의 차를 두어 리듬감을 부여하는 등 어느 곳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특히 공간 곳곳에 자리한 기둥과 

‘그림이 주인인 집’ 보고(BOGO)
보고(BOGO) 컬렉션 김유현 대표

보고(BOGO) 컬렉션은 공간의 미학을 살려 도심속 갤러리를 이뤄낸 예술공간이다. 

“보고는 한자로 귀중한 물건을 간수해 두는 창고를 뜻합니다. 보고 컬렉션은 그동안 제가 수집한 작품들을 담아내는 곳이자 더 많은 이들과 작품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지난해 8월 오픈한 보고 컬렉션은 김유현 대표가 수집한 그림들의 집이다. ‘그림이 주인인 집’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이곳은 생활 속 공간 예술이 시작되는 곳이다. 김유현 대표가 말하는 그림이야기, 골프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시 골프협회 부회장,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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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소장하고 있는 박서보, 이우환, 윤형근 작가 등 현재 세계적 미술 거장으로 떠오른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은 20여년 전부터 눈여겨 보고 구매해온 것들이다. 심지어 경매에서 유찰된 박서보 

작가의 ‘묘법’을 구매할 때에도 전혀 망설임 없이 ‘이 그림이 좋다’였다. 그리고 그의 안목은 

적중했다. 지금은 그의 보고 컬렉션의 메인 스토리를 장식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림이  될 

정도로 귀한 작품이 되었다.

주는 아름다움은 시간을 멈추게 한다. 다양한 레이어에서 작

품을 만나는 즐거움은 그림과 공간의 아름다움속에 나를 가둬

둔다. 이처럼 보고는 그림을 위해 만들어진 갤러리 공간이다.

‘생활속 갤러리’ 보고(BOGO)

“스무살 무렵부터 그림이 좋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한 

점 한 점 작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구

매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지금은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고 지

금의 김유현을 있게 했지요.” 

그가 소장하고 있는 박서보, 이우환, 윤형근 작가 등 현재 세

계적 미술 거장으로 떠오른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은 20여년 

전부터 눈여겨 보고 구매해온 것들이다. 심지어 경매에서 유

찰된 박서보 작가의 ‘묘법’을 구매할 때에도 전혀 망설임 없

보를 활용해 수평, 수직으로 가르는 공간의 그리드 사이로 절

묘한 프레임을 만들어 마치 액자 틀과 같은 시각적 느낌을 주

었다. 공간의 활용과 배치로 그림을 감상할 때는 물론 실외 

풍경을 감상할 때도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한 것

이 보고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설계를 맡아주신 박경식 소장은 저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이곳을 설계해 주셨어요. 야외 테라스, 다양한 크기의 창, 작

품의 위치 이 모든 것이 다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에서는 계절, 날씨, 빛, 각도에 따라 작품의 느낌이 달라

집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보고컬

렉션입니다.”

보고컬렉션에서의 시간은 보통의 시간보다 느리게 흘러간다. 

동선에 따라, 고개를 돌릴 때마다, 빛의 방향에 따라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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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그림이 좋다’였다. 그리고 그의 안목은 적

중했다. 지금은 그의 보고 컬렉션의 메인 스토리

를 장식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림이  될 정

도로 귀한 작품이 되었다.

“저는 꽃 등의 화려함 보다 단색의 그림들을 좋아합

니다. 윤형근 작가의 ‘린넨에 유채’는 얼핏 보면 단

색으로 보이지만 보는 각도, 조도에 따라 다른 감동

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이제는 혼자가 

아닌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그는 그림을 보는 안목, 감성은 본만큼 는다고 말

한다. 우리 생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

을 때 우리 문화가 발전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기분 좋은 기운, 김유현

김 대표는 스스로를 활발하고 긍정적이며 고민

이 없는 성격이라고 말한다. 그와의 대화가 활기

차고 기분좋아지는 이유도 그의 ‘기분 좋은’ 기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루트’라는 회사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루트는 모자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제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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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이 인정받으며 회사 이사로 입사하게 되었지요. 그 때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현재 그는 보고컬렉션 대표이자 국내 대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선두주자인  ‘CGO’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평소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그는 어제와 같은 오늘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서울시 골프협회 부회장직 수행

김 대표가 서울시 골프협회 임원직을 맡은 지 올해로 5년째이

다. 

“서울시 골프협회 가입 첫 해에 부회장, 이후 수석부회장, 운영

위원장을 역임 했고 지금은 부회장으로 협회일을 하고 있습니

다. 서울시 골프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저에게 힐링이

“협회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 

골프협회 소속 선수들을 볼 때면 힘이 납니다. 

프로 골퍼의 꿈을 가진 어린 선수들이 협회의 

지지,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서울시 

골프협회의 발전과 우리나라 골프계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보람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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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사의 시간입니다.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그

림과 골프’라고 말한다. 그림도 골프도 좋아서 시작하

게 됐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골프에 대한 열정으로 그는 서울시 골프협회 임원으로

써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협회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 골프협회 소

속 선수들을 볼 때면 힘이 납니다. 프로 골퍼의 꿈을 

가진 어린 선수들이 협회의 지지, 응원에 힘입어 열심

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서울시 골프협회의 

발전과 우리나라 골프계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

어서 보람된다고 말한다. 누군가가 나의 작은 응원으

로 힘을 내고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

다는 것이 그에게는 힐링과 감동의 원천인 셈이다.

구력 30년, 홀인원 5번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골프는 그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때로는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했고 때로

는 인생의 즐거움이 되기도 했다. 

평소 열흘에 한번 정도 라운드를 한다는 그의 평균 스

코어는 80대 중반이다. 스코어에 연연하기 보다는 골

프를 한다는 즐거움으로 골프를 만난다. 그와 골프의 

만남은 설명이 필요없는 필연적 즐거움이 될 수 있었

던 것도 이러한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의 영향이 컸다.

구력 30년 그동안 그가 이뤄낸 홀인원만 해도 5번이다. 

인생에 한번도 하기 힘들다는 행운이 그에게는 무려 5

번이나 찾아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인 2020년 9월 10년

만에 3번째 홀인원을 한 데 이어 올해만 2번의 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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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0일 강남 300 컨트리 클럽 인코스 12번홀 130m에서 마제스티 9번 우드로 홀인원을 

기록했어요. 그때는 정말 10년만의 홀인원이라 너무 기뻤지요. 이후 올해 2월 샤인델 레이크 

3번홀에서 마제스티 7번 아이언으로 홀인원을 하고 4월 27일 88컨트리클럽 서코스 7번홀에서 

마제스티 5번 아이언으로 홀인원을 했어요. 1년도 채 안되게 홀인원을 3번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지요. 

특히 올해 첫 홀인원을 한 날은 3개월 만의 첫 라운드라 볼도 잘 안맞아서 스코어 100을 기록하며 

홀인원이 나왔어요. 아마도 아이언 샷이 잘 맞아서 홀인원의 행운이 따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을 더 해 모두 5번의 홀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30일 강남 

300 컨트리 클럽 인코

스 12번홀 130m에서 마

제스티 9번 우드로 홀인

원을 기록했어요. 그때

는 정말 10년만의 홀인원이라 너무 기뻤지요. 이후 올해 2월 

샤인델 레이크 3번홀에서 마제스티 7번 아이언으로 홀인원을 

하고 4월 27일 88컨트리클럽 서코스 7번홀에서 마제스티 5번 

아이언으로 홀인원을 했어요. 1년도 채 안되게 홀인원을 3번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지요. 특히 올해 첫 홀인원을 한 날은 

3개월 만의 첫 라운드라 볼도 잘 안맞아서 스코어 100을 기록

하며 홀인원이 나왔어요. 아마도 아이언 샷이 잘 맞아서 홀인

원의 행운이 따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파 3에서 유독 강하다는 그는 구력 만큼 정확한 스윙을 구사

한다. “이제는 파 3 홀에만 가면 동반자들이 또 홀인원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예요.”

올해 첫 홀인원을 한 이후에는 평소 꿈꿔왔던 한적한 전원생

활을 위해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자

신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 이뤄내기도 했다. 흔히들 홀인원을 

하면 행운이 반드시 따른다고 믿는다. 그의 전원생활도 또다

른 행운의 시작일 것으로 보인다.

항상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그

에게 골프와 그림은 없어서는 안되는 인생 그 자체이다. 때로

는 스코어가 잘 안나와도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즐거

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즐거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만

으로도 기쁨이 된다. 

김유현 대표가 전해주는 긍정의 에너지가 보고 컬렉션을 통

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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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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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KORUS Society 대표 이규환 목사

KORUS Society 세계의 중심에 서다
KORUS Society 대표 이규환 목사

“꿈을 꾸지않는 자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을 키워가는 일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위한 과정으로 KORUS Society는 다음세대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미래경제의 동반자로써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멋진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KORUS Society 이규환 목사는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이뤄냈다. 그는 

지역간의 문화교류, 학교간의 MOU체결, 기업간의 경제교류 

등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성과가 후손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메세지이자 시작의 첫발이라고 그는 말한다.

대한민국, 러시아의 교류 물꼬 터

KORUS Society는 코리아와 러시아의 합

성어로써 만들어진 2017년 설립된 우

리나라와 러시아의 민간교류 협회이다.

KORUS Society는 합창제를 시작으로 양국간의 문

화 교류 및 경제 교류까지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

며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비젼루트 프로젝트 KORUS 

Society에 의해 시작된 첫번째 공식사업이 야쿠티

아/아리랑국제합창제입니다. 2018년 10월 러시아

연방 사하공화국 야쿠티아의 심장부인 야쿠츠크 

극동연방대학 부설 세르기약스키홀에서  1,500여

명의 청중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하며 매년 대

규모 합창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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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수교 30년을 넘어선 지금 청소년교류, 의학교류, 경

제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신북방경제의 기

반을 구축하여 다음세대를 위한 비젼루트를  확고히 다지

고자 하는 KORUS Society의 도전은 ‘희망’이라는 타이틀

을 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꿈을 꾸지않는 자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

전하고 꿈을 키워가는 일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

기위한 과정으로 KORUS Society는 다음세대의 꿈을 응원

하고 지원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한국과 러

시아는 미래경제의 동반자로써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멋진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지역간 문화 교류 본격화

지난해 12월 담양군의회가 국내 지자체 최초로 러시아연

방 사하공화국(야쿠티아)과 ON-Line을 이용한 공식 친선

자매도시 협약식을 가지며 화자된 것도 KORUS Society의 

역할이 컸다. 특히 13개 대학 MOU 체결을 이뤄내며 학생

들의 교류를 물꼬를 텄다.

“러시아인들은 우리나라의 교육, 의학, 경제 성장 등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청년들도 더 넓은 세계에서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사하공화국 내 학교에 한국관을 설립하며 우리나라 

문화를 러시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주한 아

쿠티아 문화원을 설립하는 등 양국의 교류 활성화가 가시

화됐다.

“2019년 사하공화국내 학교에 1호 한국관을 오픈한 데 이

어 현재3호까지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러

시아연방 사하공화국으로부터 공식설립인준을 받고 두리

랜드에(경기도 양주 소재)주한-야쿠티아문화원(초대원장 

임채무)을 오픈하여 러시아관련 강좌는 물론 문화영역을 

비롯한 경제, 산업분야 등 다양한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

다.”

사하공화국의 자연환경

‘세계에서 가장 추운 땅, 맘모스의 고향, 세계 최대의 다이

아몬드 생산지’

우리에게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은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

고로 알려져있다.  

이곳은 러시아연방에 소속된 자치공화국으로써 러시아 전

체면적의 30%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1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공식회의 2 국가친선사절단 초청만창장에서 대표
연설  3 담양군과 순타르스크울르스 MOU주관  4 매스트니코프 세르게
이 바실리예비치 부총리  5 불가리아 친선사절단 대표와 함께  6 야쿠티
아 대학생들과  7 사하영재음악학교 학생들의 환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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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 영토의 30배에 달한다. 특히 러시아 다이아몬드

의 93%를 생산하는 등 풍부한 광물질의 보고로 겨울 평균기

온이 영하27℃~35℃로 연중 8개월 이상이 겨울이다. 지구상

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추위로 유명

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극한 기후를 자랑스러워 한다. 

겨울과 반대로 짧은 여름은 비교적 따뜻하다. 7월의 평균 고

온은 25.5̊ C이고 최고 기온은 38̊ C이상이다. 여름의 따뜻

함 때문에 중앙과 남부 야쿠티아는 넓은 숲을 유지할 수 있다.

KORUS, KTPGA 러시아 진출 추진

“KORUS Society는 급변하는 러시아권을 비롯한 글로벌시장

에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주)휴비온(대

표 이성래)와 손잡고 지난 4월24일 온라인 ZOOM을 이용하여 

사하공화국의 부총리와 외교장관 등의 영상 축하메시지를 비

롯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구성된 LKS

스튜디오 오프닝세레모니를 갖고 글로벌 영상콘텐츠산업을 

견인함과 아울러 자생력을 갖춘 글로벌NGO로서 나아갈 만

반의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 

서울 가산디지털 단지내에 설립된 LKS스튜디오는 기업IR을 

비롯한 기업홍보영상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러시아산업의 글

로벌 론칭을 지원하기 위한 영상제작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

며 자생력을 갖춘 글로벌 NGO로서 나아갈 것이다.

한편, KORUS Society는 사단법인 KTPGA한국프로티칭골프

협회를지원으로 대한민국의 골프산업의 러시아 진출을 도모

1 한국 KTPGA 티칭프로골프협회와 러시아 스크린골프시스템 보급 및 진출
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2 좌측부터 배우 정한용, 이규환 목사, 홍보대
사 트롯가수 성은, 홍보대사 트롯가수 정다한,  이성래 대표   3 지난 4월 
24일 24일 론칭행사_LKS스튜디오 사업발표하는 이성래 대표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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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목사는 장애를 딛고 성직자의 길을 걸으며 목사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도전과 단순히 

머무는 목회가 아닌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목회를 지향하겠다는 일념으로 과감히 교회사역을 떠나 

글로벌NGO로서의 외로운 길을 나서게 되었으며  ”이목사도 하는 일을 누군들 못할게 

있겠는가?“라는 도전의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싶다며 다음세대인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기성세대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1 야쿠티아에 CT촬영장비 오픈식 2 야쿠티아-아리랑국제합창제 입장연설  
3 야쿠티아-아리랑국제합창제  4 조선대와 국립음악원의 MOU  5 항갈라
스울르스주정부와의 회의  6 야쿠티아 한국관 개소식 컷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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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러시아권역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스크린골프시스템을 보급하고 진출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하공화국(야쿠티아)정부 관계부처와의 화상회

담 등을 진행하는 등 국내 우수한 중소기업의 러시아권 진

출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규환 목사의 열정과 희망

이규환목사는 장애를 딛고 성직자의 길을 걸으며 목사로

서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도전과 단순히 머무는 목회가 

아닌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목회를 지향하겠다는 일념으

로 과감히 교회사역을 떠나 글로벌NGO로서의 외로운 길

을 나서게 되었으며 ”이목사도 하는 일을 누군들 못할게 

있겠는가?“라는 도전의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싶다

며 다음세대인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기

성세대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2001년 인도 나가랜

드 미션센터를 시작으로 12년동안 중국 전역을 드나들며 

다음세대의 비전루트를 개척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기로 

서원했다한다. 한.중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박람회 공동개

최 등 민간으로써 쉽지않은 일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이

규환목사는 러시아와의 교류야말로 다음세대를 위한 마

지막 비전루트라는 확신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찾게 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동안 러시아연

방 사하공화국(야쿠티아)를 거점으로 문화, 예술, 학생, 

청소년, 스포츠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이르

기까지 폭넓은 교류를 확대해가는 한편 사하공화국의 항

갈라스울르스의 사하영재음악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사하공화국 야이센 니콜라예브 정부수반

이 주최하는 국제친선사절단 초청 만찬장에서 대표연설

을 하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야쿠티아)

과 성공적인 교류를 완성함으로써 러시아 전역에 한국의 

바람을 일으켜 다음세대 청소년들의 진출의 교두보를 확

보하겠다는 다짐으로 전력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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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Callaway / 크롬소프트 트루비스

캘러웨이골프가 소비자 참여로 탄생한 크롬소프트 트루비스의 

리미티드 에디션, ‘북극곰과 빙하’ 콜라볼을 출시했다.

캘러웨이의 ‘콜라볼(CollaBall) 프로젝트’는 ‘Collaboration Golf Ball’

의 약자로, 소비자와 캘러웨이골프가 협업을 통해 제품에 대한 다

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소비자 참여형 제품 개발 

프로젝트이다.

캘러웨이골프는 ‘콜라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10일

부터 약 4주 동안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트루비스 디자인 공모

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에 접수된 디자인은 총 400여건으로 소비

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북극곰과 빙하’

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작 ‘북극곰과 빙하’는 지구 온난화를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갈 곳을 잃어 우두커니 서있는 북극곰과 그 밑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빙하를 표현했다. 대상 수상자는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

기 위한 컨셉으로 작품을 기획했다. 특히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구의 환경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을 디자인에 오롯이 담아냈

다.

캘러웨이골프는 이번 제품에 담긴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와 가

치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출시 일을 세계 지구의 날인 4월 22일로 

정했으며, 플레이어 넘버도 0422로 새겨 넣었다. 패턴의 컬러는 

캐롤라이나 블루를 사용했는데, 멸종위기의 북극곰을 표현하기 위

해 다소 옅은 블루 컬러로 적용했다.

또 이번 ‘북극곰과 빙하’ 콜라볼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

음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 카드가 동봉돼 있다. 선물할 때 감사 

메시지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북극곰과 빙하 디자인이 새겨진 

한정판 ‘죠스 포지드 웨지’도 동시에 출시됐다. 이 웨지는 60개 

한정판으로 선보이며, 캘러웨이골프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구매 가

능하다.

캘러웨이골프는 이번 ‘북극곰과 빙하’ 콜라볼과 웨지의 판매 수

익금 일부를 국제환경 NGO인 푸른아시아에 기부할 예정이다.

캘러웨이골프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트루비스 콜라볼은 소

비자 참여로 탄생한 캘러웨이 최초의 골프볼”이라며 ”콜라볼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경영 실천에 앞장설 캘러웨이의 행보와 캘러웨이가 

새롭게 선보일 트루비스 콜라볼 시즌2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트루비스 콜라볼 ‘북극곰과 빙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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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 스피스, 3년 9개월만에 우승

PGA Tournament / 발레로 텍사스오픈

던 스피스(미국)가 지난 4월 4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TPC 샌안토니오 오크스 코스에서 막을 내린 미프로골프투어(PGA) 

발레로 텍사스오픈 우승을 차지한 후 트로피와 부츠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피스는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우승해 3년 9개월 만에 

정상에 올랐다. 김시우와 이경훈은 4언더파 공동 23위로 대회를 마쳤다. 

‘텍사스 보이’ 조던 스피스(미국)가 

3년 9개월 만에 우승컵을 수집

했다. 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

토니오의 샌안토니오골프장(파72ㆍ7435

야드)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발레로 텍사스오픈(총상금 770만 달러) 

최종일 6언더파를 보태 2타 차 우승(18

언더파 270타)을 일궈냈다. 2017년 7월 

디오픈에 이어 통산 12승째, 우승상금은 

138만6000달러(15억6500만원)다.

스피스는 공동선두로 출발해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었다. 2~3번홀 연속버디로 

출발이 좋았고, 4번홀(파4)에서 그린을 

놓쳐 유일한 보기가 나왔지만 6, 8번홀 

‘징검다리 버디’로 만회했다. 후반 12, 

14, 17번홀에서 버디 3개를 보탰다. 특히 

찰리 호프먼(미국)이 1타 차로 따라붙은 

17번홀(파3) 버디가 컸다. 73야드 거리에

서 공을 홀에 바짝 붙인 뒤 가볍게 1.2m 

버디를 솎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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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 스피스, 3년 9개월만에 우승 스피스가 바로 ‘옛날 세계랭킹 1위’다. US주니어아마추어

에서 두 차례나 우승해 ‘포스트 타이거’로 주목받았고, 실제 

2013년 7월 존디어클래식 첫 우승 당시 랠프 걸달(1931년 산

타모니카오픈) 이후 무려 82년 만에 10대 챔프(19세 11개월18

일)라는 대기록에 도달했다. 2015년 4월 마스터스와 6월 US

오픈 ‘메이저 2연승’ 등 시즌 5승을 쓸어 담았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7월 디오픈에서 1타 차 공동 4위에 그쳐 1953년 벤 호건(미

국) 이후 62년 만의 ‘메이저 3연승’ 무산으로 오히려 아쉬움

이 남았다. 2017년 디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잭 니클라우스

(미국ㆍ23세 6개월) 이후 가장 어린 나이(23세 11개월)에 메

이저 3승째를 찍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2000

년 메이저 3승(24세 6개월) 보다 빠르다. 지난 4년간 무관에 

시달렸다는 게 의외다.

스피스는 "2018년 다친 손목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스윙이 

망가졌다"고 입맛을 다셨다. 다행히 최근 6경기에서 ‘톱 10’ 

네 차례 진입 등 부활모드를 만들었다. 그것도 마스터스를 

앞두고서다. 서로 다른 4개 메이저를 모두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도전한다. "오래 기다렸다"며 "내가 다시 일어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은 없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우승"이라는 소감이다.

호프먼 2위(16언더파 272타), 챔피언조에서 동반플레이를 펼

친 맷 월러스(잉글랜드)가 3위(14언더파 274타)다. 디펜딩챔

프 코리 코너스(캐나다)는 공동 14위(6언더파 282타)에 머물

렀다. 한국은 김시우(26)와 이경훈(30ㆍ이상 CJ대한통운)이 

공동 23위(4언더파 284타)로 선전했다. ‘탱크’ 최경주(51ㆍ

SK텔레콤) 공동 30위(3언더파 285타), 노승열(30) 공동 54위

(이븐파 288타), 강성훈(34) 공동 59위(1오버파 289타) 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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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번홀(Ohole), 영원한 골프의 열정 가득한 곳

Issue

영번홀(Ohole)은 히로마쓰모토의 피팅숍과 트렌디한 클럽, 용품, 골프웨어를 제안하는 골퍼들의 최상의 문화&쇼핑 공간이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쇼골프타운 2층에 자리하며  골프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영번홀. 라운드 전, 골프 클럽 재정비를 책임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

히로마쓰모토 , 쇼(SHOW)골프타운 영번홀 내 골프샵, 피팅샵 입점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쇼골프타운 2층에 자리잡은 골프숍 영번홀

(Ohole)이 화제다. 0Hole은 가장 트렌디한 YOUNG, 열정의 BURN, 골

프의 중심 HOLE을 의미한다. 1번홀부터 18번홀까지 완벽한 플레이를 가

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0순의 홀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이곳은 골퍼들을 기호를 생각한 신개념 골프 편집숍이다. 

히로마쓰모토의 피팅숍과 트렌디한 클럽, 용품, 골프웨어를 제안하는 이

곳은 골퍼들의 최상의 문화&쇼핑 공간이다.

특히 골프숍이라고 느끼기 힘들 정도로 심플하면서도 넓은 공간과 인테리

어가 카페 분위기를 연상케한다.

1홀부터 18홀까지 완벽한 골프 코스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0순위의 홀을 의미 가장 트렌디한 YOUNG 열정의 BURN, 골프의 중심 HOLE,
YOUNG BURN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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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번홀(Ohole), 영원한 골프의 열정 가득한 곳

골퍼들은 영번홀에서 스윙 점검에서 피팅까지 원웨

이로 다 돌아볼 수 있다.

첨단 장비를 갖춘 피팅룸에서 스윙 점검과 피팅 장

비 재정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이곳의 장점이다.  

세계 10대 피터인 일본의 코우지 마스터 피터와 우

리나라의 박병욱 마스터 피터를 필두로 히로마쓰모

토의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히로마쓰모토 제품은 

골퍼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피팅이 가능 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주)히로마쓰모토는 1957년 일본에서 시작하여 많은 

메이저 회사들의 제품개발과 디자인은 물론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며 단조 클럽으로 명품을 인

정받은 브랜드이다. 

히로마쓰모토는 2018년부터 한국의 샤프트 기술력

과 일본의 노하우, 한국의 감각적인 손기술이 더해

져 2019년부터 (주)히로마쓰모토 골프가 모든 라이

센스를 이행받아 대한민국에서 총괄운영, 생산, 판

매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주조클럽 제작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며 우리나라 골프 클럽 기술, 브랜드 파워를 보여줬

다. 장인이 만드는 일본산 단조클럽과 한국산 프리

미엄 주조클럽, 여기에 자체제작 샤프트까지 더해 

히로마쓰모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며 공격

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등 국내 골프용품 시장의 화

제를 모은 브랜드이다.

히로마쓰모토는 이미 성능을 인정받으며 골퍼들에

게는 친숙한 브랜드인만큼 전문적이과 과학적인 피

팅 서비스까지 더해 국내 최대, 최초 문화 공간에 

걸맞는 골프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

할 것이다.

골프 복합 문화공간 ‘쇼(SHOW) 골프타운'

쇼(SHOW) 골프타운은 골프 연습부터 스크린 골

프, 용품 구입, 식음까지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골

프 매개 복합 문화공간으로, 골프와 엔터테인먼트

를 결합한 미국 탑골프의 한국 버전을 지향한다. 서

골퍼들은 영번홀에서 스윙 점검에서 피팅까지 원웨이로 다 돌아볼 수 있다. 첨단 장비를 갖춘 피팅룸에서 스윙 점검과 피팅 장비 재정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이곳의 장점이다.  세계 10대 피터인 일본의 코우지 마스터 피터와 우리나라의 박병욱 마스터 피터를 필두로 히로마쓰모토의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히로마쓰모토 제품은 골퍼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피팅이 가능 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주)히로마쓰모토는 1957년 

일본에서 시작하여 많은 메이저 회사들의 제품개발과 디자인은 물론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며 단조 클럽으로 명품을 인정받은 브랜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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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내 최대규모 골프 복합 문화공간으로 화제를 모으며 골

프타운 이라는 이름답게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골프 연습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할 뿐 아니라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이 한자

리에 모여 있어 그야말로 골퍼들의 문화의 장으로 선보였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용 가능하며 비거리 300야드

에 183타석의 메머드급 규모로 전 좌석 전자동 오토 티업 시

스템을 갖췄다. 또한 기존 프론트와 함께 골프연습장 전용 

키오스크를 6대나 마련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 면 수

요'를 반영했다. 

전용 공간에서 심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VIP 타석도 9개 준

비되어 있다. 서울 대한항공 본사 맞은편에 위치 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350여 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여성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도 23개 마련됐다.

초대형 규모의 연습장을 보다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고객 편의 시스템도 최첨단을 자랑한다. 

VIP 타석과 각층 구간별로 설치된 인터폰을 이용한 입점 업

체 예약·주문 시스템을 구축해 연습중 프론트로 연결해타 

석 연장을 예약하거나 입점 업체로 연결해 스크린이나 식음 

예약을 손쉽게 할 수 있다. 

● 영번홀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33 쇼골프 2층 / (02) 6953-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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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 Tournament / RBC헤리티지

스튜어트 싱크(48·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RBC 

헤리티지(총 상금 71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싱크는 

2000년과 2004년 이 대회 우승자로 17년만에 다시 한번 RBC 

헤리티지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싱크는 지난 4월 19일(한국 시간) 미

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버타운 골

프 링크스(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쳤다. 최

종합계 19언더파 265타로 공동2위 헤

럴드 바너 3세(미국), 에밀리아노 그

리요(아르헨티나)를 4타차로 앞서 우

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으로 127만

8000달러(약 14억 2700만원)를 받았

고 페덱스컵 랭킹 3위가 됐다.

싱크는 이날 경기를 5타 차 단독 선

두로 출발해 2위그룹과 타수를 유지

하며 내내 여유있는 플레이를 운영했

다. 17번홀(파3)에서 잡아낸 두번째 

버디는 우승에 쐐기를 박았다.

싱크의 이번 경기에서는 아들 레이건(24)이 캐디를 맡았다. 

조지아공대를 졸업한 뒤 항공 관련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지

만 아버지의 남은 시즌을 함께 하기 위해 세이프오픈부터 캐

디로 나섰다. 유방암을 이겨낸 아내 리사

는 경기 후 싱크와 뜨겁게 포옹했다. PGA

투어는 "'팀 싱크'의 승리"라며 축하를 보

냈다.

헤럴드 바너 3세(미국)와 에밀리아노 그

리요(아르헨티나)가 4타 차 공동 2위()에 

올랐다. 3라운드까지 공동 4위였던 임성

재(23)는 1타를 잃어 10언더파 공동 13위

로 마감했다. 3타를 줄인 김시우(26)는 7

언더파 공동 33위로 마쳤다. 이경훈(30)

은 1언더파 공동 56위, 강성훈(34)은 5오

버파 65위다.    

‘48세의 관록’ 스튜어트 싱크 ,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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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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신인’ 타와타나낏, 메이저 우승

LPGA Tournament / ANA 인스퍼레이션

타와타나낏은 지난 4월 6일(이하 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3위로 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5일 끝난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을 차지해 세계랭킹 포인트 100점을 추가한 효과다. 세계랭킹은 대회별 성적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를 합산, 2년 동안 참가한 

대회 수로 나눈 평점으로 순위를 정한다. 타와타나낏은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했다. 이전에는 시메트라 투어에서 활동한데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 참가 대회 수가 많지 않다. 2년 동안 참가한 대회는 31곳. 덕분에 투어에서 오래 활동한 선수보다 평점이 더 많이 

올랐다. 세계랭킹 톱10 선수 중 대회 참가 수가 가장 적은 선수는 42경기, 가장 많은 선수는 54개 대회에 참가했다.

무시무시한 괴물 선수가 탄생했다. 300야드 

이상을 펑펑 날려 ‘여자 디섐보’로 불리는 

패티 타와타나낏(22·태국)이 미국여자프로골

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

스퍼레이션(총상금 310만 달러) 정상에 올랐다.

타와타나낏은 5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힐스CC(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2개를 묶

어 4언더파 68타를 보탰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적어낸 타와타나낏은 2위 리디아 고(뉴

질랜드·16언더파)를 2타 차로 따돌렸다. 우승 

상금은 46만5000달러(약 5억2,500만원)다.

첫날부터 선두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

어’ 우승이다. 이 대회 사상 2000년 카리 웹(호

주) 이후 21년 만의 기록이다. 또한 1984년 줄리 

잉크스터(미국) 이후 무려 37년 만에 신인 신분

으로 이 대회를 제패했다. 지난해 데뷔한 타와

타나낏은 2020시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행을 겪은 관계로 이번 

시즌에도 신인 신분이다.

1999년생으로 2016년 미국주니어골

프협회(AJGA) 올해의 선수로 선정

된 타와타나낏은 2017년부터 두 시

즌 동안 UCLA 골프팀에서 활약하

며 7승을 거뒀다. 2019년 LPGA 투

어 2부인 시메트라 투어에서 3승

을 거둔 그는 현재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번 대회 기간 평균 

323야드의 장타를 날려 큰 관심을 끌었다. 태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건 에리야 쭈타누

깐 이후 두 번째다. 태국 선수가 이 대회를 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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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신인’ 타와타나낏, 메이저 우승

한 건 타와타나낏이 처음이다.

이날 5타 차 단독 선두로 경기에 나선 타와타나낏은 2번 홀

(파5)에서 칩인 이글을 잡아내며 기분 좋게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다. 이후 8번(파3)과 12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했

다. 앞서 경기하던 리디아 고가 15번 홀(파4)까지 10타를 줄

이며 매섭게 추격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마지막 18번 홀(파5)을 파로 마치고 우승을 확정한 타와타나

낏은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했다. 시상식 후 18번 홀 그린 옆 

포피 연못에 빠진 뒤에는 캐디와 포옹을 나누며 환하게 웃었

다. 타와나타낏은 “초반에 잠시 긴장됐지만 이후 내 플레이

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세영, ANA 인스퍼레이션 공동 3위

김세영은 초반부터 깔끔한 경기

를 펼쳤다. 1번 홀(파4) 버디를 시

작으로 전반 9개 홀에서만 버디 5

개를 기록했다. 후반에도 12번 홀

(파4) 버디로 타수를 더 줄인 김세

영은 16번 홀(파4)에서 보기로 잠

시 주춤했다가 18번 홀(파5) 버디

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퍼트수

가 26개에 불과했을 만큼 깔끔한 

퍼트 능력이 돋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300야드를 훌쩍 

넘기는 장타로 화제를 모았던 타

바타나킷이 최종 라운드에서도 4타를 줄여 합계 18언더파로 

우승했다. 우승 과정은 쉽지만 않았다. 3라운드까지 6언더파 

공동 7위였던 리디아 고가 매섭게 추격했다. 타바타나킷과 8

타 차였던 리디아 고는 첫 홀 버디를 시작으로 2번 홀(파5)에

선 이글을 더해 타수를 확 줄였다. 이어 7개 홀에서 버디 4개

를 더 추가해 전반 9개 홀에서만 무려 7타를 줄였다. 이어 10

번 홀과 11번 홀도 연이어 버디를 기록하면서 메이저 대회 18

홀 최소타 기록(김효주 61타)에도 바짝 다가선 듯 했다.

그러나 타바타나킷도 차분하게 타수를 줄였다. 리디아 고처

럼 타바타나킷도 2번 홀 이글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후 

공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

영으로 타수를 잃지 않는 경기를 

치르던 타바타나킷은 버디 2개만 

추가하고 선두를 지켰다. 리디아 

고는 2타 차로 추격하다 18번 홀 

버디 퍼트가 홀 앞에 멈춰서면서 

아쉽게 역전 우승 문턱에서 주저

앉았다. 18번 홀에서 파 퍼트를 넣

은 타바타나킷은 우승을 확정짓곤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환하게 웃으

며 자축했다. 타바타나킷은 1984

년 줄리 잉스터(미국) 이후 37년 

만에 이 대회 신인 우승자로 기록

됐다. 우승 상금은 46만5000 달러

(약 5억2000만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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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천재 리디아 고 , 6타 차 ‘우승’

LPGA Tournament / 롯데챔피언십

‘골프 천재 소녀’ 리디아 고(24·뉴질랜드)가 돌아왔다. 리디아 고는 지난 4월 18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의 카폴레이 골프장에서 벌어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최종라운드 7언더파 65타, 합계 28언더파로 박인비 등 2위 그룹을 7타 차로 제쳤다. 통산 

16승째다. 21언더파로 넬리코다에 한 타 차 선두로 출발한 리디아 고는 9번 홀부터 12번 홀까지 4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사실상 우승을 결정지었다.

뉴질랜드 출신 한국계 골프 선수 리디아 고(24)가 3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리디아 고는 지난 4월 18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섬의 카폴레이 골프클럽(파72·639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

운드에서 버디만 7개를 기록하며 7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28언더파 260타. 리디아 고는 공동 2위 선수들

을 무려 7타 차로 따돌렸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약 3억 

3000만 원)다.

리디아 고가 우승한 것은 2018년 4월 메디힐 챔피언십 이후 

3년 만이다. LPGA 투어 통산 16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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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부터 ‘천재 골프 소녀’로 이름을 날린 리디아 고는 15

살이던 2012년 LPGA 투어에서 첫 승을 따냈고, 10대 시절

인 2016년까지 14승을 거뒀다. 20대에 접어들어 우승한 것은 

2018년 4월 메디힐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대회가 두 번째다.

3라운드까지 넬리 코르다(미국)에게 1타 앞선 단독 1위였던 

리디아 고는 4라운드 초반부터 타수 차를 벌려 비교적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올해 5개 대회에 나와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

피레이션 준우승을 비롯해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를 기록했

다. LPGA 드라이브온 챔피언십 공동 8위 등 10위 안에 네 차

례나 이름을 올렸다. 시즌 상금 79만 1944달러를 번 리디아 

고는 상금 1위로 올라섰다. 11위인 세계 랭킹도 더 상승할 것

으로 예상된다.

슬럼프 딛고 3년 만에 우승

서울에 태어나 한국이름이 ‘고보

경’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24)는 10대 때 ‘천재 골프소녀’로 

이름을 날렸다. 15살이던 2012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서 첫 승을 거뒀고 17세인 2014년

에 LPGA 투어에 정식 데뷔해 3승

을 올리며 사상 최연소 신인상을 

차지했다. 이어 2015년 남녀 통틀

어 사상 최연소(17세9개월)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 그해 에비앙 

챔피언십까지 제패해 최연소(18

세4개월) 메이저 우승 기록도 세

웠다.

리디아 고는 아직 10대이던 2016년까지 14승을 쓸어 담으며 

승승장구했지만 20대 들어 급격한 침체에 빠졌다. 2016년 7

월 마라톤 클래식에서 14승째를 따낸 뒤 2018년 4월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때까지 1년 9개월이 걸렸고 이후에는 

더 이상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지 못했다. 리디아 고는 캐디, 

코치를 여러 차례 바꾸며 부진 탈출에 애썼지만 성적은 좀처

럼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10대에 엄청난 성공이 오히려 독

이 됐다’는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처럼 세계랭킹 55위

까지 떨어지며 극심한 부진을 겪은 리디아 고가 드디어 부활

했다.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만 7개를 기록하는 맹타를 휘두

르며 7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8언더파 260타를 

적어낸 리디아 고는 공동 2위 

선수들을 무려 7타 차로 따돌

리고 3년 만에 통산 16승 달성

했다. 우승 상금은 30만달러

(약 3억3000만원). 이번 우승

으로 리디아 고는 시즌 상금 1

위(79만1944달러)로 나섰다.

리디아 고는 2010년부터 2014

년까지 ‘골프 황제’ 타이거 우

즈(46·미국)의 코치를 지낸 

숀 폴리를 새 코치로 선임한 

뒤 이번 시즌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5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

를 기록하며 톱10에 4차례 이

름을 올렸다.

최근 성적을 보면 상승세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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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했다. 최근 16개 대회에서 9차례나 ‘톱10’ 성적을 내고 

14번을 20위 이내에 들었다. 최근까지 5차례 메이저대회

에서 유일하게 모두 20위 안쪽의 성적을 냈다. 개막전 준

우승을 시작으로 정상 복귀를 벼르던 리디아 고의 샷은 

ANA 인스피레이션 3라운드 8번홀(파3) 이후 이번 대회 1

라운드 11번홀까지 100개 홀에서 보기는 단 한 개에 그칠 

만큼 완벽했다.

리디아 고는 6년 만에 시즌 상금 순위 1위(79만 1944달

러)에 나섰고 한 때 55위까지 떨어졌다가 11위로 회복한 

세계랭킹도 더 오를 전망이다.

24일 24번째 생일을 맞는 리디아 고는 “지난 3년 동안 또 

우승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조던 스

피스와 마쓰야마 히데키의 우승을 보며 나도 그럴 수 있

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털어놓았다.

9타 줄인 박인비, 롯데 챔피언십 준우승

골프 여제' 박인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샷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샷 감각을 자랑했지만 준우승에 만

족했다.

이로써 박인비는 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했지만 합

계 27언더파의 리디아 고(뉴질랜드)에 밀려 김세영, 넬리 

코르다(미국), 리오나 매과이어(아일랜드) 등과 공동 2위

를 마크했다.

전날 공동 16위로 경기를 마친 박인비는 대회 마지막날 

정확한 샷을 선보였다. 박인비는 5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낸 뒤 6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기록했다. 이어 8

번홀(파3)에서도 한 타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후반 들어 박인비는 더욱 좋은 경기력을 자랑했다. 박인

비는 13번홀(파4)에서 버디를 기록한 뒤 14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냈다.

기세를 높인 박인비는 16번홀(파3)에서 3연속 버디를 기

록하면서 21언더파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박인비가 마지막날 선전했지만 우승컵은 3라운드 연속 

노보기 플레이를 한 리디아 고의 차지였다. 리디아 고

는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내며 합계 28언더

파 260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리디아 고는 지난 

2018년 4월 메디힐 챔피언십 우승 이후 3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투어 통산 16번째 우승이다.

박인비를 포함, 총 5명의 한국 선수들이 대회 톱10에 진

입했다. 신지은(29·한화)은 19언더파 269타로 공동 6위

에, 양희영, 김아림은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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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만에 통산 ‘10승’ 브룩 헨더슨

LPGA Tournament / 휴젤·에어 프레미아 LA 오픈

캐나다 여자 골프의 간판 스타 브룩 헨더슨(24)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를 통틀어 캐나다 선수로는 사상 처음 10승 

고지를 밟았다. 헨더슨은 지난 4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윌셔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휴젤·에어 프레미아 LA 오픈(총상금 150만 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2개로 4타를 줄이며 합계 16언더파 268타를 기록하며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헨더슨은 3라운드까지 선두 제시카 코르다(미국)에 4타 뒤진 3위였으나 이날 1타를 잃은 코르다(15언더파)를 1타 차이로 제쳤다.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통

산 10승에 성공했다. 헨더슨은 지난 4월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윌셔CC(파71)에서 열린 

LPGA투어 휴젤·에어 프리미어 LA오픈 마지막날 4라운드에

서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헨더슨은 시즌 2승에 나선 제시카 코르다(미국)를 1타차 2위

로 밀어내고 시즌 첫승을 거뒀다. 시즌 첫승에 도전했던 고진

영(26·솔레어)은 시즌 최고 성적인 3위에 입상했다.

헨더슨은 지난 2019년 6월 마이어 클래식 제패 이후 2년만에 

LPGA투어 통산 10승째를 달성했다. 남녀 통틀어 캐나다 선

수가 미국 투어에서 통산 10승을 거둔 것은 헨더슨이 처음이

다. 헨더슨은 2015년 첫 우승 이후 2019년까지는 해마다 우

승을 거르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투어 일정이 

대폭 축소된 지난 시즌에는 10차례 출전, 6차례 '톱10'에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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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만에 통산 ‘10승’ 브룩 헨더슨
했으나 우승은 없었다.

제시카에 4타, 고진영에 3타 뒤진 3위로 마지막 라운드에 들

어간 헨더슨은 2번홀(파5) 버디로 역전을 위한 추격에 나섰

다. 5번홀(파4) 버디를 6번홀(파4) 보기로 잃었으나 7번홀(파

3)에서 버디를 잡아 본격적으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면 고진영은 10번 홀까지 보기과 버디를 1개씩 주고받아 

제자리 걸음을 했고 제시카는 2타를 잃고 있었다. 기세가 오

른 헨더슨은 11번홀(파4), 12번홀(파3) 연속 버디로 선두로 

치고 나갔다. 특히 12번홀은 장거리 칩샷이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우승 원동력이 됐다.

고진영은 같은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해 헨더슨에 3타차로 

밀렸다. 헨더슨은 14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홀 1.5ｍ에 붙

여 버디로 연결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7번홀(파4) 보기로 

2타차로 추격을 허용했으나 18번홀(파3)에서 그린 미스를 하

고도 무난히 파세이브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제시카가 18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았으나 1타차 간격을 좁

히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 고진영은 14번홀(파4) 버디로 

추격에 나섰지만 이후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3위(최종합

계 14언더파 270타)의 성적표를 받아 쥐었다.

이날 3타를 줄인 유소연(30·메디힐)이 공동 5위(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에 입상했다. 이정은(25·대방건설)도 마지

막날 5언더파 66타를 쳐 7위(최종합계 11언더파 273타)를 차

지했다. 올시즌 첫 '톱10' 입상이다. 박인비(33·KB금융그룹)

는 1타를 줄여 공동 15위(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 김세영

(28·메디힐)도 1타를 줄여 공동 17위(최종합계 5언더파 279

타)에 올랐다.

이번 대회를 마친 LPGA투어는 아시아 지역으로 무대를 옮

겨 열린다. 첫 대회는 오는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이다. 그 다음 대회는 5월 6일부터 나흘

간 태국에서 개최되는 혼다 LPGA 타일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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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Titleist / 스카티카메론 '팬텀X' 퍼터

스카티카메론 ‘팬텀X’ 퍼터 4종 추가

헤드 디자인 또한 투어 선수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새롭게 변화

하였다. 기존의 팬텀 X 컬렉션 중 가장 인기를 얻었던 ‘팬텀 X5’

와 ‘팬텀 X12’ 모델을 기반으로 더욱 컴팩트한 헤드와 개선된 날

개 모양을 적용했다. 기존의 옐로우 닷 형태의 얼라인먼트가 아닌 

싱글 라인의 얼라인먼트를 도입했다. ‘팬텀 X5 와 5.5’ 모델은 블

랙 컬러의, ‘팬텀 X11과 11.5 모델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심플한 

얼라인먼트로 시크한 디자인과 어드레스 시 높은 집중력을 제공

한다.

마지막으로 골퍼들이 선호하는 토-플로우에 따라 최적화된 샤프

트/넥 옵션을 제공한다. ‘팬텀 X5와 11’ 모델은 마디가 없는 미드-

밴드 샤프트가 적용되어 타겟 라인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으며 

퍼팅 스트로크 시 페이스 로테이션을 최소화해준다.

‘팬텀 X5.5’ 모델은 투어에서 영감을 받은 스몰 슬랜트 넥이 접합

된 샤프트가 적용되었고, ‘팬텀 X11.5’ 모델은 로우-밴드 샤프트로 

토-플로우가 강화되어 아크형의 퍼팅 스트로크를 도와주며 블레

이드 퍼터와 같은 견고한 타구감을 제공한다. 이번 신제품 ‘팬텀 

X 말렛 퍼터 4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타이틀리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타이틀리스트 공식 클럽 대

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타이틀리스트가 스카티 카메론의 말렛 퍼터 ‘팬텀 X’ 라인업

의 새로운 모델 4종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 중 ‘팬텀 X5와 5.5’는 지난 2019년에 출시된 모델을 

새로운 헤드 디자인과 샤프트/넥 구성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팬

텀 X11과 11.5’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옵션으로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 이로써 ‘팬텀 X’ 컬렉션은 총 12가지(X5, X5.5, X6, 

X6STR, X7, X7.5, X8, X8.5, X11, X11.5, X12, X12.5)의 말렛 퍼터 라인

업을 완성했다.

이번 신제품 말렛 퍼터 4종은 퍼터의 명장 스카티 카메론의 장인

정신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팬텀 X’ 라인업만의 기술력과 노하

우가 모두 집약되었다. 또한 투어에서 받은 영감과 피드백을 반영

하여 더욱 컴팩트한 헤드 디자인과 새로운 샤프트/넥 설계로 새로

운 말렛 퍼터의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다.

먼저 이번 신제품 퍼터 4종은 기존 ‘팬텀 X’ 모델들과 동일하게 

복합 소재 공법이 적용되었다. 정교하게 밀링된 303 스테인리스 

스틸이 페이스 전면에 이어 바디까지 이어져 있으며, 6061 경량 

알루미늄이 솔과 프렌지를 구성하여 모든 헤드에서 최적의 무게 

배분을 완성한다. 따라서 향상된 MOI는 물론 일관된 타구음과 부

드러운 타구감을 자랑한다.

이번 신제품 퍼터 4종은 기존 ‘팬텀 X’ 모델들과 동일하게 복합 소재 공법이 적용되었다. 

정교하게 밀링된 303 스테인리스 스틸이 페이스 전면에 이어 바디까지 이어져 있으며, 6061 경량 알루미늄이 솔과 프렌지를 

구성하여 모든 헤드에서 최적의 무게 배분을 완성한다. 따라서 향상된 MOI는 물론 일관된 타구음과 부드러운 타구감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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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의 진기록’ 문도엽, 개막전 우승

KPGA Tournament /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지난 4월 18일 강원 원주 소재 오크밸리 컨트리클럽 오크, 메이플코스 (파72. 7,121야드)에서 열린 2021시즌 개막전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 문도엽(30.DB손해보험)이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1억 4천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문도엽은 2018년 7월 ‘제61회 KPGA 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약 2년 9개월만에 통산 2승을 달성했다. 문도엽은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로 공동 4위로 

출발했으나 2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로 공동 2위로 올라섰다. 이어 벌어진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버디 5개, 보기 2개), 10언더파 206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으며,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로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

하는 프로 선수들은 자신을 믿고 후

원해주는 스폰서에 보답하기 위해 좋은 성

적을 내고 싶은 욕심이 크다고 입을 모은

다. 그만큼 부담은 가중된다. 

2021시즌의 포문을 연 한국프로골프

(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 제16회 DB손

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7억원)에서 이

런 부감을 떨치고 선전한 문도엽(30)이 주

최사인 ‘DB손해보험’ 로고가 박힌 모자를 

쓰고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 4월 18일(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

밸리 컨트리클럽 오크-메이플 코스(파

72·7,12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1타 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출발한 문

도엽은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

파 71타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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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68-69-69-71)를 작성한 문도엽

은 단독 2위 김주형(19)을 3타 차로 따돌린 채 우승상금 1억

4,000만원의 주인이 되었다.

2013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문도엽은 2018년 7월 제61회 

KPGA 선수권대회에서 첫 승을 달성한 후 약 2년 9개월 만에 

통산 2승의 기쁨을 맛봤다. 

또한 코리안투어에서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대회 우승은 

2012년 신한금융그룹 소속으로 제28회 신한동해오픈을 제패

한 김민휘(29) 이후 약 9년 만에 나온 진기록이다. 

문도엽은 2019년부터 DB손해보험 후원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문도엽 외에도 같은 후원사를 둔 서요섭(25), 이태

훈(31·캐나다)이 함께 도전에 나

섰다. 서요섭은 1·2라운드 합계 

5오버파를 쳐 본선 진출이 불발되

었고, 2019년 이 대회 우승자로 올

해 디펜딩 챔피언 신분이었던 이

태훈은 최종 성적 공동 25위(2오

버파 290타)로 마쳤다.

이날 챔피언조에서 동반 우승 경쟁

한 최민철(33)과 문경준(39)이 타수

를 잃은 것도 문도엽의 개막전 우

승에 힘을 실었다.

문도엽은 파5 홀인 2번과 4번홀

에서 잇따라 버디를 낚아 초반에 순항했다. 그 사이 최민철

은 1번(파4)과 2번홀에서 연속 보기를 적었고, 문경준은 1~3

번 홀에서 보기-버디-보기로 1타를 잃은 상황이 되었다. 오

히려 3라운드까지 단독 5위였던 함재형(24)이 1~5번 홀에서 

버디 4개를 솎아내며 맹추격했다.

전반 9개 홀이 끝났을 때 선두 문도엽은 중간 성적 11언더파, 

김주형은 7언더파를 달리는 등 문도엽은 2위권과 3~4타 차

이의 간격을 유지했다.

문도엽은 14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바로 15번홀(파

5) 버디로 만회한 것이 우승에 쐐기를 박았다.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 모습을 보인 김주형은 버디 4개와 보

기 3개로 1타를 줄여 단독 2

위(8언더파 280타)에 올랐다. 

(2020년 개막전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대

회는 다르지만, 2년 연속 코리

안투어 개막전 준우승을 기록

했다.

예선 통과자 우승을 노린 함재

형은 9번홀(파4)에서 쿼드러플 

보기로 한번에 4타를 잃으면서 

우승에서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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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Tournament /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2021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막전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7억원)의 주인공은 이

소미(SBI저축은행)였다.

이소미는 지난 4월 11일 롯데스카이힐CC 제주(파72·6370야

드)에서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7억원) 4라운드서 

버디 3개, 보기 3개로 이븐파를 쳤다. 합계 6언더파 282타를 

친 이소미는 장하나를 2타 차로 따돌리고 통산 2승째를 신고

했다.

지난해 10월 휴엔케어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차지

한 이소미는 개막전부터 안정적인 감각을 선보이며 시즌 첫 

챔피언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승 상금은 1억2600만원이다.

전남 완도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고향 인

근의 영암군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

럽에서 열린 휴엔케어 여자오픈에서 강

한 바닷바람을 뚫고 생애 첫 우승을 거뒀

던 이소미는 나흘 내내 강풍이 몰아친 롯

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6개월 만에 통산 

2승에 성공하며 바람에 강한 면모를 재

차 입증했다.

2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맞이한 이소미는 4번홀 보

기로 주춤했지만 6번과 7번홀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렸다. 9

번홀 파세이브 실패로 전반 9개홀을 이븐파로 마쳤다.

장하나가 13번(파4) 홀에서 버디 사냥에 성공하며 파에 그친 

이소미와 함께 재차 공동 선두에 올랐다. 그러나 이소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15번(파5) 홀에서 버디를 잡아 다시 단독 

선두에 복귀한 뒤 16번(파4) 홀에서 파를 기록하고 장하나가 

더블보기로 한꺼번에 2타를 잃으며 3타 차로 앞서 사실상 우

승을 확정했다.

장하나는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로 준우승에 만족했다. 정

슬기(휴온스)가 중간합계 1언더파 287타로 3위에 이름을 올

렸다.

3라운드까지 단독 2위를 달리던 이다연

(메디힐)은 버디 2개, 보기 4개, 더블보키 

2개로 6오버파에 그쳐 최종합계 2오버파 

290타 공동 9위로 미끄러졌다.    

<사진제공 : KLPGA>

이소미, KLPGA 투어 개막전 우승…통산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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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 공동 2위 이민영(24·한화)과 이다연(19)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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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Tournament /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이 2차 연장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박민지(23)의 우승으

로 막을 내렸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는 부산·경남 

지역의 유일한 KLPGA 정규 대회로 매년 구름 관중이 찾는 명품 

골프 축제. 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선수와 갤러리들의 

안전을 위해 대회를 취소했고, 2년 만에 다시 골프 팬 곁에 돌아

왔다.

KLPGA 투어 최장 전장과 어려운 코스로 유명한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는 올해 총상금을 8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고, 대회를 

3일 54홀에서 72홀로 변경하는 등 골프 대회 자체의 의미를 강조

하는 변화를 줬다. 긴 코스를 다양한 샷으로 공략하고, 나흘 동안 

여러 상황에서 전략적인 공략법 선택 등 선수들이 골프 경기 자

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회를 구성했다.

선수들을 위해 골프 대회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의 대표 상징인 멘탈메이트 캐릭터들도 

대회장을 수 놓았다. 선수들은 대회 전 강조하고 싶은 멘탈메이트 

캐릭터를 선택했고, 각자 캐디빕에 캐릭터를 새기고 경기에 참여

했다. 그리고 홀별로 그 홀의 특징을 나타내는 멘탈 메이트가 지

정돼 골프 팬들이 경기를 보는 재미를 더했다.

대회 주최사인 ㈜넥센과 ㈜넥센타이어는 정부와 협회의 방역 수

칙을 지키며 대회의 방역과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 또 주최사, 협

회, 방송사, 협력사와의 협력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진행

했다. 무엇보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예년

보다 온라인 콘텐츠와 이벤트를 대폭 늘려 대회장을 찾지 못하는 

골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 최강 멘탈의 주인공은 박민지였

다. 박민지는 17번 홀 버디로 장하나(28)를 추격해 경기를 연장으

로 끌고갔다. 박민지와 장하나는 2차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박민지가 통산 다섯 번째 우승 컵을 들어 올렸다. 대회 전 

사자의 '자신감'을 멘탈메이트로 선택했던 박민지는 자신의 선택처

럼 연장전에서 자신감을 보여주며 KLPGA의 최강 멘탈임을 증명

했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주최사, 선수, 협회, 협찬사가 한마음이 돼 대회를 잘 마

무리하며 '뉴노멀' 시대에 모범적인 대회 표준을 만들었다.   

<사진제공 : KLPGA>

박민지,  연장 끝 우승… 통산 5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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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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시밀러룩 어때?' 힐크릭, 봄 시즌 맞이 
다양한 커플 라운딩룩 제안

비와이엔블랙야크(회장 강태선)가 전개하는 모던 브리티시 골프웨어 브랜드 

'힐크릭'이 봄 시즌을 맞아 필드에서 세련된 시밀러룩을 연출할 수 있는 커

플 라운딩룩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커플 라운딩룩은 변형 체크 패턴과 컬러 매칭을 포인트로 

활용하고 블랙과 화이트, 네이비와 화이트 등 대비되는 컬러조합으로 포인

트를 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커플룩보다는 하나의 아이템로만 통일감을 

주거나 컬러나 변형 패턴 등 디테일한 부분만 통일해 각자의 개성을 살린 '

시밀러룩'으로 한층 세련된 커플룩을 표현했다.

먼저 화보 속 체크 패턴 커플룩으로 선보인 △체크 패턴 베스트는 런던 카

나비 스트릿의 자유분방함에서 영감을 받은 불규칙한 윈도우 페인 체크 프

린트를 적용한 여성용 베스트 제품이다.

네이비와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등판에 타원형 절개 디테일을 적용해 개

성이 돋보이면서도 활동성을 높여준다.

이는 톤온톤이나 같은 톤의 △골지 베이스레이어 △솔리드 큐롯 △썬캡 등

과 매치하면 스타일과 활동성을 갖춘 세련된 라운딩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남성용 △뉴트로 체크 팬츠는 뉴트로한 감성의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화이

트와 네이비 두 가지 색상의 일자핏 팬츠다. 신축성이 좋은 폴리 스판 소재

를 사용해 움직임이 편안하다.

두 가지 색이 번갈아 배치된 태테솔 체크 패턴이 여성용 베스트에 적용된 

체크 패턴과 매칭돼 맞춘 듯 아닌 듯한 세련된 커플룩을 연출할 수 있다.

컬러 블록이 돋보이는 여성용 △져지 배색 풀집업 가디건은 어깨와 팔, 밑

단의 라인을 배색으로 적용해 포인트를 강조했다.

등판은 그래픽으로 연출한 듯한 로고 플레이로 경쾌한 느낌을 더했으며, 

니트 소재의 편안함과 포근함으로 동작이 큰 스윙 시에도 불편함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하의는 블랙이나 화이트의 큐롯 또는 슬림핏 팬츠와 매치

해 단정한 필드룩 연출이 가능하다.

남성용인 △스윙 퍼포먼스 점퍼는 기능성 폴리에스터 100%를 사용해 형태 

안정성과 복원력, 신축성이 뛰어나고, 소매 부분은 입체 패턴을 적용해 활

동성을 높였다. 베이직한 디자인에 앞 지퍼와 주머니 부분을 배색 테이핑 

처리해 포인트를 강조해 단조로움을 없앴다. 자켓과 매치한 △섬머 베이직 

팬츠 역시 베이직한 블랙 컬러로 냉감 기능을 더해 필드와 일상생활에서 

쾌적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힐크릭 관계자는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필드로 커

플 라운딩을 준비하는 골퍼들을 위해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다

양한 골프웨어를 선보이고 있다"라며 "스타일과 활동성을 갖춘 제품 선택이 

중요한 만큼 스타일링 팁을 참고해 멋스러운 커플 라운딩룩을 완성하길 바

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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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노골프 어패럴, 휴대성 더한 
초경량 '패커블 바람막이 점퍼' 출시

미즈노골프 어패럴은 봄부터 가을까지 가볍게 걸치기 좋은 초

경량 패커블 바람막이 점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능성과 세련된 감성이 어우러진 유유자적(YOU有자적) 컬렉션

의 세 번째 아이템인 패커블 점퍼는 입은 듯 안 입은 듯한 얇고 

가벼운 착용감으로 필드와 일상에서 편안한 활동성을 자랑한다.

엉덩이 밑으로 내려오는 여유로운 기장은 쇼츠와 짧은 스커트

는 물론 레깅스와 매치해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허리 스트링으

로 실루엣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소매와 등판 라인의 셔링 디테일은 여성스럽고 슬림한 핏

을 완성해 주고, 후드가 내장되어 있어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

할 수 있다.

컬러는 세련된 블랙과 러블리한 네온 핑크, 라이트 블루의 유니

크한 코스모 카모 패턴으로 선보여지며 미니 가방이 함께 구성

되어 있어 휴대와 보관도 용이하다.

특히 생활 방수 기능으로 날씨 변덕이 심한 봄과 여름, 가방에

서 툭 꺼내 가볍고 편하게 걸쳐 입기 좋다.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미즈

노골프 어패럴의 패커블 바람막이 점퍼는 브랜드 공식 홈페이

지와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나는 캘러웨이골프 어패럴

캘러웨이골프 어패럴이 재탄생 된다. 지난 2013년부터 캘러웨이골프 어패

럴을 전개하던 한성에프아이와 상반기 계약이 종료되면서, 2021년 7월부터 

캘러웨이골프(대표 이상현)에서 직접 어패럴 사업도 함께 전개한다.

한국캘러웨이골프는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강 잠원지구의 서울 웨이

브아트센터에서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전개하는 2021 F/W 시즌 캘러웨이골

프 어패럴에 대한 유통사업 설명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유통사업 설명회에서는 새로워진 캘러웨이의 어패럴과 액세서리, 그

리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매장 인테리어의 시뮬레이션부터 버츄얼 패션

쇼까지 선보였다. 또한 캘러웨이골프 어패럴과 기어의 결합된 시너지를 활

용한 국내 ‘NO.1 토탈 골프 브랜드’로서의 비전도 제시했다.

2021 F/W 시즌부터 캘러웨이골프에서 전개하는 캘러웨이골프 어패럴은 엄

선한 원단과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젊은 골퍼를 위한 심플

하면서 모던한 컬러와 패턴을 도입했다. 트렌디한 스타일을 이끌어 나가며,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해 골퍼들에게 활동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캘러웨이골프 브랜드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의 골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기존 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트렌디하고 영(Young)하

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골퍼들에게 새로

운 경험을 제공하고 캘러웨이골프만의 DNA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나

아가는 것이 캘러웨이골프가 추구하는 D.S.P.D(Demonstrably Superior 

P l e a s i n g l y 

Different)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

다.

캘러웨이골프에서 전

개하는 가장 캘러웨

이답게, 캘러웨이만의 

DNA가 담긴 캘러웨

이골프 어패럴은 오

는 7월에 공식 런칭

을 시작으로 전국의 

대리점과 백화점 입

점 매장을 통해 소비

자들에게 선보일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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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컴퍼니 ㈜카카오 VX(대

표 문태식)는 지난 4월 14일(수), 자사의 골프 예약 서

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카카오골프예약’에서 ‘티타임 

청약 기능’ 등 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핵심은 ‘티타임 청약 기능’으로, 골

프 예약 앱 내 최초로 도입되는 서비스다. ‘티타임 청약 기

능’은 티타임이 오픈 되기 전에 원하는 골프장과 날짜, 시간

대를 선택해 미리 청약을 넣으면 추첨을 통해 당첨된 회원에

게 티타임 예약 대기를 걸어 준다.

특히, 청약 모집 후 티타임이 오픈되면 회원 별 청약 가점에 

따라 추첨 진행 및 당첨자 알림이 제공되며, 이후 예약을 확

정할 수 있다.

또, 티타임 예약 시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 앱 업데이트를 실

시했다. 우선 추천 키워드에 따른 ‘티타임 리스트’ 제공 및 

‘바로 예약’ 기능을 추가했으며 지역과 골프장 키워드 검색 

및 ‘티타임별 보기’ 기능을 추가해 상세한 검색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카카오 VX는 6월 12일(토)까지 ‘카카오골프예약’ 앱 회원이

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라이언 일병의 티타임 구하기’라

는 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간단한 모바일 웹 게임에 참여해 벙커, 해저

드, 포탄을 피해 목표지점까지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한 이용자 중 100명을 선정해 ‘카카오골프예약 캐시’ 및 

‘아이스크림 쿠폰’, ‘피자 쿠폰’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

다. 

한편, ‘카카오골프예약’은 골프장과 골퍼를 연결해 예약, 결

제, 실시간 교통 안내까지 한 번에 실행하는 원스톱 골프 예

약 서비스다. 2021년 3월 한 달간 방문자 수가 전년 동월 대

비 약 154% 증가했으며, 티타임 예약 완료 수가 약 238% 증

가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 VX ‘카카오골프예약’
골프 예약 앱 내 최초 ‘티타임 청약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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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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골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7  

플레이스토어 다운

티골프는 골프장ㆍ연습장ㆍ스크린골프용품ㆍ프로레슨상품등을 제휴ㆍ협약을 통해 
티골프 사이트ㆍ앱을 통해서 할인매칭 회원서비스를 진행됩니다

골프장 부킹과 조인을 한번에

조인

부킹 제주투어

국내투어

투어상품

레슨상품

고객센터	1544-9668
운영시간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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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경기도 포천 베어크리크GC가 5회 연속 '친환경 골프장' 1위에 선정됐다. 레저신문이 지난 2005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친환경 

골프장 베스트 20' 선정에서 베어크리크 골프장은 총점 95.5점을 얻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자연친화력이 19.1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클럽하우스 친화력 9.4점, 골프 코스 평가 9.8점, 골프장 코스 기억성 9.6점, 서비스 9.0점 그리고 친환경 이행 평가에서 38.6점을 획득했다.

레저신문에서 2년마다 선정하는 ‘친환경 골프장 베스트 TOP 

20’에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베어크리크 골프클럽이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도 5회 연속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베어크리크는 친환경 골프장 평가 항목 중 자연 친화력 19.1점과 

클럽하우스 9.4점, 골프 코스 평가 9.8점, 골프장 코스 기억성 9.6

점, 서비스 9.0점과 친환경 이행 평가에서 38.6점을 받아 총점 100

점 중, 95.5점으로 '친환경 골프장 베스트 TOP20‘ 1위 골프장에 선

정됐다. 

친환경 골프장의 모범이 되고 있는 베어크리크는 설계, 운영, 서

비스 등의 다방면에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보

여드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코스와 클럽하우스 설계 시

에도 자연 지형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친환경 

농법을 도입해 잔디를 관리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

을 줄이고자 건물 내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자연 

순환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통한 친환경 골프장 조성

베어크리크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지열시스템’

을 국내 골프장 최초로 도입(2006년)하였으며, 공기열을 이용한 

‘공기열 히트펌프’를 추가 도입(2011년)하여 클럽하우스 및 직원 

기숙사의 냉난방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내 

조명을 LED 전면교체(2011년)하고, 크리크코스 LED야간조명 설치

(2021), 전기 자동차 충전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탄소배

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순환 농법을 활용한 코스 관리

베어크리크는 우리나라 고유의 농법에서 착안한 선순환 농법으로 

코스를 관리하고 있다. 잔디를 깍고 나온 예지물을 폐기하지 않고 

베어크리크GC 5회 연속 친환경 골프장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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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 미생물로 발효·숙성시켜 잔디 비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코

스에서 자라는 쑥, 아카시아 꽃, 매실, 미나리를 포함해 그 외 한

방 영양제, 토착미생물원종, 계란껍질, 소뼈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골프장 토양을 병충

해에 강한 토양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잔디의 자생을 돕고 농약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친환경 수질정화 기술 적용

수질 관리에서도 천연 조류 제어제(도토리 추출물, 천연 광물 및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이용한 수질정화 기술을 도입해 수중의 

중금속을 분해하고, 짧은 시일 안에 탁도를 개선시켜 항상 깨끗

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코스 내 

계류시설을 설치하여 물의 순환을 돕고, 

골프장내 오수처리시설을 구축하여 수

질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녹지지역 확대

베어크리크는 포천과 춘천 골프장 인근

의 녹지 지역 관리를 위해 원형녹지는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조성녹지는 원형

녹지와 유사한 수종을 식재하여 자연스

럽게 연결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야생화 군락이 조성되어 동식물의 안식처 및 이동 통로

가 확보되었으며, 최근 베어크리크 춘천은 멸종 위기 야생 동물 II

급 ‘하늘 다람쥐’ 서식지로 선정되었다. 

에코프렌드리(Eco-Friendly)운영

베어크리크 레스토랑에서는 패트병 사용을 줄이고자 유기농 보리

차를 직접 끓여 식수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객님과 직원

들의 건강을 고려한 메뉴로 친환경적 농법으로 키운 채소쌈을 제

공하고, 친환경 소재의 냅킨, 녹말 이쑤시개, 천연 조미료 등 친환

경 골프장에 어울리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어크리크는 2003년 개장이후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친환

경 운영과 고객 서비스로 많은 골퍼

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을 인정받아 국내 퍼블릭 10대 코스, 

녹색  경영골프장, 친환경 골프장 등

에 이름을 올리며 국내 퍼블릭 골프

장의 모범이 되고 있다. 베어크리크

에서의 라운드는 홈페이지 또는 모

바일(www.bearcreek.co.kr)을 통해 예

약 가능하며 사전예약, MVP 등 다양

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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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충전 2.공기열-히트펌프 3.클럽하우스LED조명   4,5 미생물 비료제작   6. 하늘다람쥐 둥지

092-093  베어크리크.indd   93 2021-04-30   오전 9:58:20



94 | PAR GOLF&TRAVEL | May 2021

Golf news

와이드앵글이 브랜드의 새 얼굴로 배우 김선호와 함께 

뉴 골퍼 공략 캠페인을 펼친다.

골프웨어 브랜드 와이드앵글은 '와글(WAGLE)' 캠페인을 골

프 시장의 새로운 타겟인 3040 뉴 골퍼들 공략에 나선다고 1

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와이드앵글은 이번 와글 캠페인을 시작으로 신규 

라인 론칭과 모델 기용까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여 젊은 고

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배우 김선호를 신규 모델로 발탁

하고, 7년 연속 전속모델인 김사랑과 새롭게 호흡을 맞춘 와

글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와글이란 와이드앵글의 줄임말인 동시에 필드가 와이드앵글

로 '와글와글하다'는 뜻의 중의적 표현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스타일엔 스코어도 따라와 △와글와글하니까 

너만보여 등 재치 있는 가사에 따라 부르고 싶은 멜로디가 

돋보이는 '와글송'에 맞춰 등장한 김선호와 김사랑이 자유로

이 필드를 누비며 골프를 즐기는 순간을 담았다.

또한 필드에서 색다른 경험과 유니크한 즐거움을 추구

하는 뉴 골퍼들의 와글와글한 모습을 통해 '골프의 모

든 순간이 즐겁고 재미있다'는 와이드앵글의 브랜드 메

시지를 담아냈다. 특히 이와 함께 와이드앵글은 영&유

니크(Young&Unique)란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와글 라인

(WAGLE-LINE)'도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 선보이는 와글 라

인은 기존의 기능성 디테일은 물론 유니크한 스타일과 디자

인이 한층 강화된 제품군으로 구성된다.

△화이트 △골드 베이지 △허니 오렌지 △블랙 컬러로 구성

된 벌과 벌집(허니콤)모양을 모티브로 △가디건 △자켓 △니

트 투피스 등 와이드앵글만의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감성의 

제품을 출시한다.

와이드앵글 마케팅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영&유니크를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강화해나

가고자 한다"라며 "골프웨어 시장의 리딩브랜드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골프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해나가는 아이콘 브랜

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와이드앵글, 배우 김선호 새 모델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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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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리 성능에 특화된 
고반발 드라이버

■ 500cc 드라이버 헤드 사이즈의 혁신

■ 초경량 헤드와 초령걍 그립 초경량 샤프트(티탄카본)실현

■ 컵 페이스 헤드에서 나오는 경쾌한 타구음

프라임상사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9-9, 2층 | TEL. (031)846-0998, (02)99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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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빠져드는 슬럼프를 
극복하기위한 슬기로운 골프 생활

많은 골퍼들이 경험했을 슬럼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자 합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도 물론 있습니다. 

골프란 운동이 워낙에 예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는 넘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런 골프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라이버부터 퍼터에 이르기까지 길고 짧은 클럽들

을 나누어볼 때 드라이버와 우드, 아이언과 웨지, 그리고 퍼

터로 나누어본다면 독자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서 슬럼프에 

빠져보았나요? 대부분은 긴 클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이버와 우드, 그리고 유틸리티까

지 긴 클럽을 잘 못 쳐서 생겨나는 슬럼프가 가장 많다고 하

는데요, 골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핸디캡에 따라서 

슬럼프가 다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긴 슬럼프의 터널에 갇

혀 무승의 기간을 보낸다는 것은 골퍼로서 생명을 잃는 것

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슬럼프 없는 골프는 없다고 표

현을 합니다. 물론 다른 스포츠 종목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

히나 기록경기 종목의 경우는 아주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슬럼프 기간이 길

고 짧음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슬럼프에 빠졌

다가도 곧 빠져나와 부활하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슬럼프의 

터널에 갇혀 끝내 터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접기도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슬럼프를 벗어나려는 의지를 잃

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프에서도 천하의 타이거 우즈가 여러 차례 선수로 뛰지 

못할 위기에 처해서도 ‘황제의 귀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시 필드로 돌아가겠다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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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역시도 그 선수의 능력 일부라고밖에는 생각하기가 어렵습

니다. 슬기로움과 담대함이 있어야 자신의 앞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마추어인 대부분 주말골퍼에게는 해

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슬럼프에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는 많이들 기획하고 이어가고 있

을 것입니다. 골프를 그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골프는 어떤 모습일까를 그려보

는 것입니다. 그려진 자신의 골프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하

나씩 적립해가는 즐거움과 기쁨도 대단히 만족스러울 것으

로 생각이 듭니다. 필자의 경우를 보면 내가 좋아했던 골프

클럽들은 계속 보관합니다. 중고클럽으로 팔라고 하는 주변

의 지인에게도 팔진 않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선물로 준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소중한 골프클럽을 기분이 내

키는 대로 가끔은 들고 나가는 재미가 너무도 좋습니다. 다

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골프클럽으로 자랑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용한 클럽들은 쉽게 버리지 않을 정도의 애착

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골프클럽을 소중하게 다루

고 보관하고 기분에 따라 골라서 캐디백에 넣어서 골프장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얼마나 즐거운 하루 중의 하나이겠

습니까, 슬럼프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 할 

어렵지만 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슬기로운 골프 생활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경우는 분명히 생기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는가에 주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슬

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윙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가 하

면 심리치료를 통한 심리훈련을 통한 슬럼프를 극복하는 예

도 있습니다.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선수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슬럼프를 

극복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더욱더 많은 연습을 통해

서 슬럼프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골프를 잠시 쉬

면서 휴식기를 가질 수도 있으면 어떤 경우는 실전보다는 동

영상 등을 섭렵하면서 자신만의 스윙 스타일을 공부하는 예

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떻게 하든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골프를 하

지 않게 되면 다시 시작할 때는 왠지 어색함과 더불어 자신의 

신체적인 움직임을 어색하게 시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

다. 그래도 슬럼프가 올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익숙한 자신의 

골프 근육이 있을 터인데 휴식기가 길어지게 되면 자신의 골

프 근육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을 듯싶습니다.

 어떤 프로가 슬럼프에서 탈출하는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

습니다. “스윙은 코스나 날씨, 몸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요. 그래서 기본원리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까지는 기계적으로 클럽을 휘둘렀다면 지금은 저만의 개념

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골프가 다시 재미있

어졌고요.” 이 선수는 일본에서 한국 선수가 이룰 수 있는 최

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이보미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긴 

슬럼프에서 벗어날 때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즐

거운 골프를 다시금 하면서 슬럼프에서 탈출하게 되었으며 

결혼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합

니다.

잠재력이 풍부하고 타고난 재능

을 가진 젊은 선수는 언제나 주

목의 대상입니다. 국내외를 통해 

많은 젊은 선수들이 시작과 함께 

많은 기대감에 골프를 시작하지

만, 천재성을 지닌 수많은 젊은   

선수 중에서 그 재능을 끝까지 

꽃피워낸 선수는 그리 많지 않습

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슬럼프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선수 경력을 마치고 마는 이들

(사)한국골프피팅협회 
골프피팅기술사/마스타

순천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여수 골프피팅백화점 대표

김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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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존의 법칙
“나의 적(敵)이 절대 읽어서는 안 될 책!”

로버트 그린 저/안진환, 이수경 역 | 웅진지식하우스 | 2021년 04월 21일

『권력의 법칙』·『유혹의 기술』·『전쟁의 기술』로 전 세계 200만 명의 독자

를 열광시킨 로버트 그린의 〈인간 법칙 3부작〉의 완결판 『인간 생존의 법

칙』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이 책은 2007년 국내 출간된 『전쟁의 기술』의 에

센셜 에디션으로, 총 64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도서가 위기의 시

대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기술’이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더 얇고 가볍

게 재편집되었다.

‘관계’, ‘욕망’에 이어서 로버트 그린이 제시하는 마지막 키워드는 ‘생존’

이다. 지금 인류는 거스를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이 되어버렸다. 질서와 상식은 무너지고, 우리는 극한 경쟁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한다.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부활한 마키아

벨리’로 불리며 전 세계에 팬덤을 보유한 탁월한 인간 본성의 연구가 로버

트 그린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3천 년의 전쟁사와 정치 및 협상

판에서 승리를 거머쥔 인물들의 전략을 모두 훑고 면밀히 살폈다. 그는 말

한다. 전쟁 같은 지금의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제일 먼저 인간의 행동 

동기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역이용해야 

한다고. 이제 이 책과 함께 당신 내면에 잠든 전략가를 깨울 시간이다. 잔

인하고 공격적이고 교활한 강자들 틈에서 패배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돌파하고 성공을 쟁취할 것인가? 끝까지 전멸하지 않고 살아남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인간 생존의 법칙』은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실천 가능한 

해법을 알려주는 교범으로 자리할 것이다.

공간의 미래

유현준 저 | 을유문화사 | 2021년 04월 25일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 안에 사는 인간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면서 공간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고, 

나아가던 방향도 조금 틀어졌다. 이 책은 집, 회사, 학교, 상업 시설, 공원, 

지방 도시, 물류 터널 등 우리가 생활하고 있거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

의 가까운 미래를 살펴본다.

인간은 늘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려 한다. 지금처럼 큰 변

화를 맞이했을 때에는 그런 요구가 더 클 수밖에 없고, 그에 발맞춰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건축가로서 앞으로의 공간

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려 시도했고, 이 책은 그 추측의 산물이다. 당연히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

에 이 책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 올바른 예측을 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

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유현준 :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및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Hyunjoon Yoo 

Architects) 대표 건축사, 미국 건축사. 하버드 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건축 공

부를 했다.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 후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 사

무소에서 실무를 하였다. MIT 건축연구소 연구원 및 MIT 교환교수(2010)로 있었다. 

2013 올해의 건축 Best 7, 2013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CNN이 선정한 15 Seoul’

s Architectural Wonders, 2010 건축문화공간대상 대통령상, 2009 젊은 건축가상 등

을 수상했으며, 국제 현상 설계에서 다섯 차례 수상하였다. 2011 한국현대건축작가 

16인 아시아전 요코하마 전시, 2010 한국현대건축작가 17인 아시아전 상하이 전시, 

2015 멜버른 대학교 한국현대건축작가 초청 전시를 가졌다.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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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범죄, 스릴러 미국 / 100분 2021 .05.05 개봉/ [국내] 15세 관람가

감독:테일러 쉐리던/ 출연 : 안젤리나 졸리, 니콜라스 홀트, 핀 리틀

난 널 반드시 구할 거야 
삶과 죽음의 불길이 타오른다! 

화재 현장에서 세 명의 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감시탑에 

배정된 공수소방대원 한나는 거대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도주 중인 소년을 

만난다. 한편 소년을 쫓던 두 명의 킬러는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불을 

내고 삽시간에 번져가는데…

죽이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거대한 불길 속에서 치닫는 생사를 건 대결. 

그날 밤, 삶과 죽음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모두가 있었다!

5월 5일 국내 개봉 예정인 워너브러더스의 신작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

들’은 화재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하

지 못한 트라우마를 지닌 공수소방

대원 한나가 거대 범죄의 증거를 가

지고 킬러들에게 쫓기는 소년을 지

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은 스릴러 영화다.

특히, 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

한 ‘윈드 리버’의 테일러 쉐리던 감

독의 신작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

다. 또한, 주인공 한나 역은 우리나

라에서도 인기가 높은 할리우드 대

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맡았으며, 

아이를 쫓는 킬러 역은 니콜라스 홀

트가 맡아 열연을 펼친다.

아들의 이름으로
드라마, 스릴러 / 한국 / 90분 2021 .05.12 개봉 / [국내] 12세 관람가

감독 : 이정국 / 출연 : 안성기, 박근형, 윤유선

“늦었지만 이제는 해야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반성 없는 세상을 향해, 그의 복수가 시작된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잊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오채근’(안성기)

은 소중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성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광주 출신의 ‘진희’(윤유선)를 만나며 더욱 결심을 굳히게 된 그는 당시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박기준’(박근형)에게 접근하는데… 

5월 12일 개봉을 확정한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오채근(안성기)이 아들

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성 없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

화 '아들의 이름으로'가 반성 없는 세

상을 향한 통쾌한 복수를 예고하며 

관객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

는 2021년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

는 가해자들에게 진정한 반성을 촉

구하는 영화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아들의 이름으로'의 각본과 연

출을 맡은 이정국 감독이 데뷔작 '부

활의 노래'(1990) 이후 30여 년 만에 

다시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뜨거운 화두가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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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차량 전복사고 주원인은 과속, 
커브길 대처 못해

Topic

미국 경찰 당국이 지난 2월 발생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 때문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보안관실은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우즈의 SUV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우즈가 과속을 하고 커브 길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LA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는 “우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던 것 같다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즈가 몰던 제네시스 SUV GV80은 사고 당시 나무를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떠올랐고 공중서 회전을 한 뒤 배수로에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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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 주행을 한 

데다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

속페달을 밟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미국 경찰 당국이 결론 내렸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보안관 앨릭스 비어누에버

는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우즈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과 우즈가 커브길

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라고 발표했

다고 CNN 방송과 일간 워싱턴포스

트(WP)가 보도했다.

LA카운티는 6주간의 사고 조사 뒤 

이날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다.

LA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

는 우즈가 패닉에 빠지면서 가속페

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던 것 같다

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워스는 "블랙박스(data recorder)에

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제로(0)

다"라며 "가속페달에는 99%의 가속

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즈가 몰던 제네시스 SUV GV80은 

사고 당시 나무를 들이받은 뒤 공중

으로 떠올랐고 '피루엣'(발레에서 한 

발을 축으로 삼아 회전하는 동작)을 한 뒤 배수로에 내려앉

았다고 파워스는 설명했다.

비어누에버 보안관은 SUV가 당시 최대 시속 87마일(약 140

㎞)까지 속도를 냈었고, 나무를 들이받을 때 속도는 시속 75

마일(약 120㎞)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약 72㎞)

에 불과했다. 수사관들은 사고 당시 우즈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위한 영장

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파워스는 밝혔다.

그는 또 우즈 본인도 어떤 약물도 복용하고 있지 않았고, 술

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우즈가 "멍하고 혼란스러운 듯" 보였고 사고에 대한 기

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파워스는 당시 부상 때문에 우즈에 대해 현장 음주 검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즈 차량 전복사고 주원인은 과속, 
커브길 대처 못해

보안관실은 우즈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우즈를 '부주의

한 운전' 혐의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비어누에버 보안관은 

과속 딱지는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 2월 23일 오전 7시께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

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고 가다 차량 

전복 사고를 냈다.

블랙박스에 대한 수색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우즈의 차는 

당시 랜초 팔로스 버디를 달리다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란 간판을 지나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었고, 길 반대편을 가로질러 멈출 때까지 45ｍ 이상을 

굴러갔다.

그는 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

으며 현재는 플로리다주의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우즈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를 도우러 와주고 (긴

급전화) 911에 전화를 해준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우 감

사한다"며 보안관실의 부보안관들과 LA소방서의 소방관·

구급요원 등에게는 "전문가적으로 현장에서 나를 돕고, 내가 

안전하게 병원에 가도록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우즈는 이어 "나는 계속해서 회복과 가족에게 집중할 것이

며, 이 어려운 시기 내내 내가 받은 압도적인 지지와 격려에 

대해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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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 번개가 치며 비 내리는 야심한 

밤에 레인코트를 입고 은밀하게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는 찰나 박결 프로의 의미심장한 얼

굴이 보인다. 그리고 칼을 갈 듯 열심히 

아이언을 갈고 있는 모습과 함께 ‘올해

는 칼 갈았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마치 공포영화 티저영상을 연상케 하는 

이 영상은 FJ가 앰버서더 박결 프로와 

함께한 2021 S/S 컬렉션 영상이다. 박결 

프로 영상에 앞서 공개한 FJ 앰버서더 

김주형과 함께한 영상 또한 그 동안 흔

하게 보아왔던 골프광고 영상과는 다르

다.

영상은 ‘곰돌이 푸’로 불리는 김주형 프

로가 실제 귀여운 곰돌이 인형을 베고 

자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후 알람 소

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라운드 나갈 준비를 하는 김주형 

프로의 모습과 함께 ‘준비되어 있는 자가 필드를 지배한다’

는 메시지가 이어진다.

이렇듯 올해 FJ가 공개한 광고 영상은 2021년에도 다시 FJ라

는 메시지의 '리:조이(RE: JOY)'를 테마로 재치 있고 펀(Fun)

한 감성으로 풀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보통 골프광고 영상이라고 하면 야외 골프장에서 골퍼가 멋

있게 스윙하는 모습과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카피

를 내보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FJ는 일반적인 ‘뻔’한 

영상보다는 기존 4050 골퍼층뿐 아니라 MZ(밀레니얼 Z) 세

대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짧으면서도 ‘Fun’하고 재치 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머러스한 것을 좋아하는 MZ 세대를 겨

냥해 브랜드들의 마케팅이나 광고 영상도 짧으면서도 재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추세다.

FJ 관계자는 “2030 젊은 골퍼들이 늘어남에 따라 캠페인 영

상도 디지털 영상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의 감성에 맞는 

위트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박결, 김주

형 선수의 필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골프 팬들 역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

다. 앞으로도 기존의 ‘뻔’한 골프 영상보다는 ‘Fun’한 영상

으로 골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FJ의 광고 영상은 TV뿐만 아니라 FJ 공식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칼 가는 박결, 잠자는 김주형…
 골프 영상도 MZ 세대 겨냥 ‘Fun’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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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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골프브랜드 볼빅이 파크골프공 

‘파크팝(parkpop·사진)’을 출시했다.

글로벌 골프브랜드 볼빅이 파크골프공인 '파

크팝(parkpop)'을 출시하며, 최근 가족스포

츠로 각광 받고 있는 파크골프 시장의 진출

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볼빅은 지난 4월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본사에서 대한파크골프협회와 파크골

프 저변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전략적 제휴의 업무협약식(MOU)을 체

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큰 틀은 

대한파크골프협회와 볼빅이 상호 핵심 역량

을 발휘해 파크골프 저변을 확대하는데 있다.

파크골프는 작은 부지에 공원개념으로 코스

를 조성한 뒤 골프게임 요소를 합쳐 남녀노

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커뮤니

케이션 스포츠다. 골프처럼 티잉 그라운드 

지점에서 홀을 향해 직경 6㎝의 공을 쳐 각 

홀 별로 기준 타수에 맞게 플레이하며, 최종 

홀(9홀 또는 18홀)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 

아웃하는 경기자가 승리하는 방식이다.

볼빅이 선보인 파크팝 파크골프공은 일반 골프공 제조에 사

용하는 원료인 아이오노머 소재를 이용해 생산한 3피스 공

이며, 볼빅의 VIVID컬러인 4가지 색상(그린, 오렌지, 핑크, 

레드)으로 출시됐다. 타구 시 맑고 경쾌한 타구음을 자랑하

며, 완벽한 정구 형태를 구현함으로써 볼 움직임의 일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형광색 펄이 가미돼 야간라운드 때도 

볼의 시인성이 뛰어나다.

특히 협회는 이날 '파크팝'에 대해 국내 기업 최초의 '파크골

프공'이라는 공인인증서를 볼빅 측에 전달했다. 이로써 볼빅

의 '파크팝'은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 및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금용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볼빅이라는 골프 전문브랜드와 MOU 체결을 하게 돼 감사

하다”며 “국내에서 파크골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문경안 회

장은 “국내 기업 최초로 파크골프공 인증은 물론이고 협회

와 MOU를 맺게 돼 영광”이라며 “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

내 파크골프의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다.광”이라며 

“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파크골프의 발전에 힘을 쏟겠

다”고 화답했다.    

볼빅 “파크골프공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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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빅은 지난 4월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본사에서 대한파크골프협회와 파크골프 저변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 

제휴의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큰 틀은 대한파크골프협회와 볼빅이 상호 핵심 역량을 발휘해 파크골프 저변을 

확대하는데 있다. 파크골프는 작은 부지에 공원개념으로 코스를 조성한 뒤 골프게임 요소를 합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다. 골프처럼 티잉 그라운드 지점에서 홀을 향해 직경 6㎝의 공을 쳐 각 홀 별로 기준 타수에 맞게 플레이하며, 최종 홀(9홀 

또는 18홀)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 아웃하는 경기자가 승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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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숏게임 미스 줄이기

그린주변 어프로치에서 대부분 실수하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뒷땅. 탑핑. 거리 조절 등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우선 어프로치는 볼을 굴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러닝 어프로치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의 클럽으로 어프로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운드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린 초입까지 거리가 10미터이고 핀까지 

거리가 40미터일 때 56도 클럽만 사용하는 골퍼라면 캐리거리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치는 어프로치가 될 것이고, pw사용한다면 캐리거리 20미터 내외의 러닝 어프로치를 

국가대표 상비군 (2000, 2001, 2007)

06’ 박카스배 전국 골프대회

개인, 단체 우승

09’ SBS GOLF SKY72 TOUR

1차 대회 우승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학사, 석사 졸업

FlightScope Utilizer

이원제
Instructor

한국 프로골프협회(KPGA) 정회원

- 국가대표 상비군 (2000. 2001. 2007)
- 06'박카스배 전국 골프대회 개인, 단체 우승
- 09' SBS GOLF SKY72 TOUR 1차 대회 우승
-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학사, 석사 졸업
- 한국 프로골프협회(KPGA) 정회원

이   원    제    프로

어드레스에서 올바른 공위치, 손 위치, 체중배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m 거리의 일반적인 어프러치는 어드레스의 스탠스의 넓
이는 볼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서주고 체중은 왼쪽 다
리에 60~70% 오른다리에 30~40% 정도로 체중을 배분한 
후 공에 위치는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둔다. 손의 위치는 
왼쪽 허벅지 앞  밸트고리를 그립 뒷끝이 포인트하게 어드
레스를 서주면 대문자Y 모양이 아닌 소문자y 모양의 손의 
모양이 나온다.

104 | PAR GOLF&TRAVEL | May 2021

104-105 잭니클라우스 레슨.indd   104 2021-04-30   오전 10:39:58



숏게임 미스 줄이기

활용한다면 실수의 확률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요소

가 있다. 중심축을 왼쪽에 잘 유지하는 것. 몸을 잘 움직여 

주는것. 급감속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보상동작으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왼쪽에 있던 중심이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 혹은 

다운스윙을 할 때 공을 띄워치려고 체중을 오른쪽으로 보내

면 손목이 쓰여지게 된다.

어프로치는 몸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너무 잡아

두게 되면 클럽이 빠져 나갈 공간이 없어 손목을 돌리는 동

작이 나오게 된다.

백스윙이 너무 크게 올린다던지 정확한 임팩트에 자신이 없

어 다운스윙시 급감속을 하게되면 가장 앞에 있는 왼손이 멈

추면서 손목이 풀어지게 된다.  

백스윙은 헤드를 어드레스 모양의 각도를 최대한 유지하면
서 백스윙을 올리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에서 만들어진 소문자 y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백스윙
을 올리는데 클럽이 허리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헤드가 내 
손 기준 뒤쪽이 아닌 앞쪽을 향할수 있게 해준다. 

다운스윙 힘이 아닌 클럽헤드무게와 회전의 스피드로 치는 
것이 좋다. 
무릎의 높이를 변화 시키는 않으면서 왼쪽 어깨와 왼쪽 골
반의 회전에 움직임으로 감속과 급가속이 발생하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스윙을 해준다.  그리고 스윙의 크기는 백스
윙과 피니쉬가 대칭이 될수 있게 백스윙 크기와 볼을 치고 
나서의 크기를 같을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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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teur Golf

부산광역시골프협회(회장 최광식) 제

35회 춘계종별 선수권골프대회가 

지난 4월19일 통도파인이스트 컨트리클

럽(36홀 파72) 북코스에서 학생 및 남.녀 

아마추어 선수들 총 162명이 출전해  학

생부는 정윤지(부산진여고2)가 2언더파 

70타로 정상을 석권하며 여고부 우승을 

차지해 우승 트로피와 장학금을 거머줬고 

일반부는 구력 22년의 이상호씨가 1오버

파 7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철저한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18홀 스트로크플레이 경기를 치루며 시상

식도 개인별 실내.외에서 별도로 따로 따

로 시간별로 차이를 두고 치루어진 이 대

회에서 

여고부 우승자 정윤지(부산진여고2)는 전

반전 4.5번홀에서 뛰어난 퍼팅감으로 버

디2개를 잡고 보기없이 2언더파 34타로 

우승 고지를 구축했고 후반전 전홀 파 행

진으로 경기를 마쳐 2언더파 70(34 36)타

로 2위 이주원(경남여고방통고2)을 3타차

로 제치고 여유있게 승리를 거뒀다.

남고부는 이성호(개금고2)가 1.3.5.12번

홀에서 버디4개를 성공시키고 질주했으

나 후반전에서 컨디숀 위축으로 보기3개

를 아쉽게 내줘 이븐파 72(34 38)타를 기

록. 2위 오원민(동래고방통고1)을 2타차

로 누루고 우승에 올랐다.

김예람(개금고 3)은 4번홀에서 버디퍼터를 가볍게 성공시키

고 최상의 샷을 구현했으나 아쉽게 15번홀에서 드라이버샷 

미스로 트리플보기를 범해 4오버파 76타로 3위를 지켜내 개

금고가 1위와 3위를 모두 차지해 학교의 위상을 높혔다.

부산개금고(교장 배정철)는 지난 4월 12~15일 무안컨트리클

럽에서 열린 제8회 한국 C&T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에서 손석룡 감독지도로 이성호 김예람 이욱열 안태현 선수

가 출전하여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개금고 골프부 창단 이래 

첫 우승 관록을 세웠고, 더불어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최광식 

회장 취임후 1개월만에 쾌거를 거뒀다.  

한편, 중등부의 조희진(학산여중3)은 깔끔한 플레이로 전반

전 보기없이 전홀 파를 기록하고 그 기세를 몰아 10.11번홀

에서 버디퍼팅 2개를 연이어 성공 시키며 12번홀에서 보기

1개와 나머지홀은 모두 파행진으로 마무리해 1언더파 71(36 

35)타를 기록. 

35회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배 춘계종별 선수권대회

정윤지 정상 석권 여고부 우승   일반부 우승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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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1타차로 무서운 기세로 맹추격을 가한 2위 

김재린(샌텀중3) 정민서(학산여중3)를 아슬하게 

따돌리고 여중부 우승 트로피와 장학금을 챙겼다. 

남중등부 우승은 박원중(동아중3) 3오버파 75(37 

38)타로 차지했다.

꿈나무 유망주로 떠오른 초등부 손제이(가동초5)

는 문화체육부장관배 우승 및 녹색드림배 서라벌

배…등 각종 대회 우승을 휩쓴바 있어 지난 3월 부

산광역시골프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최고 선수상을 

받아 관심이 주목됐다. 

손제이는 이날 어프러치샷과 드라이버샷의 호조

로 5번홀(파5)에서 버디 1개를 잡고 안정적인 경기

로 4오버파 76타를 쳐 2위 김태휘(센텀초6)를 2타

차로 누루고 남초등부 우승에 올랐으나  이날 목표보다 저조

한 점수에 아쉬워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 실력 연마에 더욱 

노력을 다짐했다. 

여초등부는 윤규리(다대초5) 문아린(남성초6)이 81타로 공동우

승에 올라, 백카운트로 우승은 윤규리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첫 우승을 차지한 윤규리는 전반전 모든 샷이 잘 되어 욕심

을 부렸더니 점수를 잃어 아쉬웠는데 운이 좋아 뜻하지 않게 

우승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교훈 삼아 앞으로

는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맘으로 최선을 다해 한타 한타 정

성껏 경기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일반부는 기라성 같은 실력파 남.녀 선수 총100명이 참가해 

남자부는 구력22년의 이상호씨가 6번홀(파5) 보기를 절묘

한 어프러치샷으로 9번홀(파4)에서 버디로 막아내고 10번홀

(파4)에서 특기인 드라이버샷을 발휘해 버디를 캐내어 1언더

파로 우승의 발판을 마련하며 총점수 1오버타 73(36 37)타로 

경기를 마쳐 2위 막강한 정창효씨를 1타로 따돌리고 지난 스

포츠조선 아마배 왕년 우승에 이어 2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

고 또 한번 실력을 뽑냈다. 

장타수 이상열씨는 북코스 5번홀에서 멋지게 드라이버샷을 

275m를 날려 롱게스트에 올랐다.

여자부 우승자는 거제시에서 참가한 구

력 13년의 정미정씨가 어려운 홀마다 

운좋게 퍼터가 잘 되어 5.12.14번홀에서 

버디 3개를 잡아 2오버파 74(37 37)타를 

기록해 2위 이미경씨를 1타차로 제치고 

이 대회 2019년도 우승에 이어 2번째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장현자씨가 북코스 12번홀에서 

1m30cm 볼을 붙여 니어리스트상을 받

았다.    

 초등부
 (여) 1위 윤규리(다대초5) 81 2위 문아린(남성초6) 81 3위 강예서(대청초3) 82

  (남) 1위 손제이(가동초5) 76 2위 김태휘(샌텀초6) 78 3위 염재민(두실초6) 80

  (여) 1위 조희진(학산여중3) 71 2위 김재린(센텀중3) 72 2위 정민서(학산여중3) 72

 중등부  2위 이보명(해운대여중3) 72

  (남) 1위 박원중(동아중3) 75 2위 이준혁(녹산중1) 81    3위 강동훈(사직중1) 82

  (여) 1위 정윤지(부산진여고2) 70 2위 이주원(경남여고방통고3) 73

 고등부  3위 김서영(부산진여고2) 76 3위 전서연(부산진여고2) 76

  (남) 1위 이성호(개금고2)  72   2위 오원민(동래고방통고1) 74 3위 김예람(개금고3) 76 

  (여) 1위 정미정  74 2위 이미경 75  3위 안명자 76

일반부
  롱게스트 : 왕정희 216m      니어리스트 : 장현자 1m30cm

  (남) 1위 이상호  73     2위 정창효  74    3위 김휘종 75 

   롱게스트 : 이상열  275m 니어리스트 : 박영식 2m40cm

● 경기성적

한국 C&T배 전국 학생 골프대
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개금고 선수(이성호 김예람  이
욱열 안태현) 와 손석룡감독

35회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배 춘계종별 선수권대회

정윤지 정상 석권 여고부 우승   일반부 우승 이상호

남고부는 이성호(개금고2)가 1.3.5.12번홀에서 버디4개를 성공시키고 질주했으나 

후반전에서 컨디숀 위축으로 보기3개를 아쉽게 내줘 이븐파 72(34 38)타를 기록. 

2위 오원민(동래고방통고1)을 2타차로 누루고 우승에 올랐다.

김예람(개금고 3)은 4번홀에서 버디퍼터를 가볍게 성공시키고 최상의 샷을 

구현했으나 아쉽게 15번홀에서 드라이버샷 미스로 트리플보기를 범해 4오버파 

76타로 3위를 지켜내 개금고가 1위와 3위를 모두 차지해 학교의 위상을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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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일들이 쌓여 큰 어려움을 예방

할 수 있는 사례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쉽사리 찾을 수 있다.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 근무 

당시 수많은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

견한다.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전에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뻔한 잠재적 부

상자가 300명이 있다는 것이다 (하인리히법칙 1931). 천재지변을 제

외한 대부분의 산업 재해는 그전에 반드시 작고 경미한 사고들로 

우리에게 경고성 징후와 전조 사인을 보낸다는 것이다.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귀찮아서, 별일 없겠지 하며 가볍게 지나쳤던 것들

이 쌓여 결국 큰 재해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팬데믹을 막는 소소한 방법: 언제 끝날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19의 경우 팬데믹으로 가기 전 여러 작은 신호들이 있었을 것이

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혼란은 초기의 그 작은 신호들을 과소평가

했거나 무시 또는 방관의 결과일 것이다. 호흡기 비말을 통해 감

염되는 질병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

스, 노로바이러스, SARS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등 매우 많다. 치

료방법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예방법은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이

다. 참으로 소소하고 심플하다.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방법: 극

지방의 빙하는 녹고 있고 지하대

수층(우물이나 용천수로 경제성

이 있을 정도의 물을 배출할 수 

있는 포화대)은 고갈되며, 내륙의 

기온은 상승하고 대륙 깊은 곳까

지 바닷물이 침투하여 인류가 서

식 가능한 곳이 매 순간 줄어들

고 있다. 그래서 아내는 하루 종

일 지구를 지키느라 바쁘다. 설

거지는 모아 두었다가 수돗물을 

아껴가며 한꺼번에 하고 사용할 

주방 세제는 미리 소량을 덜어 

사용한다. 3~4킬로쯤은 차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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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후유증 봄볕 기미, 
올바른 차단제 사용으로 나이스샷!

연일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어서며 필드로 향하는 골퍼

들의 발걸음도 가볍다. 겨우내 근질거렸던 몸에 따스한 봄

바람이 생기를 불어넣은 탓이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과 달

리 봄볕은 골퍼들이 피해야 할 기피대상 1호다. 봄볕은 강한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주근깨나 악성기미, 잡티 등

의 색소성 피부 병변을 쉽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외선은 피부를 거칠게 만들고 기미나 주름을 만든다. 한 

예로 몇 십 년 택시기사로 일한 A씨의 왼쪽 팔과 왼

쪽 얼굴이 오른쪽에 비해 수배의 기미와 주름

으로 가득했던 사례가 있었다. 오랜 시간 

야외에서 운동하는 골퍼들에게 봄볕은 

부담스러움 그 자체다. 특히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성 질환은 한번 증상이 나타나

면 일반적인 관리만으로 개선이 힘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사전에 예

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피부과는 잘못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인해 색소침착, 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겪는 환자들로 북적 

인다. 

 하여, 오늘은 장시간 야외에서 활동하는 골퍼들을 위해 올

바른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바로 맞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

신의 피부 상태에 맞춰 사용하는 게 좋다. 평소 본인이 건성 

타입이라면 부드러운 타입의 로션이나 크림 제품이 좋고, 

지성타입이라면 유분이 많은 제품은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일프리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최근 인기 있는 제형인 스틱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는 수분

기가 없어 물과 땀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 운동 할 때도 피부

에 밀착이 잘 되는 편이지만, 라운드 동안 차단제 역할을 해

주려면 코 주변 등 굴곡진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발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때문에 스틱 타입은 점과 잡티가 잘 

생기는 이마와 뺨에 덧바르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 

 스프레이형은 넓은 면적을 빠르게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분사할 때 공기 중으로 날아 가는 양이 많아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얼굴 분사 시 눈, 코, 

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얼굴보다는 팔이나 

다리 등 몸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중요한 또 한가

지는 바로 자외선 차단 지수다. 시중

에 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SPF, PA가 표기돼 있는데 PA는 자

외선 A의 차단 지수, SPF는 자외선 B

의 차단지수이다. 때문에 두 가지를 모

두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상 생활에서는 SPF 15~20, PA++ 

정도가 적당하지만, 야외활동이 많은 골퍼들에겐 

SPF 30~50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제 기능을 발휘

하려면 적어도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하며, 햇빛 노출 부

위인 얼굴 외에도 팔, 목, 다리, 귀 등에도 꼼꼼히 발라야 한

다. 보통은 하루에 1~2회 정도 바르면 충분하지만, 라운드 

땐 3~4시간마다 덧발라 주어야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동안의 적 기미. 자신의 피부에 맞춰 외선 차단 지수와 제형

의 제품을 선택해 올바르게 바른다면, 

건강하고자 시작한 운동 때문에 얼굴에 기미 꽃을 피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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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준

소소한 것들의 위대함에 대하여
소소해서 잊히기 쉬운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자

걷는 것을 선호한다. 목욕물은 한 번만 받아 둘이 해결하려 한다. 

속내는 생활비를 아끼려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비싸지도 않

는 수돗물을 가지고 벌벌 떠는 것을 보면 진심이 느껴지기도 한

다. 매사에 풍족하게 사용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나에게 가장 자

주 하는 잔소리는 “제발 지구를 좀 살리자”이다.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소소한 피부 보호 수칙: 봄철 야외 운동

에서 피부에 필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과 자외선 차단이다. 몇 가

지 간단한 수칙만 잘 지킨다면 피부 본연의 자연스럽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일조량이 높고 UV 수치가 높은 봄철 피부 보호를 

위해 다들 알고 있지만 지나쳤을 수칙들을 되짚어 본다.

● 선 크림은 생각보다 많이, 꼼꼼하게 바르기: 세계보건기구에 따

르면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 바를 때 남성 900㎎, 여성 800㎎ 정

도로 추천하고 있다. (500원 동전 크기 정도의 넉넉한 양)

● 자외선 차단 기능성 옷을 착용하고 UV 지수를 알려주는 앱 또

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총 자외선 지수(연중 10분 간격으

로 04시~20시까지 제공) 활용하기: UV 지수뿐만 아니라 피부나이

를 알려주는 재미있고 다양한 앱이 출시되어 있으니 최신 문물을 

활용해 보자. 특히 UV 지수 6~7 이상일 경우 피부뿐만 아니라 눈 

손상에 대한 위험성도 있으니 선글라스 착용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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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며 습관적으로 그늘을 찾고 가능하면 

카트 타고 다니기: 건강을 위해 18홀을 걸어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UV 지수가 높을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 나인 홀 후 마시는 한 잔의 시원한 맥주는 포기하기: 차가

운 잔에 가득한 하얀 거품의 맥주는 갈증해소와 함께 수분 

역시 보충되는 걸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술을 

마시면 몸 안의 수분은 오히려 더 빠져나간다. 알코올이 항 

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체내 수분을 더 많이 배설하

게 만들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물보다 빠르게 세포막을 통과

하면서 세포막에 손상을 준다. 손상받은 피부 세포막은 수분

을 유지하지 못하고 혈관으로 배출하게 돼 피부 진피층은 탈

수 증상을 겪게 된다. 운동 중의 시원한 맥주는 사실상 안팎

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

● 야외 운동 후 샤워 시 냉탕 온탕을 오가는 것은 피하기: 피

부 체온은 쿨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 

순간적으로 시원하겠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 도움이 안 된

다. 피부의 이상적 온도는 체온보다 5℃ 정도 낮은 31~32℃

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만졌을 때 약간 서늘한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콜라겐 분해 효소

가 활성화되고 광노화, 열노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피부과 의사의 사족 붙이기: 염증 성 여드름이나 트러블 피부의 경우

는 알코올 섭취에 더욱 유의하는 것이 좋다. 운동 중 또는 후의 알코

올의 과다 섭취는 체내 수분 증발을 촉진시켜 진피층인 속 피부는 건

조해지고 표피층인 겉 피부는 피지를 과도하게 분비하게 된다. 여드

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

의를 찾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이다. (피부

과 전문의는 병원 간판에서 빨간색 피부과 전문의 로고를 확인하면 된

다.) 방치할 경우 검붉은 자국이나, 흉터를 남기기 십상이다. 여드름

과 트러블 피부 개선의 최근 치료법에는 올해 SCI논문으로 국제학술지

(Dermatologic Therapy 2021)에 발표된 필자의 공기압광선치료와 골드PTT

의 병합치료가 있다. 공기압력으로 여드름 염증 부위를 빨아올려 모낭 

속 피지와 불순물을 뽑아냄과 동시에 열에 반응하는 특수 물질(골드 나

노 파티클)을 이용하여 여드름 주원인 균인 프로피오니 박테리움과 피

지샘을 선택적으로 빠르게 파괴하는 선택적 광열 치료이다. 시술 후 별

도의 햇빛 차단 조치가 필요 없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시작하기에 지금이 가장 빠른 타이밍이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우리가 피하고 싶거나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에는 

사전에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는 쉽고 소소한 수칙들이 존재한다. 그 

수칙들을 습관화 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보험에 가입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소소하게 유익한 습관들, 시작하기에 늘 지금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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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 용 해성한의원장

되는 것이다. 만일 열 에너지원의 쇠약이 비장

의 기능까지 떨어뜨리면 손발이 냉해지고 권태무력하며 식

욕도 떨어지고 묽은 변을 보게 된다. 심해지면 소화가 안 된 

변을 설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방에서는 토사자, 산수유, 오

미자, 복분자 등이 포함된 처방을 쓴다. 이들 약재들은 정력

을 강화하고 소변발도 세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

에 이들 약재를 차로 끓여 상복하면 좋다. 

물론 ‘곡도’ 운동을 겸하면 금상첨화다. 예로부터 무병장수

하려면 ‘곡도’를 긴장시키라고 하였다. ‘곡도’가 뭔가? ‘곡

식이 나오는 길(穀道)’이다. 즉 대장과 항문이다. 항문을 긴

장시키는데, 왜 무병장수할 수 있는가? 쾌변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무병장수는 ‘삼쾌’에 달려있다고 했다. 

쾌식, 쾌면, 그리고 쾌변이다.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자고, 대소변 잘 보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항문을 

긴장시키면 방광괄약근이 함께 긴장되고 전립선 둘레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음낭이 위로 치켜져 올라간다. 대소변이 

상쾌해지고 정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곡도를 긴장시키는 운동은 간단하다. 항문을 조였다가 풀어

주었다 반복하면 된다. 조일 때도 천천히 조이고, 조인 채 

참을 수 있는 한껏 참았다가, 풀어줄 때도 천천히 풀어주기

를 반복하는 것이다. 무릎을 세우고 누워 엉덩이를 들어 올

려 배에 힘이 가게 하면서 곡도를 긴장시키면 더 효과 있다. 

그러나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앉아서 해도 좋다. 앉아서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은밀

히 할 수 있는 간편한 이 운동으로 야간빈뇨도 고치고 정력

도 강화하고 무병장수하고 싶지 않은가?   

‘우는 신부’라는 그림이 있다. 얀 산데르스 반 헤

메센의 그림인데, 화면 중앙에 지지리도 못생

기고 늙은 신부가 크로즈업이 되어있다. 버찌로 만든 

화관을 쓴 신부는 감격하여 울고 있다. 눈물이 뺨까

지 적시고, 걸쭉한 콧물이 입술까지 흘러내린다. 치

아마저 빠질 대로 빠진 늙은 신랑이 곁에서 달래주고 있으

니 더 없이 행복하다. 화면의 귀퉁이에는 한 젊은이가 요강

을 들고 있다. 신방에 놔둘 요강이다. 어떤가? 웃기면서도 

인간적인 것에 동감하여 눈물 나게 하는 그림이 아닌가? 

요강은 꼭 밤에만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낮에도 사용하였

고, 바로크 시대에는 요강을 술잔으로 사용하기도 하여단

다. 초기의 요강은 점토로 만들었으나 점차 주석이나 도기

로 만들었고, 돈 있는 이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기도 했고,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뚜껑이 붙은 요강을 비롯해 요강 밑

바닥에 요상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있었단다. 

흔히 남자용 요강은 높았고 여자용 요강은 낮았는데, 남자

는 서서 소변보고 여자는 앉아서 소변보기 때문이었다. 그

렇다면 남자는 꼭 서서 소변보아야 하는가? 니그로족 남자

나 페르시아 남자들은 앉아서 소변을 보았다는데, 건강에는 

서서 소변보는 게 좋을까, 앉아서 소변보는 게 좋을까? 물론 

앉아서 소변보는 게 전립선질환 예방에도 좋고 야간빈뇨증

에도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야간빈뇨증이란 말 그대로 야간 배뇨 횟수가 잦은 증상이

다. 자다가 깨어 2-회 이상 소변보는 증상이다. 또는 야간

소변 양이 하루 소변 양의 4분의 1이 넘는 경우인데, 심하면 

낮의 소변 양과 밤의 소변 양이 거의 같거나 그 이상이 되

는 경우이다. 낮의 배뇨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데 야간

에만 횟수와 양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배뇨 후 잔뇨감이 심

해지고, 심해지면 소변을 지리기도 한다. 흔히 이명, 청력

저하, 허리가 새큰거리고 정력이 떨어지며 조루증이 생기며 

심하면 정액이 저절로 흐르기도 한다. 

왜 그럴까? ‘양기’가 쇠해진 까닭이다. ‘양기’가 뭔가? ‘열 

에너지원’이다. 열 에너지원이 약해지면 신장과 방광이 수

분 절제기능을 잃게 되어 음기가 강한 야간에 소변이 잦게 

정력 강화하는
 ‘곡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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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제천 백운초에 재능 기부

1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백운초

등학교에서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 중 KLPGA와 함께하는 재능기부 프로그

램 ‘KLPGA with YOU’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KLPGA with YOU’는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 ‘KLPGA TO YOU’를 통해 연습

장 및 골프용품을 기증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이다. 금일 행사에는 최혜진(22,롯데)이 2019시즌 상금왕 자격으로 참석하며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골프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에게 직접 골프

레슨을 진행했다.

최혜진은 “2019시즌 상금왕 자격으

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 보람차

다.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두 번 참

가했지만, 귀여운 아이들을 가르치

는 것은 여전히 즐겁고 흥미롭다.”

라고 밝히면서 “아이들을 통해 과거

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좋았다. 

초등학교에 이렇게 훌륭한 골프 환

경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앞

으로 한국골프 미래가 더욱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참가 소감을 전했

다.

2019년에는 4개 학교에서 총 16번의 ‘KLPGA with YOU’를 KLPGA 제1기 재

능기부단과 함께 진행했고, 지난 23일에는 박현경(21·한국토지신탁)이 강화 

삼성초등학교에서 골프 꿈나무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며 의

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KLPGA는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

선수권 대회’ 등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키즈 골프 캠프, 유소년 골퍼 멘토

링,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 골프 꿈나무와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LPGA, ‘9월 엘크루-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 유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가 엘크루-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를 유치했

다. 지난 4월 13일 서울 중

구 조선일보 사옥에서 공

동 주최사 대우조선해양

건설, TV조선과 함께 조

인식을 가졌다. KLPGA 역

사상 최초로 프로와 셀럽

(Celebrity)이 함께 하는 무

대다. 오는 9월24일부터 사흘간 54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우승자를 가린다. 1, 

2라운드는 선수들만 플레이하고, 3라운드에서 본선에 진출한 60명과 국내

외 셀럽 30명이 동행한다.

총상금 6억원에 우승상금 1억800만원이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선수는 물론 인기 연예인, 셀럽 참가로 볼거리가 풍성할 예정"이라며 "코로

나19로 힘든 시기에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강춘자 KLPGT 대표

이사는 "든든한 후원사와 함께 새로운 포맷 대회를 열어 무척 기쁘다"면서 "

골프팬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2021년도 정기총회 개최
 제6대 협회장에 임기주 회장 선임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

회(회장 박예식)는 2021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4월 12일 서

울 잠실 시그니엘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감

염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

용,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

행되었으며, 회원사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사전 서면결의

와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

도 사업실적, 결산(안)과 2021

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제6대 협회장으로 추

천된 한맥컨트리클럽 임기주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컨트리클럽 문호사장과 금강센테리움컨트리클럽 김태우

사장을 제6대 감사로 선임하였다.

협회는 정기총회에 이어 진행된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골프장업계와 국내 

골프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골프장 전문인력 

양성 등에 열정을 다한 박예식 제5대 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박예식 회장은 이임사에서 “재임기간 동안 회원사와 대중골프장 사업주

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덕분에 협회장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신임 임기주 회장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

다”고 당부하였다. 제6대 협회장으로 선임된 임기주 회장은 취임사를 통

해 “골프장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분야별 전문인력 교육, 4차산

업 기술을 응용한 대중골프장 경영효율성 제고, 코스관리 및 노사관리 분

야 등 회원사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KPGA, 케이엠제약 시니어오픈 개최 협약 체결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케이엠제약과 KPGA 챔피언스투어 타이틀 스폰

서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4월 7일 밝혔다.

7일 경기도 성남시 KPGA 빌딩에서 열린 케이엠제약 시니어오픈 대회 개최 

협약 조인식에는 케이엠제약 강일모 대표이사, KPGA 구자철 회장 등이 참

석했다. KPGA 챔피언스투

어 케이엠제약 시니어오픈

은 총상금 1억원 규모로 6

월 30일부터 이틀간 전북 

군산에서 열린다.

케이엠제약은 KPGA 코리안

투어 소속 김건하(29)와 박

성국(33)을 후원하고 있으

며 챔피언스투어 선수인 전

태현(54), 박영수(52), 한학식

(52)과도 후원 계약을 맺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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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투어프로 세미나 개최… ‘골프 룰, 에티켓 교육’ 
및 ‘선수회 간담회’ 실시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

장 구자철, 이하 KPGA)

는 지난 2일과 6일 양

일에 걸쳐 경기 성남에 

위치한 KPGA 빌딩에서 

2021 시즌 KPGA 코리안

투어 카드를 획득한 선

수들을 대상으로 투어프

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투어프로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방역 수칙 

및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고 골프 룰에 대한 교육과 스

포츠 선수로서 가져야할 윤리 의식,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해 2021 시즌 

KPGA 코리안투어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다.  

KPGA 구자철 회장은 “올 한 해 투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며 “선수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응원해 주는 팬들이다. 팬 서비스뿐만 아니라 팬들을 위한 다양한 엔터테

인먼트 정책 실행에도 과감한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여러 스폰서나 파트너 등 골프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 ‘우리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에 눈을 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다”며 “올해도 다이내믹한 플레이, 역동적인 세리머니 등 더욱 볼거리 가

득한 콘텐츠로 팬들을 맞이하자”고 전했다. 이후 열린 선수회 간담회에서 

KPGA 코리안투어 홍순상(40.다누) 선수회 대표는 “KPGA 코리안투어 선수

라는 자부심을 갖고 필드위에서 각자의 실력과 개성을 마음껏 뽐내는 한 

시즌이 되자”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꼭 지키는 등 

자발적 방역 의식을 한 층 더 강화하자”고 말했다.  

골프장경영협회 'ESG 경영' 도입 추진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골프장의 사회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

다고 보고 골프장의 'ESG 경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ESG 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 경영(Governance)

을 기업의 핵심 과제로 여기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2021년 정기총

회를 개최한 골프장경영협회는 개별소비세 폐지 행정 소송 등 불합리한 

골프장 관련 제도를 개선 활동과 골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ESG 경영 도입을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했다.

박창열 회장은 "골프장이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서도록 협회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또 2021년도 예산 42억

3천530만원을 승인하고 

임페리얼레이크CC 최동

호 대표이사와 여주CC 

이완재 대표이사를 감사

로 선출했다.

KLPGA, 편리하고 유익한 학습을 위해 
회원교육 홈페이지 개설

KLPGA가 회원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KLPGA 

회원교육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했다.

KLPGA는 16일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구축된 ‘KLPGA 회원

교육 홈페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단체지원사업으로 진행됐다. 회

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교육을 최적의 환경에서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KLPGA 회원교육 홈페

이지’는 KLPGA 회원이라

면 누구든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회원들은 이번에 신

규로 개설된 ‘KLPGA 회

원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KLPGA가 제공하는 동영

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

으며, 온라인 테스트를 응

시할 수 있게 됐다. 홈페

이지를 통해 회원교육 및 

각 과정별 세부내용도 확

인할 수 있고, 신청접수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과정을 쉽게 신청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수강한 과정에 대한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회원들

의 차질 없는 교육 이수를 돕기 위해 통합 관리 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한

다. KLPGA는 통합 관리 페이지를 통해 교육 홍보, 통계 관리 등 교육 시

스템을 총괄 운영하여 회원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KLPGA는 “회원들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PC, 태블릿, 모바일 등 사용 기기에 맞게 자동으로 콘텐츠가 최적화

되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축했다.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회원에게 제

공할 예정이니 약 2천7백여 명의 KLPGA 회원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KLPGA 7년차 김보령, 생애 첫 드림투어 우승

김보령이 전라남도 무안 컨

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21 무안CC-올포유 드림투

어 1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라운드 6언더파 공동 선두였

던 김보령은 최종라운드에서 

두 타를 더 줄여 8언더파로 

강가율 등 2위 그룹을 두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

니다

김보령은 "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해 기쁘다"며 "지난 몇 년간 스윙을 교정

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나만의 스윙 패턴을 기억해냈

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KLPGA 보성CC-카스코배 점프투어 8차전' 우승 이후 6년 9개월 만

에 우승의 기쁨을 맛본 김보령은 "시즌 종료 때 드림투어 상금순위 상단에

서 오르고 싶다"는 시즌 목표를 밝혔습니다

Golf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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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Association

PGA 투어, 백신 접종 마친 선수들에게 코로나19 검사 면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선

수와 캐디에게 대회마다 진행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

은 14일 "PGA 투어가 선수들

에게 보낸 공지 사항을 입수

했다"며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선수와 캐디는 대회를 앞두고 시행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방침은 PGA 투어, 챔

피언스투어,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 대회에 모두 적용된다. ESPN은 "PGA 

투어는 선수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

치가 선수나 캐디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

상했다.

현재 PGA 투어는 선수와 캐디, 코치, 트레이너, 에이전트 등 대회장에 출입

하려는 인원 전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전(前) 주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들은 출발 전 집에서 역시 테스트

를 받아야 한다. ESPN은 "선수 전원이 백신 접종을 마치면 이런 검사 과정

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PGA, 세라젬과 스폰서 협약 체결...홀인원 부상 제공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

철, 이하 KPGA)와 세라젬(대표

이사 이재근, 이하 세라젬)이 

공식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9일 경기 성남시 소

재 KPGA 빌딩에서 진행된 조

인식에는 세라젬 이경수 전략

사업 대표, 한국프로골프투어

(KGT) 김병준 대표이사 등 여

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본 협약

을 통해 세라젬의 ‘의료가전’, ‘휴식가전’, ‘청정가전’ 등은 ‘KPGA 공식 헬

스케어 기기’로 선정됐다. 또한 세라젬의 제품들은 KPGA 코리안투어, 스릭

슨투어, KPGA 챔피언스투어 대회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는 선수에게 홀인원 

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세라젬 이경수 전략사업 대표는 "많은 골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KPGA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세라젬은 이번 

KPGA 협약을 비롯해 세라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확대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GT 김병준 대표이사는 “KPGA에 대한 세라

젬 임직원 여러분들의 관심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각 투어의 KPGA 소속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력으로 세라젬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홈 헬스케어 전문기업

으로 의료가전, 휴식가전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체험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출시된 세라젬의 척추 의료가전 ‘마스터 V4’는 미

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하며 효능을 입증하기도했다.

LPGA, hy와 ‘그린 서포트 파트너십’ 체결

 LPGA가 유통전문기업 hy와 ‘그린 서포트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에 론칭

하는 ‘프레딧 그린캠페인’에 동참한다.

LPGA는 4월 6일 "프레딧 그린캠페인은 자연과 동물을 존중하고 깨끗한 지

구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LPGA 선수

들이 자신의 골프 용품을 기증해 판매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온라인몰에

서 진행하며 참여문화 전파와 자원 선순환에 촛점을 맞췄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PGA는 "지난 5일 LPGA 선수들이 기증한 골프 용품 판매를 1

차로 시작했으며, 앞으로 3주 간격으로 연중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LPGA 선수의 기부 용품을 선택한 후, 댓글로 구매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당첨자는 2주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수익금 전액은 사회적 기업 아름다

운가게에 전달,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사용된다. 전인지, 리디아 고, 다니

엘 강, 박인비, 김세영 등 국내외 골프스타 선수들이 이번 캠페인을 위해 

골프 클럽, 친필사인 모자, 골프화 등 직접 사용하던 용품을 기증했다. 캠

페인에 참여하는 LPGA 선수들은 그린파트너로서 지구를 살리는 착한 습관 

알리기에도 앞장선다. 그린캠페인의 메시지를 담은 프레딧 X LPGA 영상 

‘What’s your Fredit’ 편을 통해 일상 속 작지만 소중한 습관을 알리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예정이다. 텀블러 사용, 동물 보호를 위한 마스크 줄 끊어 

버리기, 안쓰는 물건 기부하기로 구성된 영상은 골프채널 및 프레딧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승호 hy 멀티 M&S 부문장은 “프레딧과 LPGA가 함께 하는 ‘그린캠페인’

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며 

“자원 선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의 가치를 되새기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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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 Book

연습장에서 아무 생각없이 볼만을 쳐내는 골퍼들이 많다. 올바른 연습법이 아니다. 

연습장에선 볼을 잘 치려 노력하는 것보다 일관된 동작을 통해 똑같은 구질의 볼을 칠 수 있는 능력과 

정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체계적인 연습만이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다

효과 만점의 연습장 활용

Indoor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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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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Lesson

다운스윙 때 무릎을 움직이면 클럽 헤드에 힘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장타를 기대할 수 없다. 의자

를 사용하여 감각을 익혀보자. 의자 위에서 스윙

을 하면 테이크 백 할 때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

틀기가 쉽지 않으며 상체가 아주 뻣뻣하게 느껴

질 것이다. 이런 상태에도 본인의 유연성이 허락

하는 한도 내에서 몸을 최대한 비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비거리를 내는 원동력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릎을 고정한 채 끝까지 폴로 스루를 하

려고 하면 당연히 몸의 왼쪽에 무리가 온다. 이런 

상태를 흔히 왼쪽 벽이라고 하며 이벽이 없으면 

파워가 생기지 않는다. 무릎을 꿇은 채 스윙 연습

을 하면 이러한 왼쪽 벽을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

다. 골프 스윙의 중요한 포인트는 가능한 한 군더

더기를 없애고 간결한 스윙을 몸에 익히는 것이

다. 아무 생각 없이 클럽만 휘둘러서는 절대로 왼

쪽 벽이 생기지 않는다. 장타의 전제 조건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닌 왼쪽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반

신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기본 연습1의자를 활용해 움직임을 확인하자
스윙을 연습할 때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반신의 움직임에 따라 상반신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스윙 중에 하반신을 고정시키면 자연스럽게 왼쪽 벽이 생기므로 폴로 스윙이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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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Lesson

	 기본 연습2헤드를 허리 높이까지 올려보자
테이크백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감을 잡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손목과 팔의 움직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멋진 샷을 날리기 위해서는 테이크 

백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그립이나 어드레스

에 신경을 쏟다 보면 오히려 그러한 

요소들이 자연스러운 테이크 백을 

가져가는데 방해가 된다.

가령 테이크백을 할 때 ‘오른팔과 

왼팔의 형태가 역삼각형이어야 한

다’, ‘그립이나 어드레스는 이래야 

된다’ 등에 지나치게 신경을 쏟다 

보면 자연히 몸이 뻣뻣해지며, 톱 

위치에서 왼쪽 어깨가 극단적으로 

내려가거나 반대로 임팩트 때 오른

쪽 어깨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

어 미스 샷을 연발하게 된다. 테이

크 백을 시작할 때 몸 정면에서 클

럽을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올리기

보다 왼쪽 허리 높이까지 클럽 헤드

를 가져간 후 그 상태에서 헤드의 

반동을 이용하면 클럽은 자연스럽

게 톱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때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으면 

테이크 백 할 때의 손목과 팔의 움

직임에 대한 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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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Lesson

	 기본 연습3몸을 비틀어 톱 위치 확인하기
구질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톱의 위치가 매번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굴 정면에서 

그립을 잡은 후,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비트는 것이다. 비튼 후의 자세가 기본적인 톱 위치다.

스윙에서 톱 위치가 불안정하면 같은 클럽으로 샷을 날려

도 비거리가 다르며 구질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스코어를 기대하기 힘들다. 안정된 톱 위치를 익히

기 위한 연습 방법으로 네 박자 타법을 소개 한다.

첫 박자에서는 클럽의 그립을 얼굴 정면에서 잡는다. 두 

번째 박자에서는 그 상태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세 번째 박자에서는 다운스윙을 시작한다. 네 번째 박자

에서는 피니시를 취한다. 이 네 박자 리듬으로 스윙 연습

을 반복하면 자신에게 적합한 톱 위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얼굴 정면에서 그립을 잡은 후 몸을 오른쪽으로 비트는 

두 박자까지는 양손이 몸의 정면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

한데 그러한 상태가 되면 왼팔 어깻죽지가 꽤 빡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느낌이 안정된 톱 위

치를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 연습으

로 톱 위치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다운스윙과 구질이 안

정되므로 볼을 치기 전까지 어느 방향으로 볼이 날아갈지 

예측할 수 없었던 초보적인 미스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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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Lesson

비거리가 나는 스윙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클럽

을 잡은 양손과 양팔을 클럽 헤드의 무게에 이

끌려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의자에 앉아 

스윙을 하면 하반신이 고정되기 때문에 손과 

팔만으로 클럽을 휘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연습을 하면 상반신의 비틀림에 하반신이 자연

스럽게 따라간다는 감각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반신을 고정시킨 상채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

한 사항은 다운스윙의 시작 단계에서 피니시 

단계까지 왼쪽 팔꿈치가 어느 위치에서 접히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클럽이 아니라 짧은 막대기 형태의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 연습 방법은 먼저 의

자에 앉아 그립이 무릎에 닿지 않을 정도로 양

팔을 벌린다. 그런 후 사용할 클럽을 상상하면

서 볼의 위치를 정한 후 양손과 양팔만으로 스

윙연습을 한다. 기본적인 볼의 위치는 드라이

버의 경우 왼발 뒤꿈치와 같은 라인 상에, 아이

언이라면 몸의 중앙에 볼이 있다고 간주하면 

된다. 이 연습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번엔 

일어선 자세에서 보통 때와 같이 스윙을 해본

다. 이전보다 훨씬 기분 좋게 클럽 헤드를 휘두

를 수 있을 것이다. 연습장에서 실제로 볼을 쳐

보면 비거리도 훨씬 늘어나 있을 것이다.	

	 기본 연습4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자
클럽 헤드의 무게를 양손과 양팔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반신의 움직임을 자제해야 한다. 

의자에 앉은 채 스윙을 하게 되면 하반신이 고정되므로 손과 팔만으로 클럽을 휘두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하반신을 고정시킨 상
채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운스
윙의 시작 단계에서 
피니시 단계까지 왼쪽 
팔꿈치가 어느 위치에
서 접히는가를 파악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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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Lesson

페어웨이 우드만 잡으면 꼭 뒤땅을 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장타

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치게 몸을 많이 움

직이기 때문이다. 즉 다운스윙 할 때 왼쪽 

어깨가 너무 높아지거나 아니면 많이 열려 

클럽 헤드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뒤땅을 치게 된다.

이러한 페어웨이 우드 샷의 결점을 교정하

려면 볼을 티에 올려놓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티의 높이는 드라이버 샷과 

같은 높이가 아니라 파 3홀에서 사용하는 

짧은 티의 높이로 충분하다. 티를 사용한

다고 해서 드라이버 샷 때와 똑같은 감각

으로 스윙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 

연습의 중요한 포인트는 티를 쓸어버리는 

듯한 느낌으로 볼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매트에 클럽 헤드가 미끄러지

는 듯한 스윙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티를 

치우고 이번엔 매트 위에 직접 볼을 놓는

다. 이때 시험삼아 2~3센티미터 정도 클

럽을 짧게 잡으면 스윙이 더욱 쉬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도 미스샷이 줄

어들지 않으면 다시 티를 활용하는 연습을 

되풀이한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더 이상 

뒤땅을 걱정하지 않고 산뜻하면서도 장쾌

한 우드 샷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드연습5의자를 활용해 움직임을 확인하자
페어웨이 우드로 뒤땅을 치는 사람은 티를 적절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티를 쓸어버리는 감각으로 볼을 치는 것이다.

티를 사용한다고 해서 
드라이버 샷 때와 똑
같은 감각으로 스윙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
이다. 이 연습의 중요
한 포인트는 티를 쓸
어버리는 듯한 느낌으
로 볼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매트에 클럽 헤드가 
미끄러지는 듯한 스윙 
감각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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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벙커나 페어웨이 벙커는 스

탠스가 불안정하고 클럽의 바닥이 

모래에 닿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드

레스 때부터 몸 전체가 불안정한 상

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추

어 골퍼가 비거리를 내려고 클럽을 

힘껏 휘두르면 스윙 축이 흔들려 미

스샷을 연발하게 된다.

스탠스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프

로라도 미스샷을 내는 경우가 더

러 있다. 이런 경우 아마추어 골퍼

는 자신을 잃고 다른샷에도 악영향

을 미쳐 급하게 클럽을 휘두른다든

지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된다. 스탠스가 

불안정한 장소에서 정확한 샷을 구

사하려면 경사지에서의 샷처럼 하

반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클럽의 바닥을 매트

에 대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신을 고

정한 채 손만으로 볼을 치는 연습을 

하면 효과가 있다. 연습장에서는 처

음엔 하프 스윙을 하는 기분으로 하

반신을 고정한 상태에서 볼을 치는 

감각을 익힌 다음 점점 스윙의 폭을 

크게 하면서 연습을 한다.

	 아이언 연습6크로스 벙커에선 요령이 필요하다
크로스 벙커에서는 불안정한 스탠스를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모래에 클럽이 닿지 않은 상태로 멀리까지 

볼을 날려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반신을 사용하지 않은 채 볼을 치는 연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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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로 티업을 한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볼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들어

가면 당연히 모래만 치게 된다. 그렇다고 

볼과 가까운 곳에 클럽 헤드가 들어가면 

헤드에 볼이 닿아 홈런이 나온다. 이러한 

미스샷은 수북이 쌓아 올린 모래의 어느 

부분을 치는가에 따라 체험할 수 있다. 이 

연습은 벙커샷의 감각을 익히는 것이 가능

하기 때문에 미스샷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

다. 하반신을 움직여 클럽헤드를 올려치는 

듯한 스윙을 절대로 하지 말고 오로지 볼

과 모래만 잘 보고 그 사이에 클럽 페이스

가 들어가도록 연습한다. 벙커 시설이 있

는 연습장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라운

딩하기 전에 골프장의 벙커 연습장에서 이 

연습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클럽 헤드가 

잘 들어갔을 때의 감각을 익힌 후 실제 벙

커샷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프로는 벙커가 

그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감각

을 익히면 그린의 일부라는 자신감까지는 

생기지 않더라도 한 번의 샷으로 벙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골프가 한층 더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다.

	 어프로치 연습7 벙커 샷의 감각을 익히기 위한 연습
벙커샷이 서투른 사람은 쌓아올린 모래 위에 볼을 놓은 상태에서 볼을 잘 치지 못한다. 

볼과 모래 사이에 클럽 헤드를 어떻게 넣으면 되는가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미스샷은 수북이 쌓아 
올린 모래의 어느 부
분을 치는가에 따라 
체험할 수 있다. 이 연
습은 벙커샷의 감각을 
익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스샷을 방지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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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구질을 가지

고 있다. 드로우 볼이 구질인사람, 

그 반대로 페이드 볼이 구질인 사람 

등이 있으며, 당연히 볼의 구질에 

따라 홀의 공략법도 달라진다. 마찬

가지로 퍼팅도 구질에 따라 볼의 회

전이 달라진다. 슬라이스성 볼을 잘 

굴리는 사람 또는 훅성 볼을 잘 굴

리는 사람이 있으며, 그린 상에서 

제각기 공략법이 달라진다.

이러한 자신의 구질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며 슬라이스성 볼이나 훅

성 볼을 스트레이트성 볼로 꼭 고쳐

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자신의 

구질을 알기 위한 방법이 작은상자

를 볼 대신 치는 것이다. 작은상자

를 곧바로 굴러가듯이 평행으로 이

동하면 볼이 이상적인 스트레이트 

회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작은상

자가 오른쪽으로 굴러가면 실전에

서도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볼이 되

어 슬라이스가 나기 쉽고, 왼쪽으로 

작은상자가 굴러가면 실제 볼이 좌

회전을 하여 훅이 나기 쉽다. 자신

의 볼 회전을 알고 있으면 실전에서 

꼭 넣어야 할 퍼팅을 구사할 때 실

력을 발휘할 수 있다. 	

	 퍼팅 연습8작은상자로 퍼팅 버릇 파악하기
자신의 퍼팅 버릇을 파악하기 위해 담뱃갑을 볼 대신 사용하여 퍼팅을 한다. 작은 상자가 어느쪽 으로 

이동하는가를 보면 자신의 구질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구질을 알기 위
한 방법이 작은상자를 
볼 대신 치는 것이다. 작
은상자를 곧바로 굴러가
듯이 평행으로 이동하면 
볼이 이상적인 스트레이
트 회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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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ourse / Cypress Point Club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반도 사이프러스 포인트 클럽

신이 빚어낸 시사이드 코스
태평양과 접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반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3개의 골프장이 나란히 조성되어 골퍼들로 부터 

끝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중 페블비치 골프링크스와 함께 미국 10대 명문 골프장의 하나로 손꼽히는 사이프러스 포인트는 아웃코스 파37, 

인코스 파35로 다소 변칙적이지만 바닷가에 위치한 장점을 최대한 살린 최고의 비치코스다.

Cypress Point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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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코스가 세븐틴 마일스 드라이브 양쪽으로  펼쳐져 

있다.

사이프러스 포인트클럽의 기원은 1921년 US여자아마골프선

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당시 골프계에서 드물게 여류 명사

로 활약하던 마리온 홀린스가 우연히 캘리포니아를 지나다 

이곳의 빼어난 경관에 매료되어 몬테레이를 다시 찾은 시기

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홀린스는 몬테레이에서 만난 인근 카멜시 시장 출신인 

바잉톤 포드, 샌프란시스코선박그룹 일원인 로저 라팜과 의

기투합, 현재의 땅 175에이커를 델몬트 부동산회사로 부터 

15만달러에 사들인다.

이렇게 시작된 골프장 건설은 그러나 곧 위기를 맞는다. 골

프장 설계를 담당했던 세드 레이노어가 갑자기 숨지면서 골

프장 건설이 중단된 것. 몬테레이 반도의 천연 지형을 그대

미국 서부해안의 몬테레이 반도를 한 바퀴 도는 ‘세븐틴 

마일스 드라이브(17 Miles Drive)’ 자동차도로는 워낙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경관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신이 빚어 놓은 위대한 자연 위에 

인간이 조성한 걸작품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몬테레이의 3대 명소로 꼽히는 사이프러스 포인트클럽, 몬

테레이 페닌슐라CC, 페블비치 골프링크스 외에도 스파이글

라스 힐스GC, 포피 힐스GC, 스페니시 베이GC 등 40여개의 

사이프러스 포인트 16번홀(파3ㆍ230야드) 
사이프러스	포인트클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	중	하나다.	특히	
사이프러스	포인트의	15번,	16번	홀은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시키는	예술작품으로	그가	창조해낸	코스	미학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	
16번	홀	풍광은	잠시	라운드를	멈춘	채	멍하니	바라보게	한다.	하지만	
맞바람이	강하게	불고	캐리로만	180야드를	넘겨야	안전하게	그린에	보낼	수	
있어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가장	힘겨운	홀	중	하나다.Cypress Point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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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리면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를 설계할 코스 디자이너

를 쉽게 구하지 못하면서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되고 만다. 

다행스럽게도 훗날 오거스타내셔널GC를 설계하기도 한 

앨리스터 맥켄지를 후속 설계가로 선정, 마침내 1928년 

첫선을 보였다.

하지만 개장 후에도 시련은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경제 

대공황에 허덕이고 있었다. 때문에 1928년 개장할 당시 

목표했던 100명의 회원모집에 실패, 40명만의 회원으로 

출발해야만 했다. 회원 모집이 절반도 되지 않자 결국 웅

장하게 지으려던 클럽하우스를 대폭 축소해야하는 사연

을 안아야 했다.

자연을  재창조한 용기있는 작업

설계를 맡은 앨리스터 맥켄지의 천재성이 곳곳에 배어있

는 사이프러스 포인트클럽은 “그라운드의 좋고 나쁨이 플

레이를 좌우한다” “최상의 골프장은 기존의 지형을 최대

한 유지한 채 지어져야한다”는 코스설계 철칙을 가장 잘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맥켄지의 설계 철

학으로 아웃코스의 5, 6번홀이 연속 파5홀이고 인코스의 

15, 16번홀이 연속 파3홀로 만들어져 일부에서는 ‘이상한 

레이아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연을  

재창조한 용기있는 작업”이라는 칭찬이 압도적이다.

사이프러스 포인트클럽은 아웃코스를 끝내고 게임 종료

로 치닫는 15번홀 이후가 특히 매력적이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들 홀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항상 복병으로 

등장하며 골퍼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자세를 요구한다. 

이 가운데 길이가 231야드인 파3 16번홀은 세계의 골프장 

가운데 가장 멋진 풍경을 담고 있어 사진감으로도 최고라

는 평가다. 

넘실대는 태평양의 파도를 사이에 두고 몬테레이반도 끝 

지점에 올라있는 그린은 주위에 4개의 벙커가 포진하고 

있어 티샷으로 온 그린하기 매우 어렵다. 때문에 프로골

퍼들조차 세컨샷으로 핀에 붙인 뒤 1퍼팅을 노리곤 한다. 

이어지는 17번홀(393야드 파4)은 16번홀의 확대판으로 가

운데에 바다를 둔 ‘역ㄱ자’형으로 페어웨이 가운데 지점

에 사이프러스 포인트의 상징인 편백나무가 늘어서있다. 

따라서 티그라운드에서 이 나무들 왼쪽에 볼을 쳐놓아야 

안전하지만 세컨샷이 쉽지않고 나무 오른쪽으로 과감하

게 볼을 날려 어프로치샷을 쉽게 하려할 경우 절벽 아래

로 떨어지기 일쑤여서 신중함을 기해야한다.

이밖에 매 홀의 그린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설계자의 신념을 쉽게 알 수 있는 2번홀(548야드 파5)은 

왼쪽의 러프와 오른쪽의 OB지역, 길다란 페어웨이를 감안

해 그린을 넓게 만들었고 3번홀(162야드 파3)은 평평하게 

설계돼 공략하기 쉬워 보이지만 핀은 벙커옆에 바짝 붙여 

방심을 금하게 한다.

누구나 매료되는 15, 16, 17번 홀의 풍광

2011년 사이프러스 포인트클럽은 미국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하는 100대 코스에서 종합순위 4위를 기록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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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마일스 드라이브(17 Miles Drive)
몬테레이	반도를	한	바퀴	도는	‘세븐틴	마일스	드라이브(17	Miles	Drive)’	
자동차도로는	워낙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경관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신이	빚어	놓은	위대한	자연	위에	인간이	
조성한	걸작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몬테레이의	3대	명소로	꼽히는	
사이프러스	포인트클럽,	몬테레이	페닌슐라CC,	페블비치	골프링크스	외에도	
40여개의	유명	골프코스가	세븐틴	마일스	드라이브	양쪽으로		펼쳐져	있다.

름다움의 가치면에서는 1위인 오거스타와 2위인 파인밸리를 

제치고 최고 점수를 받았다. 즉 풍경과 초목, 호수나 강, 코스 

주변의 배경을 평가하는 항목에선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이

다. 

무엇보다도 태평양을 따라 펼쳐진 장엄한 지형이 최대의 매력

이며 기암절벽과 검푸른 파도, 사이프러스(편백나무)라는 세 

가지 상징물로 대변되는 코스의 백미는 단연 해안선을 따라 

뻗은 절벽에 자리한 15, 16, 17번 홀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도 바로 이 세 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골프의 황금기에 활약했던 설계가 앨리스터 맥켄지 

등 당대 최고의 인물로 그는 이곳 사이프러스 포인트와 오거

스타 내셔널GC의 설계를 통해 골프코스 조성을 예술로 승화

시켰다. 특히 사이프러스 포인트의 15번, 16번과 같은 홀은 자

연에 순응하면서도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시키는 예술작품으

로 그가 창조해낸 코스 미학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 

클럽 회원이 되려면 30년을 기다려야

오래도록 250명의 회원을 고집하고 있는 사이프러스 포인트

클럽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골퍼에겐 매우 커다

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플레이할 기회를 얻기도 힘들지만 

특히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이 도와야 할’ 정도다.

미국 내 골퍼들에겐 이런 말이 회자된다고 한다. 만약 1만불

을 내고 사이프러스 포인트에서 라운드 할 골퍼를 모집한다

면 그 신청자는 한 둘이 아닐 거라고... 그린피가 싼 미국에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라운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겠

지만 사이프러스 포인트클럽의 아름다움을 아는 골퍼들에겐 

충분히 가능하단 이야기다. 

골프장의 회원 가입은 더더욱 어려워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

기’다. 신청 리스트에 이름을 넣고 30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

며 기다리는 동안 약 30억원에 달하는 돈을 예탁해 놓아야 한

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돈이 회원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

에 클럽으로 귀속되는 신청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30년을 기다려도 기존 회원 3명의 추천이 없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미국이나 호주의 엄격한 회

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룰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골프장에

서 가장 입회조건이 까다로운 곳이 바로 사이프러스 포인트

클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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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이슈에서 골프 피팅 전문가 양

성 프로그램(Professional Clubfitter 

Training Program 이하 PCTP)을 진행한다.

PCTP는 참가자들이 진정한 골프클럽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분야 최고의 강

사진이 국내 최고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이

론과 실습이 결합된 교육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Class-B(빌더과정), Class-A(고급

과정), Class-S(특별과정) 3개로구성되어 있다.

Class-B(빌더과정)은구력 3년 이상의 아마추어

골퍼 및 골프관련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4월 26

일 부터 4월 30일까지 총 25시간(5시간/5일) 진

행되었으며 모집인원은 2~4명이다.

이 과정을 통해 클럽피팅에 필요한 기본 개념

과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클럽의 빌드과정을 

수행하여 전문 피터로서 갖춰야 할 능력을 마

련하게 된다.

강사는 강덕흠 ㈜쿼드나인 대표와 정용호 골프

메카닉스 한국사무소 총괄 부장이며, 과정을 

이수하게되면 TRUE TEMPER에서 발행하는 수

료증과 Golfmechanix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Class-A(고급과정)은Class-B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5월 10일

부터 5월 12일까지총 15시간(5시간/3일) 진행되며 모집인원

은 3~6명이다.

이 과정을 통해 헤드와 샤프트 스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실제 성능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과정과 런치모니터 활

용을 통해 골퍼와 클럽을 매칭시키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강사는 김광혁 KIGOS 선임연구원과 정용호 골프메카닉스 

한국사무소 총괄 부장이며, 과정을 이수하게되면 스포츠산

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Class-S(특별과정)은Class-B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5월 24일

부터 5월 25일까지총 10시간(5시간/2일) 진행되며 모집인원 

4~8명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골퍼의 신체조건과 스윙 능력 및 형태를 분

류하여 효과적인 클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전문 피

터로서 경쟁력 있는 피팅을 계획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강사는 임정 P&A대표이며, 과정을 이수하게되면 글로벌퍼

포먼스랩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PCTP 골프 피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및 자세

한 내용은홈페이지와 카카오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골프이슈, 골프 피팅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PCTP)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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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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6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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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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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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노예림 벌금 1만달러… KIA클래식때 '늑장 플레이'

"1만달러는 내겐 너무 큰돈이다. 하지만 내 잘못

이기에 항의하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인 재미동포 

노예림이 슬로플레이로 벌금 1만달러(약 1131만

원)를 부과받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 골프매체 골프위크와 주요 외신들은 1일

(한국시간) "LPGA투어 KIA클래식에서 공동 61위

에 올라 4247달러(약 480만원)의 상금을 받은 

노예림이 늑장 플레이로 1만달러의 벌금을 내

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회에서 공동 61위에 오른 노예림이 받은 상금은 4247달러. 하지만 노

예림은 오히려 5753달러를 보태 벌금을 내야 했다. 특히 노예림이 올 시즌 

3개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은 불과 1만5742달러. 지난해 프로로 데뷔해 

두 번째 시즌을 맞은 노예림의 손에는 5742달러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얼마나 느렸기에 1만달러나 되는 거액의 벌금을 냈을까. KIA클래식 3라운

드 때 경기위원은 노예림의 경기 속도를 점검하며 따라다녔다. 투어에서 

경기위원회는 대회 속도에 익숙하지 않은 신인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감시

한다. 게다가 노예림은 지난해 LPGA투어 정식 데뷔전이었던 2020년 게인

브리지 LPGA에서도 공동 35위에 올랐지만 슬로플레이로 벌금을 낸 바 있

다. 플레이하는 시간은 홀마다 다르고, 앞팀과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도 있는 등 규정이 까다롭다. 노예림은 KIA클래식 때 새로 고용한 캐디와 

처음 호흡을 맞췄고, 2라운드 때 샷이 흐트러져 3라운드 때 10번홀과 12번

홀에서 그린 공략을 앞두고 신중하게 어프로치샷 공략법을 세우다가 경기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윤이나와 후원 계약 체결

하이트진로가 한국 여자골프 유망주 

윤이나(18)와 2023년까지 3년 간의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오는 5월 3일부터 열리는 

'KLPGA 2021 그랜드 · 삼대인 점

프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부터 하

이트진로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

고 경기에 나선다. 올시즌 한국여자

프로골프(KLPGA) 2부 드림투어와 3

부 점프투어에서 활동하며, 2022년 

KLPGA 정규투어 풀시드권 획득이 목표다. 2019년~2020년 국가대표로 활

약한 윤이나는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 260야드 장타가 주무기다. 아마추어 

추천 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KLPGA 메이저 대회 2019년 제20회 하이트진

로 챔피언십과 2020년 팬텀클래식에서 아마추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아마

추어 시절부터 프로 무대에서 실력을 드러낸 바 있다. 윤이나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한 하이트진로와의 후원 계약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되어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하이트진로는 이미 스타플레이어가 

된 선수의 후원보다 명문 골프단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

는 신인선수를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여자골프를 이끌어갈 윤이나 

선수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LPGA 서어진, 감성 골프웨어 클랭클랑과 의류 후원 계약!

 

지난 3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갤럭시아SM 본사에서 서어진

(하이트진로)과 클랭클랑(대표 김주희, 김성길)의 의류 후원 계약 조인식이 

진행되었다.

국가대표 출신인 서어진

은 2019년 ‘제9회 KG 이데

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 대회에서 아마추어 

1위를 차지하였고, ‘제41

회 퀸시리키트컵 아시아-

태평양 여자 아마추어 골

프팀 선수권대회’ 2관왕

(개인전, 단체전)으로 주

목을 받았다. 2020년에는 

KLPGA 점프투어와 드림투어에서 활약하였으며 WEST OCEAN CC 드림투

어 12차전에서 3위, 군산CC 드림투어 10차전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서어진은 앞으로 클랭클랑의 의류를 입고 2021시즌 드림투어를 비롯한 모

든 공식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드림투어 상금 순위를 통해 내년 정규투어 시드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서

어진은 “저의 가능성을 믿고 후원을 결정해 주신 클랭클랑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여 브랜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

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랭클랑 관계자는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인 서어진 선수를 후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서어진 선수가 드림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 서서울CC 역사 전통 강조한 새로운 BI 공개

호반그룹이 '서서울CC'의 새

로운 BI(Brand Identity)를 공

개했다.

지난 4월 20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새로운 BI에는 방패 

모양 엠블럼을 적용했다. 오

랜 시간 고객들과 함께 성

장해온 서서울CC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고, 명문 골프

장을 의미하는 골프채와 서서울CC의 머리글자(initial)인 'SSCC'를 담았다.

2019년 서서울CC를 인수한 호반그룹은 코스 리노베이션과 클럽하우스 공

사 등을 진행했다. 코스는 전면 리노베이션을 통해 계절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경을 강화했고, 평탄화 작업을 통해 가족단위 고객들의 편의

성도 높였다.

새롭게 단장한 클럽하우스에서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품격 있는 요리

를 즐길 수 있으며, 조명(Light) 개선 공사를 통해 야간 플레이의 만족도를 

높였다.

서서울CC 관계자는 "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자연친화적인 코스로 많은 골

퍼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며 "새로운 BI와 새 단장, 품격 있는 서비스를 

통해 명문 골프장의 위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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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생활 맞춤 케어' 골프존, 골퍼 위한 케어솔루션

 '골퍼케어플러스' 브랜드 론칭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통해 국내 골프산업 발전과 골프의 대중화를 이끌

어온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은 골퍼의 건강한 골프 생활을 

위한 맞춤형 케어솔루션 브랜드 '골퍼케어플러스(Golfer Care+)'를 론칭했다

고 밝혔다.

골프존은 신규 브랜드 '골퍼케어플러스'를 통해 골퍼의 멘탈 관리와 스킨

케어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을 선보일 방침이다.

골퍼케어플러스의 첫 출시 제품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목걸이 제품인 '멘

탈플러스(Mental Plus)'로, 골퍼의 더 나은 라운드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탈케어 제품이다.

착용 시 전자기 신호가 가슴의 미주 신경을 자극해 뇌의 알파파 생성 활

성화 및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집중력 향상 및 긴장 이완에 도움을 주

는 생체전자공학기술 장치다.

이번 제품 출시에 앞서 골프존은 심전도(ECG) 테스트를 통한 HF(부교감 

활성도) 비교 연구, 뇌전도(EEG) 테스트를 통한 알파파 분석, 불면증군의 

멜라토닌 수치 분석 총 3차례에 걸친 임상연구를 통해 제품에 대한 효과

를 검증했다.

특히 골프존은 이번 멘탈플러스 제품 출시에 이어 오는 26일 선케어 및 

두피 케어 제품 출시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골프 관련 건강 및 뷰티 제품들

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골퍼케어플러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는 "이번 신사

업 브랜드는 20여 년간 골프존의 골프 

사업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골퍼들이 

건강한 라운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한 끝에 

선보이게 됐다"라며 "특히 골프에서의 

멘탈 관리는 경기 당일의 플레이 성적

과 직결되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

큼 이번 제품이 골퍼들의 멘탈 밸러스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출시 예정인 뷰티 관련 제품

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스무살 트리오' 김희지 전예성 이슬기2,

 하이퍼에너지골프 후원받는다

하이퍼에너지 골프가 KLPGA 유망주 3명을 후원한다.

하이퍼에너지 골프를 개발한 필엔뉴 컨디셔닝연구소(대표 김희재)는 20일 

경기도 화성시 리베라CC에서 스무살 동갑내기인 KLPGA 소속 김희지(BC

카드) 전예성(GTG웰니스) 이슬기2(SK네트웍스)와 후원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에너지보충제 엔루틴 하이퍼에너지 골프를 제공받고, 필엔뉴의 개

별 영양관리 컨설팅을 받게 

된다.

올 시즌 정규투어에 데뷔한 

김희지는 지난해 점프투어

와 드림투어에서 각각 한 차

례씩 우승한 루키로 시즌 개

막전 롯데마트 여자오픈에

선 19위에 올랐다.

1부투어 2년차인 전예성은 

2019년 드림투어 12차전 우

승자다. 올 시즌 개막전은 9위로 무난한 성적표를 받았다. 역시 2년차인 

이슬기2는 지난해 용평리조트 오픈 4위, 휴엔케어 여자오픈 9위에 오르며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올 시즌 개막전에선 5위를 차지했다.

필엔뉴는 운동선수에 특화된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 특성에 

따른 개별 영양컨설팅을 전개하는 연구소다. 김희재 박사는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해 국내 프로골퍼와 프로

야구, 축구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쇼골프타운, 가족의 달 '웰컴 키즈 이벤트' 실시

국내 최대 골프 부킹 서

비스 XGOLF(대표 조성

준)가 운영하는 실외 골

프연습장 '쇼골프타운/

XGOLF연습장 김포공항

점'이 가족의 달을 맞아 '

웰컴 키즈 이벤트'를 진

행한다.

오는 5월 1일에서 15일까

지 어린 자녀와 함께 VIP

타석을 이용하는 고객들

에게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을 제공한다. 1층 프론트에 타석배정표 또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문구류(크레파스, 색연필, 물총 등)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5월 말까지 자녀와 연습장을 찾아주는 모든 고객들에게 달콤한 초

콜릿과 사탕을 선물로 준다. 상기 이벤트들은 준비된 물량이 소진 시 조

기 종료될 수 있다.

XGOLF 연습장 김포공항점의 VIP타석은 개별 칸막이 시설이 완비되어 있

고 테이블, 쇼파, TV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들과 함께 이용하기

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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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5 임희정 박현경 박보겸 프롬바이오와 후원계약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프롬바이오(대표 심태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투

어(K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로골퍼 김민선5, 임희정, 박현경, 박보겸

과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프롬바이오는 지난 4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에 위치한 본사에서 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이번 후원 계약으로 선수들은 

‘프롬바이오’ 로고가 부착된 의류를 착용하고 올 시즌 KLPGA 투어에 참

가하게 된다. 또한 프롬바이오의 홍보대사로서 건강한 기업 이미지 강화

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프롬바이오 측은 선수들

이 KLPGA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절 건강, 눈 건강을 위

한 프롬바이오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맥콜·용평리조

트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5승을 거두고 있는 김민선은 “프롬바

이오의 후원 결정에 감사드린다. 올 시즌 좋은 성적으로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2021시즌 개막전인 롯데렌터카 여자오

픈에서 4위를 기록하며 산뜻한 출발을 한 임희정은 “평소에도 관심이 있

었던 프롬바이오의 후원을 받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 투어에서 멋진 모습

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XGOLF, 신멤버스 2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국내 최대 골프 부킹 서비스 XGOLF가 '신(信)멤버스' 출시 2주년 기념 이벤

트를 실시한다. 신멤버스는 XGOLF가 18년 경영 노하우와 재무 안정성을 기

반으로 선보인 기업 전용 골프 부킹 서비스로, 전담 컨시어지를 통한 골프 

부킹부터 정산, 용품 구입까지의 전 과정 무기명·비대면화가 특징이다.

먼저 오는 5월 14일까지 신멤버스에 가입하는 선착순 40개 회원사 대상 

해외 명품 헤어케어 브랜드 셀리아르럭셔리 알터에고 솔루션 세트를 증

정한다. 신규 가입이나 재예치 구분 없이 모두 해당한다. 상품은 5월 28일 

순차적 발송된다.

추가로 해당 기간 가입한 신규나 재예치 회원사 중 20곳을 추첨해 선물을 

제공한다. 코브라 드라이버(1), 

럭셔리 스파 르디아망 바디케

어권(4), 거리 측정기 캐디톡 

미니미(5), 볼빅 비비드 골프볼

(10)을 선물하며, 개별 통보 후 

발송된다.

자세한 내용은 XGOLF 공식 홈

페이지나 앱 내 신멤버스 이벤

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 태국 유망주 티티쿨과 후원계약

하나금융그룹이 태국의 골프 유망주 아타야 

티티쿨(사진)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 2월 생으로 태국 라차부리

(RATCHABURI)에서 태어난 아타야 티티쿨은 

2017년 만 14세 4개월의 나이로 LET가 주관

하는 ‘레이디스 유러피언 타일랜드 챔피언

십(Ladies European Thailand Championship)’

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최연소 챔피

언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6살 때 골프를 

시작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아타야 티

티쿨은 아마추어 신분으로 LET투어 프로대

회에 출전하여 2승을 거두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레이디스 유러피언 타일랜드챔피언

십’ 우승을 차지한 2019년에는 아마추어 세

계랭킹(WAGR) 1위를 기록하여 세계 골프계에 이름을 알리며 프로 무대로 

진출할 준비를 마쳤다. 아타야 티티쿨은 2020년 LET 입회 후 세계무대에

서 태국의 주타누깐 자매의 뒤를 이을 신성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9년 10월에 개최된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아타야 

티티쿨을 아마추어 신분으로 초청하여 인연을 맺었다. 아타야 티티쿨은 이 

대회에서 폭발적인 드라이버와 안정된 아이언샷으로 한국팬들의 주목을 받

으며 대회최종 3언더파, 공동 12위를 기록하며 아마추어 우승을 차지했다.

떼제베CC '웰컴 서비스', KTX역에서 골프장까지 무료 픽업

충북 청주에 위치한 36홀 대중제 골프장 떼제베컨트리클럽(떼제베CC)이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편하고 빠른 웰컴 서비스’를 진행한다. 수

도권 등지의 골퍼들 위해 KTX 오송역에서 골프장까지 무료 픽업 서비스

를 시작한다. 먼저 KTX를 타고 떼제베CC를 방문하는 골퍼들을 위해 KTX

오송역에서 무료 픽업 서비스를 진행한다. 탑승객은 골프장까지 리무진(제

네시스 GV80)으로 이동하며 라운드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역까지 차량 이

용이 가능하다. 오송역까지는 

KTX로 서울역에서 50분, 광명

역에서는 30분가량 소요되며 

용산역에서도 출발 가능하다. 

SRT를 이용할 경우, 수서역에

서 오송역까지는 약 45분 소

요된다. 제공 차량은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차량 

소독을 진행하고, 차량 내 마

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해당 서비스는 떼제베CC 예약실을 통해 예약 가

능하다. 아울러 골프백을 떼제베CC로 보내는 골프백 택배 서비스도 진행

한다. 골프백을 자택에서 골프장까지 보내고 라운드 후 다시 자택으로 받

는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서비스다. 택배 서비스 첫 이용 고객은 택배비 

1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수도권 왕복 기준 39,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

다. 리무진 픽업 서비스와 골프백 택배 서비스는 최소 라운드 진행 3일 전

까지 신청해야 한다.

134 | PAR GOLF&TRAVEL | May 2021

132-139 골프단신.indd   134 2021-04-30   오전 10:33:21



News & News

'김시우, 임성재의 울타리' CJ그룹, 

배용준-홍예은 등 유망주 후원

미래 유망주 스포츠 선수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으로 ‘꿈지기’를 자처했던 

CJ그룹이 또 한 번 통큰 후원에 나섰다. 이번에는 배용준과 홍예은, 박금

강 등과 신규 후원을 맺었다.

CJ그룹은 기업과 종목, 선수가 동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

과 김시우, 임성재 등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맹활약하는 세계적

인 선수로 성장해 이름을 떨치고 있다. CJ그룹의 후원 철학에 발맞춰, CJ

오쇼핑은 꿈지기 라인업을 구축, 미래의 유망주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CJ오쇼핑은 가장 먼저 국가대표 출신이자 CJ그룹과 인연이 깊은 배용준

과 후원계약을 맺었다. 배용준은 2018년, 2019년 더 CJ컵 출전권을 획득, 

아마추어 최강 입지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주요 선

수들과 경쟁을 하며, CJ그룹의 스포츠 마케팅 철학인 ‘Bridge to Realization’

도 직접 경험했다. LPGA 2부 투어인 시메트라 투어에서 시즌을 맞는 홍예

은과 박금강 역시 CJ 오쇼핑과 손을 잡았다 홍예은은 2019년 LPGA Q스쿨 

2차 예선에서 공동 4위를 기록하며, LPGA Q스쿨 최종전인 Q시리즈에 진

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어 참가 최소연령인 만18

세가 안 되어 참가가 불가능 했고, 대신 2020년 시메트라 투어 풀시드를 

부여 받았다. 지난해 개막전 Florida Natural Charity Classic에서 공동 3위의 

성적을 거둬 미국 무대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올해 시즌을 시작한 홍예은은 LPGA 휴휴젤-에

어 프레미아 LA 오픈 초청 선수로도 참가 할 예정이다.

신규 후원선수뿐만 아니라 차세대 남녀 골프를 이끌어갈 인재로 손꼽히

는 이재경, 홍정민의 활약도 기대된다. 지난 시즌 KPGA 무대에서 준우승 

3번을 기록하며,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재경은 CJ오쇼핑의 전폭

적인 후원에 힘입어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는 의

지이다. 그리고 홍정민은 이번 시즌 KLPGA에서 가장 주목 받는 신인으로 

손꼽힌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점프 투어 3개 대회 연속 우승과 120홀 노

보기를 기록하며 본인의 이름을 알렸고, 같은 해 드림 투어 상금순위 16

위로 이번 시즌 1부 투어 시드를 획득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

모하고, 나아가 꿈을 가진 선수들의 든든한 꿈지기가 되는 것을 지향한

다"라면서 "지속적인 선수 발굴 및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국 골프와 스포츠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골프존데카 골프버디 홍보대사에 PGA 투어 선수 프리텔리

글로벌 골프 거리측정기 전문기업 골프존데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인 딜런 프리텔리(남아프리카공화국)와 '골프버디 홍보대사' 계약을 맺

었다고 4월 13일 밝혔다.

프리텔리는 PGA 투어에서 2019년 7월 존디어 클래식에서 한 차례 우승했

으며 유러피언투어에서도 2승을 거둔 선수다.

골프존데카는 또 PGA 투어 프로 출신 해설가 찰리 라이머(미국)도 골프

버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골프버디는 골프존데카의 대표적인 거리측정

기 브랜드로 골프존데카가 보유한 4만여 개의 골프 코스 빅 데이터와 기

술력 등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골프존데카 정주명 대표이사는 "외국 홍보대사 기용을 비롯해 최근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현세린 프로와도 후원 계약을 

맺는 등 국내외 선수들과 함께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내 골프버디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에 주력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전북도, 6월까지 27개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전수 검사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6월까지 도내 27개 골프장을 대

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다고  4월 12일 밝혔다.

검사는 잔디와 토양, 유출수, 연못 등에서 맹·고독성 농약, 잔디 사용금

지 농약, 일반 농약 등 총 28종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살핀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검사에서는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

다고 도는 설명했다. 2차 검사는 우기인 7∼9월에 시행된다.

유택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

기화에 지친 도민의 골프장 이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면서 "골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

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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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차이나, 中골프협회와 전략 파트너십 계약 체결

골프존차이나(대표이사 박성봉)은 지난 4월 12일 중국 베이징 골프존파크 1

호점에서 중국골프협회와 '중국 골프 대중화 전략 파트너십 계약 체결 및 

중국골프협회 주관 GOLFZON CHINA TOUR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국 대중 골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골프 관련 사업 모델 

및 플랫폼 등 중국 골프 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골프존차이나와 중국골프협회는 중국 실내 골프 산업 발전 및 대중화를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중국 대중골프 사업의 양적인 보급과 질적 향

상을 위해 함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골프존차이나는 이번 '중국골프협

회 대중골프 프로젝트 전략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중국 골프 산업 발전 

및 대중화를 위해 실내 골프 인프라 구축 및 실내 골프대회 표준화 작업 

등 중국골프협회와 심도 있는 협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골프존차이나는 중국골프협회와 'GOLFZON CHINA TOUR' 협약식

을 진행했다. 중국골프협회가 주관하는 GOLFZON CHINA TOUR는 올 한해 

총 4개 대회로 나뉘어 개최된다. 대회별 총상금은 100만위안(약 1억7000만

원), 우승상금은 각각 30만위안(약 5000만원)이다. 이는 현재 중국 내 단일 

대회로는 가장 높은 상금 규모의 온라인 프로골프 대회다. 중국 내 오프라

인 투어대회의 상금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올해 12월에는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고 골프 문화 보급 향상을 위해 전

국 일반인 골퍼를 대상으로 총상금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이 걸린 

'GOLFZON CHINA OPEN(골프존 차이나 오픈)'을 개최할 방침이다. 전국 대

회 형식으로 열리는 골프존 차이나 오픈

은 중국 내 80여 개의 골프존 매장에서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박성봉 골프존차이나 대표이사는 "글로

벌 실내 골프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골프

존은 약 20여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 걸쳐 실내 골프의 대중화를 선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중국골프협회와 맺

은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골프존차이

나는 중국 대중 실내 골프 문화의 확산

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중국 내 온라인 대회 활성

화를 통해 새로운 동력과 패러다임을 제

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안투어 통산 2승 이지훈, 페어라이어와 후원 계약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통산 2승 이지훈(36)이 페어라이어 골프 

의류를 유통하는 씨에프디에이(대표 윤지나 · 윤지현)와 후원 계약을 맺

었다.

모던한 디자인과 독특한 컬러 감으로 여성 골프 의류 시장에 신선함을 가

져온 씨에프디에이는 13일 페

어라이어 수원 매장에서 남성 

라인을 새롭게 선보이며 새로

운 시장 확대를 예고했다. 신

규 시장 개척이 한국여자프

로골프협회(KLPGA) 선수들과 

KPGA 이지훈 선수의 후원으

로 이어졌다. 이지훈은 올해 

열리는 모든 대회에서 페어라

이어 경기복을 입고 출전한

다.

2017년 KPGA 카이도시리즈 

카이도 Only 제주오픈 with 화

청그룹에서 생에 첫 우승을 

맛본 이지훈은 지난 시즌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으로 인해 뒤늦게 시작

된 개막전(우성종합건설 아라

미르CC 부산경남오픈)을 우승

하면서 코리안투어 2승 고지를 밟았다. 이지훈은 “올해 페어라이어와 함

께 하게 돼 감사하다. 올해도 우승을 신고하는 등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페어라이어는 2017년 국내 첫 여성 전용 골프웨어 브랜드로 100% 국내에

서 제작된다. 클래식한 감성을 재현해 독보적인 퀄리티와 스타일로 승부

하며, 여성 골퍼들의 취향에 특화된 소재와 디자인으로 온라인 스토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지도를 높였다. 최근 세련된 핏감과 기능성

까지 갖춘 젊은 감각의 골프웨어로 유명세를 타며 전국 유명 백화점에 입

점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 또 올해 S/S컬렉션에선 남성 라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News & News

퍼시픽링스, 회원 전용 신용카드 출시

세계 최대 국제 골프 멤버십 네트워크 퍼시픽링

스의 한국 지사 퍼시픽링스 코리아가 회원 전용 

신용카드 '퍼시픽링스 클럽 프리미어 카드'를 선

보였다.

비자 카드, 하나카드와 손잡고 내놓은 '퍼시픽링

스 클럽 프리미어 카드'는 최대 1%가 적립되고 

국내 특급호텔 이용 할인, 전 세계 공항 제휴 라

운지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준다. 카드 발급 회

원에게는 퍼시픽링스 10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곁들인다. 포인트는 골프장 그린피와 골프 여행 

상품 결제에 쓸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의료진을 위한 '닥터 주말 멤

버십' 특별 한정 상품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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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스카이힐CC 제주, 

공사비 15억원 들여 클럽하우스 새단장

'한국의 10대 골프코스' 롯데스카이힐CC 제주가 확 바뀌었다. 이런 사실은 

2021시즌 KLPGA투어 개막전으로 열린 롯데 렌터카여자오픈에 출전한 선

수들의 입을 통해 입증됐다. 세계적인 코스 설계가 로버트 트랜트 존스가 

제주도의 자연을 최대한 활용해 디자인한 이 골프장은 앞으로는 서귀포 

바다, 뒤로는 한라산이 자리한 빼어난 풍광이 자랑이다.

스카이, 오션, 힐, 포레스트 총 36홀로 구성된 롯데스카이힐CC 제주는 올

해 초 6년 연속으로 아시아 100대 코스, 대한민국 베스트 골프장 40에 선

정됐다. 이에 앞서 2009년 8월에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해 

최고의 코스라는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지난 8일은 골프장 개장 1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롯

데 렌터카여자오픈 개막일이기도 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클럽 측은 지

난 1월부터 약 2개월여간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했다. 골퍼들의 평가를 

받은 코스를 제외한 클럽하우스 곳곳을 고객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완전 

탈바꿈시켰다. 먼저 클럽하우스에 들어서면 로비가 전에 비해 훨씬 넓어

졌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새하얀 대리석 질감의 소재 벽면에는 현무암 석

재를 활용한 인테리어를 가미했다. 모던하면서도 제주 특유의 느낌을 만

끽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의 휴식을 위한 좌석 공간을 늘리고 카페도 새롭

게 만들었다. 락커 공간도 기존보다 훨씬 넓어지고 안락해졌다. 그런 만큼 

고객 편의성은 대폭 향상됐다. 레스토랑은 시야를 차단했던 배치물들을 

과감하게 제거했다. 아름답게 펼쳐진 코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김현령 총지배인은 "겨울 동안 15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클럽하

우스를 새롭게 꾸몄다"면서 "다행히도 골퍼들의 반응은 좋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평가도 괜찮다. 우리 골프장을 찾는 모든 골퍼들이 최고

의 코스 컨디션과 편의성이 강화된 클럽하우스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추

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레노마 골프, 디 오픈 챔피언십과의 콜라보레이션…

'디 오픈 컬렉션' 공개

한성에프아이(대표 김영철)의 레노마 골프는 영국 디 오픈(The Open) 챔

피언십의 공식 라이선스 협약으로 탄생한 '디 오픈 컬렉션'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레노마 

골프는 지난달 31일부

터 이달 1일까지 본사 1

층에 마련된 전시장에

서 업계 관계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디 오픈 

컬렉션' 컨벤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레노마 골프 '디 오픈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

장 유구한 역사와 권위 

있는 대회인 디 오픈 

챔피언십과 함께 진행

한 콜라보레이션 라인

이다.

디 오픈 챔피언십의 

권위와 품격을 레노마

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에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스페셜 퍼포

먼스 제품으로 구성해 초도 36개 모델로 전국 14개 매장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활동적인 골프 라이프를 추구하는 30~40대의 젊은 골퍼를 타깃으로 클

래식한 디자인과 캐주얼한 감성이 크로스오버 된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구성됐으며, 젊은 골퍼를 타겟으로 하는 만큼 온라인에서도 디 오픈 컬렉

션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

레노마 골프 관계자는 "레노마는 디 오픈과의 협업을 통해 레노마의 아이

텐디디와 디 오픈만의 헤리티지를 담은 이번 컬렉션과 함께 다양한 굿즈

도 선보일 예정이다"라며 "디 오픈 컬렉션과 굿즈를 통해 국내 골퍼들에게 

디 오픈의 감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 오픈의 정서와 역사

를 고객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레노마 골프는 올 해 상위권에 포진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퍼

포먼스 브랜드로의 이미지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팀 레노마 소속 프로들과 함께 한 골프채널 프로그램 제작지

원과 골프 매거진 화보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레노마만의 골

프 아이덴티티를 구축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ews & News

1879 몬테밀라노 골프대회 유종만·이현자 씨 남녀부 우승

프리미엄 국산 골프클럽 브랜드 1879골프(회장 이동현)와 스포츠동아가 공

동 주최하는 ‘1879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 몬테밀라노 골프대회’가 

지난 4월 5일 강원 원주시 센추리21CC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160여 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한 가운데 순차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

된 이날 대회 메달리스트(스트로크) 남자부 부문에서는 유종만 씨(66타)가, 

여자부 부문에서는 이현자 씨(73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 준우

승은 김승오 씨(68타), 여자부 준우승은 이지화 씨(74타)에게 돌아갔다. 신

페리오 방식으로 펼쳐진 단체전에서는 정규은 팀(71.3타)과 박지은 팀(71.4

타)이 우승과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1879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 골프 대

회는 센추리21CC를 비롯해 뉴서울CC(경기 

광주), 군산CC, 골프클럽Q(안성), 아라미르

CC(창원), 포도CC(김천) 등 전국 6개 골프

장에서 순차적으로 총 50회에 걸쳐 진행

된다. 다음 대회는 20일 아라미르CC에서 

열린다. 대회 참가 문의 및 신청은 공식홈

페이지 1879골프 공식몰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8만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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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CC, 故 송인석 작가 세계 골프장 풍경 유작 전시…

판매대금 전액 기부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무명화가의 유화작품 전시회가 지난달 27

일부터 고창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다.

고창컨트리클럽(고창CC)를 운영중인 박창열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 회

장은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찾는 내방객을 위한 유화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전시작품은 故 송인석 작가의 유작 143점 중 일부로, 작가는 칠순인 지난 

2006년부터 15년 동안 전세계 유명 골프장을 소재로 총 200여점의 유화작

품을 남겼으며 2016년에는 개인 전시회에서 120점을 선보인 바 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달 유작 중 143점을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기증했다.

이에 따라 박창열 회장은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있는 자신의 소장품 갤러

리에 그림 143점을 보관하고, 현재 40점의 작품을 전시 중에 있다. 작품의 

최고가는 100만원, 최저가는 20만원이다.

박창열 회장은 "고인은 독학으로 그림을 배워 골프장 풍경만을 그린 늦깍

이 화가로 유족들이 많은 작품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증을 한 것

으로 알고 있다"라며 "좋은 골프장 풍경 작품을 골퍼들과 공유하고 유족의 

뜻대로 작품판매 대금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전

했다.

News & News

미즈노골프 어패럴, 인스타그램 AR 필터 '미즈노윙윙' 출시…

경품 이벤트 진행

미즈노골프 어패럴이 영 골퍼

들을 비롯한 소비자와의 소통

을 위한 SNS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미즈노골프 어패럴은 인스타그

램을 활용한 AR 필터를 출시하

고 이와함께 이벤트도 진행한

다고 지난 4월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미즈노골프 어

패럴의 인스타그램 필터는 '필

드 위에 곡선을 그리다' 라는 

브랜드 슬로건에서 착안했다.

스윙과 그리다를 뜻하는 드로윙(drawing)의 끝 글자를 따서 필수 해시태그

와 이벤트 명칭을 '미즈노윙윙'으로 결정됐다. 스윙한 공이 곡선을 그리며 

우주까지 뻗어 나가는 이미지를 상상해 전체적인 배경은 우주로 그리고 

미즈노 로고가 별처럼 쏟아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또한 공의 궤적을 상징

하는 듯한 임팩트 있는 효과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해당 인스타그램 AR 

필터를 활용해 피드를 업로드하는 이벤트로, 미즈노골프 어패럴의 공식 인

스타그램 팔로우 후 계정 아이디 아래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누르고 필터

를 적용한 피드를 업로드 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업로드 시 미즈노골프 어패럴의 계정 태그와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를 작

성해야 하며, 친구 소환 시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 발표는 5월 7일에 미즈노골프 어패럴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표된다. 총 140명의 당첨 인원을 선정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

하며 △1등 10명에게는 미즈노골프 어패럴 의류 상품권 20만원권 △2등 10

명에게는 가죽 파우치 △3등 20명에게는 남녀 팔토시가 증정된다. 또한 4

등 1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박세리의 '내일은 영웅' 본선 첫방송…

국내 첫 골프 오디션

LG유플러스는 2일 ‘U+골프’ 앱과 자회사 미디

어로그를 통해 론칭한 더라이프(theLIFE) 채널에

서 오리지널 프로그램 ‘박세리의 내일은 영웅: 

꿈을 향해 스윙하라’의 본선 대결을 첫 방송한

다고 밝혔다.

한국 여자 골프 사상 최고의 선수였던 박세리 

감독을 비롯해 국내 최장수 골프 해설가 김재

열 해설위원, 김주형 프로, 오상진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이끈다.

‘내일은 영웅’ 더라이프 유튜브 채널 누적 조

회수는 최근 2개월 여 만에 500만회, 시청 시간

은 30만 시간을 달성했고, 클립당 최고 조회수

는 60만회를 돌파할 정도로 화제성을 일으키며 

본선 오디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10대 참가자들의 킬링샷 클립은 최고 조

회수를 기록했고, 의족골퍼로 참가한 한정원 선

수도 조회수 30만회에 육박할 정도로 주목 받

고 있다.

‘내일은 영웅’을 제작한 구태형 미디어로그 PP

사업부장은 “골프 레전드 박세리 감독과 함께 

기획한 국내 최초 골프 오디션 프로그램인 ‘내

일은 영웅’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많은 시

청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제2의 박

세리를 꿈꾸는 본선 참가자들의 성장하는 모습

을 통해 감동과 즐거움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선 첫 회 에서는 3개월 간의 훈련을 거치고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16강 결정전이 펼쳐

진다. 기존의 골프 경기 방식인 개인 플레이와

는 차별화된 팀플레이를 통해 ’내일은 영웅’만

의 경기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상천외한 

미션들과 박세리 감독의 특별한 레슨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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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미국 골프매체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베스트 시뮬레이터’ 부문 5년 연속 선정

골프존이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베스트 시뮬레

이터’ 부문에 5년 연속 선정됐다.

골프다이제스트가 최근 발표한 ‘에디터스 초이스’ 시스템·장비 부문에

서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는 ‘베스트 골프 시뮬레이터’로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골프다이제스트는 해마다 골프 관련 서비스와 제품 부문에서 수

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골프존 시뮬레이터가 스윙과 

임팩트, 스핀을 정확히 감지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또 

250여 개 골프 코스 서비스와 다양한 연습 코스, 게임 모드 등 골프를 더 

쉽고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덕형 골

프존 대표이사는 “골프존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시 입증하

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한발 앞선 서비스로 글로

벌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시장을 선도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골프 IT 전문기업 ㈜브이씨가 연습 전용 시뮬레이터를 저렴한 가격

에 출시하는 등 골프 시뮬레이터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하리라 전망된다.

KLPGA 이효린, 서니사이드업·청담 쥬넥스 의원과 

후원 계약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선수 이효린(24, 신협)이 화장품 업체 서니사이

드업, 피부과 전문 청담 쥬넥스 의원의 후원 계약을 맺었다.

이번 후원으로 이효린은 앞으로 1년간 에이프릴 27 화장품 지원과 청담 

쥬넥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와 미용 관리 서비스 받는다.

국가대표 출신 이효린은 2018년 BC카드 한경 레이디스컵 준우승, 2019년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4위 등을 기록했다.

이효린은 조인식에서 “후원에 감사드리며 경기에서 성적으로 보답해 드

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디다스골프, 친환경 골프웨어로...'

지속가능성 캠페인' 전개

글로벌 골프웨어 브랜드 아디다스골프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캠페인'

을 전개한다.

아디다스골프는 '프라임그린' 기술로 제품의 89%를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 

플라스틱 폐기물 근절을 돕고, 2024년부터는 전 제품에 100% 재활용 소

재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프라임그린은 최소 40%의 재활용 원료를 함

유하고 있는 고기능 재활용 소재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보이

는 프라임그린 컬렉션 제품은 

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골퍼들

이 필드, 일상 등에서 다목적으

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프라임그린 컬렉션의 메인 제품

은 '고-투 폴로(Go-To Polo)'다. 

촉감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탁

월해 단추를 완전히 잠근 상태

에서도 원래의 형태를 잃지 않

으면서 티셔츠처럼 머리를 집

어 넣어 손쉽게 착용할 수 있다. 

한 UV 50+의 자외선 차단 기능

을 제공해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여성용 

고-투 폴로'는 반팔과 민소매 두 가지 옵션으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

도록 앞을 튼 오픈 플래킷 구조가 돋보이며 사이드 슬릿을 더해 편안함

을 더했다. 이외에도 5 포켓 팬츠와 쇼츠, 스커트, 우먼스 컬러팩21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아디다스골프의 어패럴 담당 글로벌 디렉터 션 매디건은 “프라임그린 컬

렉션은 골프 패션에 아주 큰 긍정적인 진전이다. 골퍼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필드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환경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까지 준다는 점은 대단한 일이다”라며 

새로운 컬렉션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아디다스골프 SS21어패럴 라인에서도 프라임그린 친환경 제품과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엑스골프, 골프 아카데미 '쇼골프 퍼포먼스 센터' 운영

골프 예약 서비스 회사 엑스골프(XGOLF)

가 '쇼골프 퍼포먼스 센터' 골프 아카데미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쇼골프 퍼포먼스 센터는 첨단 기기를 활

용한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

춘 골프 아카데미로 쇼골프타운/엑스골프 

연습장 김포공항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쇼골프 퍼포먼스 센터 전용 타석에서 진

행되는 교습과 인근 골프장에서 이뤄지는 

필드 레슨, 전문 스윙 분석 기기를 활용한 

교육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투어 프로 4명이 골퍼들을 위한 코스 공략 

및 분석 전략 방법 등을 가르친다.

News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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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골프공 메이커의 승부수 "나만의 딤플로"

골프공 표면에 파인 작은 홈이다. 공기 저항을 감소시켜 비거리를 증가시키

는 역할을 한다. 골프공 제조사들이 코어와 함께 딤플 연구에 힘을 쏟는 이

유다. 개수는 브랜드에 따라 200~500개 이상으로 다양하다. 올해는 특히 

딤플과 관련된 신제품이 쏟아져 주목받고 있다. 선두 주자는 ‘넘버 1’ 골프

공 타이틀리스트, 대표 모델 뉴 프로v1과 프로v1x(New Pro V1과 Pro V1x)를 

야심차게 업그레이드했다.

2011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딤플 패턴 디자인을 채용했다. 

공기역학적 신기술이다. 다양한 사이즈가 골프공 표면 커버리지를 한층 촘

촘하게 만들고, 긴 비거리와 일관된 비행으로 이어진다. 프로v1 388개, 프로

v1x는 348개 4면체 딤플이다. 프로v1은 스피드와 스핀력, 타구감이 뛰어나

고, 프로v1x는 최적의 비행과 함께 ‘드롭-앤-스톱’ 컨트롤 능력에 더 초점

을 맞췄다.

테일러메이드는 투어 플라이트 딤플 패턴(Tour Flight Dimple Pattern)이다. 

2021형 TP5와 TP5x에 적용했다. "새로운 차원의 공기역학과 비거리를 달성

했다"는 제조사 측 자랑이다. 새로운 딤플 디자인은 볼의 비행시간을 더 오

랫동안 유지시킨다. 4개 층과 이를 둘러싼 캐스트 우레탄 커버 구조로 거리

와 스핀을 최적화한다. 더스틴 존슨(미국)과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사

용하고 있다.

스릭슨 뉴 Z-STAR, Z-STAR XV는 공기역학적 설계 ‘338 스피드 딤플 패턴’

이다. 항력계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했고, 다양한 딤플 사이즈와 조합해 강력

한 비행능력을 과시한다. 강한 맞바람에도 직진성이 뛰어나다. 브리지스톤

골프 e12 Contact ‘컨택트 포스 딤플’은 딤플 중앙에 위치한 돌기가 클럽에 

닿는 면적을 38% 늘려 더 많은 마찰로 헛도는 현상을 방지한다.

가민, 골프용 스마트워치 ‘어프로치 S42’ 출시

스마트 기기 업체 가민이 세련된 디자인에 다양한 골프 기능을 갖춘 골퍼

용 GPS 스마트워치 ‘어프로치 S42(Approach S42)’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43g의 가벼운 무게로 제작된 어프로치 S4는 가독성이 우수한 1.2인치 컬

러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다크 그레이, 실버, 로즈골드 세가

지 모델로 캐주얼한 데일리용 스마트워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을 위한 로즈골드 베젤에는 베이지 색상의 밴드를 매치해세련된 스타일을 

완성 시켜준다.

GPS를 내장하고 있어 골퍼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그린의 앞뒤 및 중

간까지의 거리 ▲해저드까지의 거리 ▲도그렉 ▲레이업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시계 화면에서 각 그린의 실제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린 뷰(Green View)’ 기능을 지원해 한층 전략적으로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골퍼의 샷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기록해주는 ‘오토샷(AutoShot)’ 기능을 지

원해 골프 라운드 분석 시에도 유용하다.

전 세계 42,000여개 이상의 코스 정보를 제공해주는 덕분에 국내는 물론 

해외 라운딩에서도 어프로치 S42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다.

가민 코리아 세일즈 마케팅 총괄 조정호 부장은 “어프로치 S42는 골퍼가 

그린 위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골프 기능을 지원한

다.”라고 말하며 “스타일리쉬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을 모두 갖춘 어프

로치 S42는 골프를 막 시작한 ‘골린이’나 세련된 라운딩을즐기고 싶은 여

성 골퍼를 위한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프로치 S42는 4월 19일부터 한 달간 골프존(Golfzon) 오프라인 및 온

라인 몰에서 단독 판매된다.

스릭슨, 투톤 반구 색깔 골프볼 출시…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두가지 색깔이 칠해진 골프공을 선보였다. 두가지 색

깔이 반구씩 칠해져 있어 퍼트, 샷 등을 구사하기 전에 공과 샷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내놓은 제품은 ‘스릭슨 Z-STAR DIVIDE’다. 흰색과 노

란색을 반반씩 결합한 색조합이다. 기존 스릭슨 Z-STAR의 스핀스킨, 커버, 

코어 기술을 똑같이 적용했다.

두가지 색깔 경계선이 퍼팅라인을 대신할 수 있다. 임팩트 후 두개 컬러가 

회전을 하면서 스윙 스피드에 따라 볼 회전속도,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정교한 숏게임도 구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던롭스포츠코리아측 설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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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넥스, '여성용 골프클럽' 
뉴 이존 엘리트 출시

요넥스가 2021년 신제품 뉴 이존 엘리트

(NEW EZONE ELITE) 클럽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뉴 이존 엘리트 클럽은 여

성 골퍼를 타겟으로 골프에 입문하는 초

보 여성 골퍼들이 쉽고 편하게 골프를 배

울 수 있도록 제작된 클럽이다. 뉴 이존 

엘리트는 드라이버, 우드, 유틸, 아이언, 

퍼터 구성으로 옥타포스 구조를 적용시

켜 저중심 고반발화를 구현했다. 특히 드

라이버의 경우, 세로 연마 기술을 적용해 

임팩트 시 볼의 스핀 축의 기울기를 적게

해 방향성을 높이고 비거리를 향상시켰다. 

또, 기존 엘리트 제품보다 무게를 16g을 

줄이며(드라이버 기준), 가볍고 부드러운 

타구감을 선사해 근력이 부족한 여성들에

게 헤드 스피드를 상승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냈다.

요넥스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남

성 고객들은 여러 브랜드에서 마음에 드

는 클럽을 하나씩 구매를 하는 반면, 여성 

고객들은 동일한 브랜드에서 클럽을 셋

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착안

해 여성용 풀세트 클럽을 런칭했다"고 밝

혔다. 요넥스코리아 측은 최근 골프시장에 

여성 골퍼 입문자들이 많이 늘어나 소비

자들이 조금 더 쉽게 골프에 접근하고 비

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캐디백 패키지

도 같이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 Equipment

미즈노, 블루 헤드의 '엠 크래프트 말렛 퍼터' 출시

한국미즈노가 정확성과 안정감은 물론, 부드러운 타구감까지 전달하는 

2021년 신제품 ‘엠 크래프트 말렛(M Craft Mallet) 퍼터'를 선보인다.

이 퍼터는 CNC 밀링 공법으로 헤드 페이스를 깊고 정교하게 밀링하는 '딥 

페이스 밀링'을 적용하였다. 또한 1025 탄소강 소재를 헤드에 채용, 볼이 

정확한 방향으로 구를 수 있도록 컴팩트하면서도 샤프한 헤드 형상을 구

현한 것이 특징이다.

헤드 무게는 371g으로 최적의 무게 밸런스를 완성했다. 이에 따라 향상된 

관성모멘트는 물론이고 미즈노 브랜드 고유의 타구음과 부드러운 타구감

을 경험할 수 있다. 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인 스트로크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골퍼가 헤드 무게를 직접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전용 웨이트 키

트를 별도 판매하여 헤드의 무게를 구성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단조 헤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골퍼의 스윙 타입과 니즈에 

따라 라이각 조정이 가능하다.

제품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미즈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블루 컬러를 제품 전면에 도입했다. 퍼터 최초로 블루 컬러를 헤드에 적용

하므로써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한 것이 돋보인다. 권장 소

비자가격은 49만원.

엘르골프, 골프화 G101 출시...'착화감 자신'

엘르골프에서 신제품 골프화 G101를 출시했다.

가볍고 쿠션감이 탁월한 파이론 소재의 초경량 아웃솔을 적용, 100g의 가

벼운 무게에 한국인의 발에 가장 최적화된 볼 사이즈 밸런스를 느낄 수 있

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다이얼식 사이즈 조절로 착화감을 높였고, 스포티한 

펀칭 타공으로 통기성을 확보했다. 뒤축에는 내부 쿠션 소재를 보강해 슬

림하면서 안정된 착용감으로 발의 피로도를 덜어준다.

G101는 지면과의 접지력을 높여주는 스파이크 모델이다. 챔프 사의 슬림락 

스파이크와 너트 전용 렌치로 교체가 가능하다. 바닥 면에 러버를 부분적

으로 사용해 무게는 줄이고 편안한 쿠션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남성용, 여성용으로 출시됐다.

엘르골프 담당자는 "엘르골프의 기술로 탄생한 G101 골프화는 착화감에 강

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심플한 디자인에 기능성까지 두루 갖춰 18홀 

내내 골퍼의 발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르골프는 한국프로골프(KPGA) 김태훈(36, 비즈플레이)과 한국여자

프로골프(KLPGA) 임희정(21, 한국토지신탁)을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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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클럽 분실 방지… 캐디백 안에 미니 캐디백

캐디 없이 라운드할 때 

클럽을 잃어버리는 경우

가 종종 생긴다. 국내에

서도 캐디 없는 골프장이 

늘어 나면서 이런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다.

캐디백 속에 또 하나의 

미니 캐디백이 들어 있는 

'PGA TOUR 듀얼백'은 이

런 골퍼들의 고민을 해결

하기 위해 제작한 아이디

어 제품이다. 이 듀얼 캐

디백은 PGA TOUR 브랜

드를 가진 가죽 전문기업 

구미어패럴(대표이사 조

주용)이 특허를 냈다. 캐

디백의 크기는 종전 제품과 다르지 않고, 캐디백 안에 미니 캐디백이 들어

가도록 설계했다.

캐디백 구매자가 원하는 이니셜 자수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름과 연

락처를 새긴 PGA투어 우드 네임택을 제공한다. 가죽으로 제작한 헤드 커버

는 대한골프협회(KGA) 국가대표 공식 헤드커버다.

휴대용 론치모니터 '보이스캐디 SC300i' 출시

골프 IT 전문 기업 브이씨의 대표 브랜드 보이스캐디가 더 정확해진 휴대용 

론치 모니터 '보이스캐디 SC300i'(사진)를 출시했다.

보이스캐디의 휴대용 론치모니터 스윙캐디 시리즈는 수년전부터 미국 골퍼

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휴대성이 좋고 사용

하기 편리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보이스캐디 SC300i는 

기존 제품에 데이터 측정 능력을 고도화시켜 한층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

고, '마이스윙캐디' 앱에서 스윙 영상 분석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SC300i는 듀얼 안테나와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빠르게 클럽과 볼을 추

적하고, 정확하게 샷 데이터를 기록한다. 여기에 기압과 온도까지 계산하는 

보이스캐디만의 알고리즘으로 더욱 정교한 값을 산출한다. 콤팩트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비결이다.

보이스캐디 측은 "샷이 결과라면 스윙은 원인으로, 원인을 잡지 못하면 결과

는 늘 똑같을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스윙도 보고 이를 분석해 새로운 골프

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새롭게 영상 기능도 추가했다"고 전했다.

캘러웨이골프, 폭발적 비거리의
 ‘크롬소프트 X LS’ 골프볼을 출시

이 볼은 캘러웨이가 비거리 향상과 공격적인 핀 공략을 원하는 투어 프로

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특별히 개발했다. LS는 로우 스핀(Low Spin)의 약자

이며 크롬소프트 X보다 낮은 스핀을 제공하는 버전이다.

기존 크롬소프트 X에서 검증된 빠른 볼 스피드를 그대로 계승한 동시에, 

보다 낮은 스핀을 발생시켜 폭발적인 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투어 프로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만든 볼로, 파워풀한 스윙을 

구사하는 골퍼에게 제격이다.

크롬소프트 X LS는 볼 스피드를 높여주는 소프트 패스트 코어, 듀얼 맨틀 

시스템, 우레탄 커버의 4피스 구조로 크롬소프트 X와 동일하게 설계되었지

만 다소 부드럽고 크게 디자인되었다.

듀얼 맨틀은 전략적으로 

두께를 조정하여 티샷에

서는 낮은 스핀으로 높은 

볼 스피드를 제공하며, 쇼

트 게임에서는 낮은 탄도

로 많은 스핀을 낼 수 있

다. 색상은 일반 화이트와 

트리플 트랙이 적용된 화

이트 2가지다. 권장 소비

자가격은 8만5000원.

던롭, 고반발클럽 NEW ‘젝시오 프라임 로얄에디션’ 출시

던롭스포츠코리아㈜(이하 던롭)가 고반발 클럽 NEW ‘젝시오 프라임 로얄

에디션’을 출시했다.

NEW ‘젝시오 프라임 로얄에디션’은 헤드 뿐 아니라 샤프트와 그립까지 최

대 비거리 고반발 매커니즘을 적용했다. 던롭에서 자체 개발 생산하는 초

경량 샤프트는 강도를 유지하면서 클럽 헤드의 무게를 최대로 느낄 수 있

어 가볍고 더 빠른 스윙을 만들어 낸다.

여기에 새롭게 적용된 웨이트플러스 기술은 그립 끝 쪽에 무게를 더해 이

상적인 파워포지션과 안정적인 스윙 궤도로 스퀘어한 임팩트를 실현한다.

또한 클럽 헤드의 페이스 디자인, 솔의 뱃지와 그립 엔드캡의 골드 장식 등 

소재와 디자인의 고급감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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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quipment

'웨지 명가' 클리브랜드골프 RTX 딥 포지드 상륙

웨지 명가 클리브랜드가 RTX ZIPCORE 단조 버전인 RTX DEEP FORGED를 

출시한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19개의 그루브로 더 강한 스핀과 단조의 

부드러운 타구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RTX 딥 포지드 웨지는 지난 9월부터 웨지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집코어의 

단조 버전이다. 집코어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타구감과 관용

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 받는다.

딥 포지드 웨지는 계절 변화와 잔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코스에 능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S20C 연철 단조로 페이스를 만들어 임

팩트 순간 볼이 페이스에 달라붙는 듯한 타구감을 선사한다. 기존 모델보

다 솔 너비를 1.5㎜ 확대하고 타점 부분을 두껍게 설계해 트러블 상황에서

도 헤드가 잔디를 쉽게 빠져나오게 만들었다. 골퍼들이 높은 관용성을 체

감할 수 있는 설계다.

스윗스폿도 기존 모델과 비교해 더 커져 볼이 다양한 높이의 라이에서도 

일관성 있는 어프로치를 가능하게 했다. 19개 그루브는 한층 정교한 레이

저 밀링으로 페이스 표면으로 거칠게 가공해 마찰력을 극대화했다. 집코어 

웨지가 보유한 스핀 기술력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의미다.

RTX 딥 포지드 웨지는 48, 50, 52, 54, 56, 58, 60도 등 7가지 로프트와 다

이나믹 골드 S200, N.S, 프로 950S 샤프트가 기본으로 장착돼 사용자의 스

윙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딥포지드 웨지를 구매하면 전

용 헤드커버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전국 클리브랜드 골프 용품 취급점에

서 진행한다.

‘리디아 고의 퍼터 샤프트’ 스태빌리티 샤프트, 
㈜카네에서 공식 수입한다

글로벌 골프브랜드 PXG, 부쉬넬, 슈퍼스트로크 등의 국내 공식수입원인 ㈜

카네(회장 신재호)가 스태빌리티 샤프트 브랜드 본사인 BGT와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제품 출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태빌리티 샤프트는 BGT 설립자인 바니 아담스를 통해 탄생했다. BGT는 

최첨단 시설에서 우수하고 정밀한 퍼터 샤프트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고, 수 년간 혁신적인 퍼터 샤프트 연구 개발에 집중한 끝에 

스태빌리티 제품을 탄생시켰다. BGT는 “이전에 한번도 퍼터 샤프트에 사용

된 적이 없었던 구조의 과학적인 소재와 진보된 디자인을 제품에 적용했

다. 일반적인 스틸 퍼터 샤프트보다 독특한 외관을 지녔으며 견고하고 소

프트한 타구감을 선사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스태빌리티 퍼터 샤프트의 핵심 기술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제

품 소재는 8겹의 카본 파이버 소재가 층을 이루고 있어 이로 인해 토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No-taper(노테이퍼)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FEA(Finite 

Element Analysis) 분석 방법을 통해 22g의 경량 알루미늄 인서트를 개발하

여 샤프트 굴곡이 최소화되도록 제품을 제작했다. 그리고 퍼터 샤프트 커

넥터는 7075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 거의 모든 퍼터의 팁 직경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내구성을 들어볼 수 있다. 일

정한 두께를 가진 스태빌리티 샤프트는 크롬 도금과 추가 안료를 사용하

여 녹과 부식에 매우 강하다. 

스태빌리티 샤프트는 현재 전 세계 투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는 LPGA 리디아 고 선수가 스태빌리티 퍼터 샤프트를 사용 중이다. 유수

의 투어 프로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미 제품에 대한 인

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인증되지 않은 온/오프라인 판매

처를 통해 가품 또는 유사품이 성행하고 있어, 공식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권장한다고 공식수입원은 전했다.

 '스탠스미스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글로벌 골프웨어 브랜드 아디다스골프(대표이사 폴 파이)가 전설의 테니스 

선수인 스탠스미스의 테니스화를 골프화로 재탄생시킨 '스탠스미스 골프 리

미티드 에디션(STAN SMITH GOLF LIMITED EDITION)'을 출시한다.

아디다스골프는 테니스화를 시작으

로 코트 정복 후, 현재는 클래식 스니

커즈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스

탠스미스를 2021년 첫 메이저 대회를 

기념하여 골프 코스에서 선보인다.  

전 테니스 선수 스탠스미스(STAN 

SMIITH)는 "수년간 이 신발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보아 온 나에게는 스탠스미스가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제작되고 골프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 신발을 신고, 새로운 스타일의 골프화가 코

스를 누비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라며 제품에 대한 기대

감을 나타냈다.

독특한 그린 컬러가 인상적인 '스탠스미스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은 스포츠

와 스타일을 초월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즐기고 싶어 하는 골퍼에게 안성

맞춤이다.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스탠스미

스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은 오는 

4월 8일부터 아디다스 공식 온라

인스토어와 아디다스골프 청담 

직영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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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Focus / 회원권 소식

봄시즌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회원권시세는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대비 회원권시세가  많이 올라 차

액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매도물량을 실매수가 소화를 못

하고 있어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회원권종류

에 따라 시세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회원권매매시 시

세체크는 정확히 해봐야 할 것이다.

초고가대 회원권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트밸리, 남

촌, 남부등 매물이 부족해 상승세를 보이던 회원권도 매수가 

없어 호가하락한 모습이고, 최근 회원혜택이 변동되며 매물

이 부족해 상승하던 렉스필드CC도 소폭하락하며 거래되고 

있다.

 

고가대 회원권은 약보합세를 보이며 화산, 신원등 매물이 나

오고 있고, 매수문의가 줄어든 상황이다. 강북권의 서울, 한

비전회원권거래소 

조  홍  기 차장

당분간 회원권종류에 따라 시세변동 있을 것…

양CC는 매입절차 및 혜택 변경으로 인해 매수가 관망세로 돌

아서며 약보합세를 보이고, 서원밸리CC만이 매물이 부족해 

호가상승 했으며, 송추CC는 최근 개인입회가 불가하며 법인

매입만 가능해 당분간 시세추이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중가대 회원권도 약세다. 뉴서울, 기흥, 팔팔CC등 매물이 쌓

이고 있다. 매도,매수간 호가 차이가 크며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일, 수원CC도 실매수 찾기가 힘들고 호가 하락

했다. 매물이 부족하던 뉴코리아, 레이크우드등 강북권회원

권은 보합세를 보이고, 용인권의 뉴스프링빌과 비에이비스타

CC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저가대 회원권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용인권의 플라자, 한

원CC는 매물이 쌓이고 있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리베라, 여

주, 이포, 스카이밸리CC 는 매물이 부족해 소폭상승한 모습

니다. 최근 주중회원권으로 이용가능한 골프장이 줄어들면

서, 저렴한 주말회원권 (정회원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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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명 홀수 전월시세 현재시세 등락
수도권 / 충청권

가평베네스트 27 79,000 83,000 ▲ 4,000 

강남300(分 10,000) 18  8,000  8,300 ▲ 300 

강남300 주중가족 18  3,000  3,000  

골드 36  7,300  7,100 ▼ -200 

골드주주 36 28,500 28,500  

골든비치 27  9,000  9,000  

광릉한림(分 9,000) 18  5,400  5,100 ▼ -300 

그랜드 27  5,100  5,300 ▲ 200 

그린힐(分 11,000) 18 10,500 10,800 ▲ 300 

그린힐 주중 개인 18  2,300  2,400 ▲ 100 

금강 18  11,000  10,100 ▼ -900 

기흥 36 23,800 23,800  

김포시사이드 18 13,000  12,600 ▼ -400 

남부 18 140,000 140,000  

남서울 18 23,300 24,000 ▲ 700 

남촌 18 118,000 120,000 ▲ 2,000 

뉴서울 36 27,600 27,000 ▼ -600 

뉴코리아 18 17,500  16,200 ▼ -1,300 

에이치원(구 덕평) 18  5,100  4,850 ▼ -250 

도고 18  2,900  2,900  

라데나 27 10,200  11,000 ▲ 800 

레이크사이드 법인(반구좌) 18 95,000 100,000 ▲ 5,000 

레이크우드 일반 27  7,900  8,000 ▲ 100 

레이크우드 분담금(3천) 27 15,000  15,500 ▲ 500 

레이크힐스 골프텔 27  -  - -

렉스필드(分 50,000) 27 77,000 80,000 ▲ 3,000 

리베라 36  3,500  3,500  

청평마이다스(分 21,000) 18 36,000 37,000 ▲ 1,000 

발리오스(구 발안) 18 14,300  14,300  

블루헤런 18 18,400 18,000 ▼ -400 

블루원용인(구 태영) 18 25,000 24,000 ▼ -1,000 

비에이비스타(分 5,000) 36  5,100  5,200 ▲ 100 

비전힐스 18 94,000 95,000 ▲ 1,000 

스타(구 상떼힐) 18  -  - -

서서울 18  9,500  9,500  

서서울주중 18  3,100  3,100  

서울 36 49,500 49,500  

서원밸리(分 13,000) 18 36,000 35,000 ▼ -1,000 

세종에머슨(分 5,700) 27  6,500  6,300 ▼ -200 

센추리21(分 10,000) 기명 18 10,200  10,200  

솔모로 36  8,600  8,300 ▼ -300 

송추 18 51,000 56,000 ▲ 5,000 

수원입회 36 17,200  16,800 ▼ -400 

수원주주 37 17,400  16,800 ▼ -600 

스카이밸리(分 2,500) 27  3,050  3,200 ▲ 150 

시그너스(分 9,000) 27  7,500  7,500  

신안(分 15,000) 18 13,500 14,000 ▲ 500 

신안 주중 개인 18  1,700  1,800 ▲ 100 

신원 27 70,000 67,000 ▼ -3,000 

실크리버(分 8,700) 18  8,400  8,400  

썬밸리(分 25,000) 18 28,000 27,500 ▼ -500 

썬힐 18  7,000  7,000  

아난티클럽서울 27 13,000 13,000  

아시아나 주중 개인(分 2,000) 36  8,600  8,100 ▼ -500 

아시아나 주중 가족(分 3,000) 36  11,000 10,600 ▼ -400 

아시아나 일반 36 52,500 53,000 ▲ 500 

아트밸리 27  9,000  9,000  

안성 18  5,700  5,800 ▲ 100 

안성베네스트 일반 27 13,500 14,000 ▲ 500 

안성베네스트 주중 27  6,000  6,000  

양주 18  9,200  8,900 ▼ -300 

에딘버러 18 9,800 9,800  

에머슨 개인 27  2,400  2,400  

에머슨 가족 27  3,300  3,200 ▼ -100 

엘리시안강촌 27 10,500 10,500  

여주 주식 27  5,400  5,400  

오크밸리(分 15,000) 36 15,300 15,300  

오크힐스 18  8,150  8,200 ▲ 50 

용평(1,2차) 36 17,200  17,200  

우정힐스 18 30,500 32,000 ▲ 1,500 

유성 18  3,850  4,000 ▲ 150 

골프장명 홀수 전월시세 현재시세 등락
수도권 / 충청권

은화삼(分 16,000) 18 16,000 17,000 ▲ 1,000 

이스트밸리 27 158,000 155,000 ▼ -3,000 

이포 18  4,150  4,050 ▼ -100 
이포주중 18  3,000  3,000  
인천국제 18  9,000  8,900 ▼ -100 
임페리얼레이크 18  650  600 ▼ -50 
자유 18 13,900  14,100 ▲ 200 
제일 27 19,300 19,600 ▲ 300 

중부 18 12,200 12,800 ▲ 600 
지산(分 4,200) 27 27,000 27,500 ▲ 500 
지산 주중 27  9,700 10,000 ▲ 300 
천룡 27 21,500 20,500 ▼ -1,000 

캐슬렉스 일반 18 5,600 5,600  
캐슬렉스 분담금 개인 18 7,600 7,100 ▼ -500 
캐슬렉스 분담금 가족 18 8,600 8,600  
코리아 주주 18 25,000 28,000 ▲ 3,000 
코리아 일반 18 13,500 13,000 ▼ -500 
크리스탈밸리(分 20,000) 18 21,500 21,500  
태광 27 14,200 13,300 ▼ -900 

티클라우드(分 20,000) 18 20,000 21,000 ▲ 1,000 
파인밸리 가족 18 5,600 5,400 ▼ -200 
파인밸리 개인 18 3,600 3,800 ▲ 200 
파인크리크 18 12,000 12,300 ▲ 300 
88 36 21,500 21,800 ▲ 300 

포천아도니스(分 17,000) 27 19,000 19,000  

프리스틴밸리(分 17,000) 18 26,000 30,000 ▲ 4,000 
프리스틴밸리주중 18 6,500 6,500  
플라자설악 18 4,200 4,200  
플라자용인 36 6,200 6,200  
플라자용인 주중 36 4,000 3,900 ▼ -100 
한성 27 9,600 9,600  

한양 36 26,500 25,500 ▼ -1,000 

한원 27 5,300 5,150 ▼ -150 
화산(分 18,500) 18 67,500 72,000 ▲ 4,500 

영·호남 / 제주권

가야 36 11,500 11,500  

경주신라 주주 36 14,000 14,200 ▲ 200 

광주 27 5,200 5,300 ▲ 100 

광주 우대(分 10,000) 27 12,000 12,000  

화순엘리체 18 2,300 2,400 ▲ 100 

*노벨 27 12,500 12,500  

대구 27 15,000 15,300 ▲ 300 

동래베네스트 18 15,000 15,000  

동부산(分 14,000) 27 27,000 28,500 ▲ 1,500 

마우나오션(分 7,500) 18 8,700 9,500 ▲ 800 

무주덕유산 18 8,500 8,800 ▲ 300 

보라 27 53,000 55,000 ▲ 2,000 

부산 18 27,000 30,000 ▲ 3,000 
사이프러스 27 5,000 5,000  

상떼힐 익산 18 500 500  

선산 18 9,000 9,200 ▲ 200 

승주 27 10,700 10,700  

아시아드 27 40,000 10,500 ▼ -29,500 

에이원 27 31,000 32,500 ▲ 1,500 

오라 36 8,100 8,500 ▲ 400 
*오션뷰 27 16,000 16,000  

*오션힐스 포항 27 10,000 10,000  
용원 27 7,900 8,000 ▲ 100 

울산 27 17,500 18,200 ▲ 700 

정산 27 38,000 40,000 ▲ 2,000 
제주 18 1,200 1,200  
진주 18 6,500 6,500  

창원 18 12,700 13,300 ▲ 600 

캐슬렉스제주 18 2,800 2,900 ▲ 100 
크라운 27 4,000 4,200 ▲ 200 

통도파인이스트 36 8,800 8,800  

파미힐스 18 20,000 23,000 ▲ 3,000 

팔공 18 6,900 8,000 ▲ 1,100 

핀크스 1차 18 24,000 27,000 ▲ 3,000 

해운대 27 12,500 12,500  

화순(구 클럽900) 27 5,800 6,100 ▲ 300 

이달의 회원권 시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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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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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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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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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ly magazine since 1985

www.pargolfntrav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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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사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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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정기구독 

\120,000
애니골프장갑 증정

3년 정기구독 

\320,000
잔디로 골프화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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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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