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벌랜드 7 월 전자신문

투 버즈
-프로스펙트-

투 버즈 카페는 프로스펙트의 플라워 파워 중심에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온종일
아침 및 점심 식사와 커피, 케이크 및 특별 하이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대규모의 예약, 미팅 및 행사를 위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 컴벌랜드 회원 카드을 제시하시면 5%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장 보고서
새로운 코스 감독관으로 피터 피처랄드가 임명되었음을 전달하게 되어 기쁩니다.
피터는 이전에 마젠타 쇼어 골프 클럽의 코스 감독관의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새로운 부감독관으로 테리 힐즈 골프 클럽 출신의 매튜 터너와 그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할 아본데일 출신의 제임스 베일레이터도 합류하였습니다. 컴벌랜드에
새롭게 합류한 그린 스텝 멤버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선거 투표는 금주 금요일인 7 월 5 일 오전 11 시에 개시하여 7 월 19 일 오후
7 시에 마감할 것입니다. 클럽 캡틴과 부 캡틴의 두 직위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투표는 전자 투표로 진행이 되며, 이메일 주소를 전달하신 분들은
금요일에 투표의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안내 메일은
어떻게 로그인을 하여 투표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저희 쪽에
이메일 주소가 없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편지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클럽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직원 관리자가 여러분의 전자 투표 참여를 위하여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투표는

비밀리에 진행이 됩니다. 투표 참여에 대한 추가 질문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실 경우 총지배인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총회는 7 월 23 일 클럽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녁 7 시까지 오셔서
접수하시고 7 시 30 분 전까지는 모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클럽 정문에 전자 승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승강기는 고객들이 직접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관리팀이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근방에 위치한 두 군데의 주차 공간이 장애인
주차 공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이 사항이 없으신 분은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데니스 클리포드(클럽 회장)

캡틴 보고서
혼성 및 남성 4 인조 챔피언십 우승자, 마스터스 페넌트 업데이트와 에릭 애펄리
쉴드, 워렌과 깁슨 트로피 및 시작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슈퍼 시니어 팀
혼성 4 인조 경기는 6 월의 긴 주말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와
스테판 골든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성과에 매우 행복해하였습니다.
디비전 2 경기의 우승은 헬렌 조와 형 박이 차지하였습니다.

남성 4 인조 챔피언십에서는 나이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원로 실력자 그룹의
우승자들은 투지와 좋은 파트너십이 젊음과 생동감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A 등급 챔피언전에 올라간 마크 헤이와 프레드 유십, B 등급
챔피언전에 올라간 토니 인토나토와 마이클 레일리, 그리고 C 등급 챔피언전에
올라간 웨인 엔더슨과 테리 헐리, 모두 축하합니다. 마크와 프레드, 그리고
웨인과 테리는 2 년 연속 우승을 위하여 서로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스터즈 페넌트 팀은 해당 디비전 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최종전에서 탑 8 의
자격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현재, 토너먼트 단계에 있으며 다음 경기는 7 월 14 일
펜리스에서 스톤커터스 리지 또는 키아마를 상대로 열립니다. 에릭 애펄리 쉴드
팀은 좋은 코스에서 좋은 팀을 상대로 7 월 14 일 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팀은
비록 어리지만 이번 해 겪을 일은 너무도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7 월
28 일에는 워렌과 깁슨 팀의 첫 경기가 있습니다. 멋진 경기를 펼칠 준비가
되어있으며 팀의 투볼 시합에서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반웰 파크 팀을
상대로 시범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슈퍼 시니어 팀은 지난해 훌륭한 경기를 보인
데 힘입어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향상된 실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첫 경기는 8 월
5 일 열립니다.
7 월 골프 행사는 사우스포 컵, 국제 경기 팀 행사 및 전립선암 연구 지원과
관련된 연간 남성 건강 모금 운동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코스 감독관과 시니어 코스 직원들이 함께하여 골프 코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해서 유지할 것입니다. 골프 행사 및 코스 관련 질문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알려주시거나 hilton59@tpg.com.au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힐튼(클럽 캡틴)
부 캡틴 보고서
2018 년 마지막 분기부터 시작된 골프 코스 유지 및 코스 개선 시작이 날씨 및
직원 변동으로 인하여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 개월간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4 명의 직원이 총지배인 앤드류 라플라인과 클럽하우스
도우미 매튜 앤디슨의 도움을 받아 코스 유지 보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코스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외 직원 임명에 대한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며 2019 년 8 월까지는 모든
직원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동기 휴지 기간 동안 진행된 중요한 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소 지연이 되었지만 미루어졌던 일들은 곧 다시 개시될
예정입니다. 새로 합류할 코스 감독관은 다가올 수개월 동안의 기대되는 결과를
결정하여 업무 프로그램을 완성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업무 프로그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시어 총지배인 앤드류 라플래인에게
참여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가든 클럽 회원이신
바바라 콕스, 트레이시 힐튼 및 월리 그레고리에게 기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합니다. 또한, 코스 유지에 도움을 주신 데니스 메담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가든 클럽을 위한 더 많은 자원 봉사자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원
봉사가 가능하신 분은 엔드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골퍼에게
알려드립니다. 디보트를 메우고 피치 마크를 수리하는 것으로 코스 유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튜어스 맨슨(코스 위원회 회장)

여성부 회장의 새 소식
여성부 회장 브랜다 케네디는 가족 및 친구들과 생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일랜드로 여행을 떠나 현재 부재중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부 캡틴의 새 소식
2019 년 치크 오브 더 워크 행사의 우승은 새로운 회원이신 켈리 하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최종 결승에서 브랜다 케네디를 꺾고 올해의 우승컵을
획득하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떠오르는 스타 켈리님의 골프 실력
향상을 기대합니다.

여성부 브론즈 2 팀은 첫해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노던 디스트릭트 페넌트 전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부 회원분들이 여러 코스의 연습장에서 연습하며
최선을 다하여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 경기를 더 남겨 놓은 현재 상황에서 2 위로
달리고 있으며 페넌트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유효합니다. 7 월 5 일
카슬힐에서 경기를 펼치는 여성부 회원님들의 행운을 빕니다.
7 월의 크리스마스인 7 월 16 일 화요일은 7 월의 크리스마스 행사의 시작
날입니다. 샷건 방식 스타트로 4 인조 앰브로즈 팀 행사가 오전 8 시 30 분에
있습니다. 팀원 지명 시트는 금 주내에 전달될 것입니다. 샷건 스타트에 필요한
홀의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회원은 15 불, 방문객은 35 불입니다.
즐거운 골프 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시 힐튼(여성부 캡틴)

프로 샵 뉴스

칩핑 개선하기
빅 볼에 집중하기

지식 정보
치핑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클럽과 땅 (큰 공) 사이의 부적절한
상관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셋업 자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골퍼는 잔디에 놓인 공을 마주하게 되면 공을 뒤에 위치한 발 쪽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의 뒷면을 하방으로 치기 위하여 공의 앞쪽으로
손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는 아래 우측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으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실수의 여지를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셋업 비결
공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쁜 클럽 라이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골퍼는 자연스럽게
뉴트럴 셋업을 활용합니다. 양발에 동일하게 무게를 실어 줍니다. 단, 이때 앞쪽
발에 60 대 40 정도의 비율로 약간의 무게를 더 실어줍니다. 공은 양발의 중간에

위치시키며 클럽 샤프트는 오른쪽 각도에서 바닥과 직각이 되게 위치합니다.
아래쪽 좌측 사진에 이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뉴트럴 셋업 위치는
클럽의 바닥이 땅을 미끄러지듯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습 정보
공을 한 개만 가지고 치핑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완벽한 라이앵글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잔디를 가볍게 스치면서 두 번의 연습 스윙을 하십시오. 그리고
동일한 느낌을 공으로 가져와 공이 그냥 스윙하는데 놓여 있는 것처럼 스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하시면 어떻게 리딩 엣지가
땅을 파고 박히지 않으면서 클럽의 바운스 및 바닥 앵글이 땅의 표면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나갈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료 라이브
오락 행사

6 월 28 일 금요일 – 크리쉬나 (Krishna)
7 월 5 일 금요일 – 아드리안 조셉 (Adrian Joseph)
7 월 12 일 금요일 – 에릭 루이스 (Eric Lewis)
7 월 19 일 금요일 - 추후확정
7 월 26 일 금요일 – 데니스 발 (Dennis Val)
(오락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컴벌랜드로 오셔서 즐거운
식사를 하시면서 라이브 음악 행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부터 무료 라이브 오락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달의 명언
내 골프 경기가 나빴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만약 토마토를 길렀다면
토마토가 모두 조각이 났을 것이다. (아놀드 파머)
즐거운 골프 되시기 바랍니다.
데니스 클리포드 (클럽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