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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보고 

 

섬머컵(Summer Cup)을 수상한 믹 머피 회원과 홀로이드 상패(Holroyd shield)를 수상한 테리 헐

리 회원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아래에 있습니다. 테리 헐리 회원은 케리 위트비 선수와 

오리지널 라운드에서 네트 스코어 66점을 획득한 그레그 워커 선수와의 플레이오프 끝에 홀로이

드 상패를 수상하였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그레그 선수와 동점이 되어 카운트백 방식으로 테리 

선수의 수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메이저 페넌트 팀은 2018년 시즌에서 총 네 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홈경기에서 팜 비치팀과 맨

리팀에 모두 승리하였고 원정 경기에서는 우승에 실패하였습니다. 해당 디비전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컴벌랜드 클럽은 결승전으로 진출하기 위해 매씨클럽과의 홈과 원정경기에서 

모두 확실히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클럽은 컴벌랜드로 돌아가자(Back to Cumberland) 행사를 부활절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컴벌랜드 회원이었던 분들 중에서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골프 경기도 즐길 분을 아신다면 부활절 동안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골프 대회에서 구 컴벌랜드

클럽 회원은 현 회원과 같은 금액입니다. 현재 예약이 가능한 상태이며 성금요일과 부활절 및 부

활절 다음 월요일 대회가 가능합니다. 구 회원들의 예약은 클럽 프로샵(Club Proshop) 9631 3878

번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성 금요일(3월 30일) – 메들리 4인 팀 앰브로스 게임 가능 

부활절 토요일(3월 31일) – 현 회원 및 구 회원 싱글 스테이블포드 및 2B 올 웨이즈 스테이블포

드 

부활절(4월 1일) – 메들리 싱글 스테이블포드 및 2B 올 웨이즈 스테이블포드 가능 

부활절 다음 월요일(4월2일) – 메들리 싱글 스테이블포드 및 2B 올 웨이즈 스테이블포드 가능  

우리 클럽은 컴벌랜드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다시 뵙기를 고대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 소식

을 널리 알려서 옛 친구들과 좋은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몇몇 회원들로 인해 그린이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골프 클럽 스윙으

로 인한 그린 훼손은 용납할 수 없을뿐더러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린을 

훼손하시거나 또는 다른 플레이어가 훼손하는 장면을 목격하셨다면 클럽 운영진에게 알려주십시

오. 우리 클럽의 골프 코스는 모두가 함께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폴 힐튼  (클럽 회장) 

VICE CAPTAIN’S REPORT 

부회장 보고 

연못 옆 15번 홀의 배수 공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 공사는 고질적인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클럽의 벙커들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벙커 수리 및 해체 관련 

자세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외관과 배수 해결을 위해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스 개선을 최대화하기 위해 코스 관리자가 카트와 선수 보행자를 위한 표지판을 세웠습

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표지판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스 위에서의 연습은 공 두 개 사용으로 제한합니다. 

•     컵에서 공을 꺼낼 때 퍼터 손잡이에 붙어 있는 보조기구를 사용할 시 홀 안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을 꺼내는 것에 대해 최근 우려를 낳고 있

으며 코스 운영회는 이 부분을 계속하여 감독할 것입니다. 

스튜어트 맨슨 

코스 운영회 회장  

NEWS FROM THE LADY MEMBERS 

여성 회원들로부터 소식 

3월 27일에 열리는 이스터 오픈은 곧 우리 클럽에서 열리는 큰 행사입니다. 매 행사마다 많은 비

지터가 우리 클럽을 찾아 주셨고, 이번 행사 또한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많은 분께서 응해주신 것은 아주 대단한 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심으로써 일이 더욱 쉬워지고 또한 행사에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많은 세월 동안 사랑을 받았던 존 회원을 위한 특별 기념일 행사에 많은 노력을 쏟아주신 고우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방문해주신 많은 분



들께서는 행사를 즐겨주셨습니다. 2019년의 다음 행사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브렌다 케네디 

여성 회원 회장 

 

PRO SHOP NEWS 

프로 샵 뉴스 

 

새로운 소식 

Titleist Vokey SM7 Wedges가 곧 출시됩니다. Jo는 벌써 장만했다고 합니다. 샵에 들리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Taylor Made M3와 M4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Callaway Rogue는 성능이 탁월합니다. 

Cobra King F8을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Mizuno GT180과 ST180은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샵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샵에 방문하셔서 친절한 직원

과 상담해보시고 저희 제품으로 코스에서 시연해 보십시오.  

여성 초보자 클래스가 몇 주안에 곧 다시 시작되며 관심 있으신 분을 알고 계신다면 조(Jo)에게 

문의해 주세요.  

 

Taylor Made 피팅 데이가 내일(8일) 있습니다. 아직 예약을 안 하셨다면 서둘러 주세요.  

Cobra 시연일이 3월 23일 오후 12시부터 4시 사이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디다스 Adipower Boost를 199달러 특가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골프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레슨을 신청하시고 그 점수를 낮춰보세요.  

훌륭한 골프경기를 하시길 바라며 코스에서 곧 뵙기를 고대합니다. 



조안 배너만 

헤드 프로 

BALL REDEMPTION 

공 회수에 대하여 

회원들의 공 상금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회원들의 공 상금에서 공 한 개당 가격는 현재 4달러 50

센트이며 프로 샵에서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골프 공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

격이 상승하기 전에 공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공 한 개당 4달러가 여러분의 프로샵 계정으로 옮겨

집니다. 여러분의 계정에 보유한 금액은 프로샵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공의 

개수는 4달러 50센트로 오른 이후 획득한 상금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

상 서로 가격이 다른 공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HOUSE  NEWS 

하우스 소식 

 

트리비아 나이트가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3월28일 수요일부터 트리비아 나이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테이블 하나를 만드시거나 그룹에 참여하시어 흥겨운 밤을 보내시고 게임도 즐기시는 건 어떨까

요? 모든 회원과 손님을 환영합니다. 또한 모두 무료입니다. 

********* 컴벌랜드에서의 쇼타임************* 

 

6월 16일 토요일 저녁7시에 존 “엘비스” 콜린스씨를 헤드라인 엔터테이너로 모시고 컴벌랜드 쇼

타임이 열립니다.  

큰 규모의 클럽들과 공연장 및 하버 크루즈에서 상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엘비스 추모 아티스

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회원 10달러, 손님 20달러에 곧 티켓 판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