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iland

6번 홀 티잉 그라운드.

니칸티골프클럽은
태국에서도
‘베스트’ 코스는
아니다. 하지만 뭔가
다르고, 유니크
하며, 재미를 찾는
골퍼에겐 맞춤하다.
니칸티의
관계자들은
‘골퍼가 꼭 다시
찾아오는
골프클럽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_한원석

니

칸티 Nikanti 골프클럽의 특징을 세 단어로 함축하자면
‘차별, 재미,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골프 코스의 레이아

웃은 일반적으로 전•후반 9홀씩 파72로 구성한다. 각각의 9
홀도 2개씩의 파3와 파5 홀, 그리고 5개의 파4 홀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골프 코스를 반드시 이렇게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니칸티골프클럽은 18홀이지만 9홀씩 두
개의 코스로 나뉘지 않는다. 6홀씩 3개의 코스로 레이아웃을
정했다. 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레이아웃이다. 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뛰어난 1등 코스
를 만들기 보다는 일반 골퍼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코
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6홀씩 3개 코스,
바쁜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레이아웃
니칸티는 태국말로 ‘만족한다, 기분 좋다’를 의미한다. 6홀은 2
개씩의 파3, 파4, 파5로 구성된다. 길이가 긴 홀이 있는가 하면
짧은 홀도 있다. 또한 투온이 쉬운 큰 그린이 있는가 하면, 비좁
아서 온 그린이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그린도 있다. 짧
은 홀에서는 버디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높고, 블루 티 기준으
로 500야드가 안 되는 짧은 파5 홀에서는 이글도 노려볼 수 있

Information
니칸티골프클럽
Nikanti Golf Club

More than
차별, 재미, 열정이 있는 니칸티

가장 긴 파3의 8번 홀(237야드).

13번 홀에서 본 그린과 오른쪽 파3 14번 홀 그린.

Golf

주소 : 292/1 페타카셈
로드, 파프라톤 무앙,
니콘파톰 73000
코스 : 퍼블릭, 파72,
6789야드(6홀씩 3개 코스)
설계 : 피라폰 나마트라
특이 사항 : 2014년 12월
정식 오픈.
그린 피 : 주말
7000바트(약 21만원), 주중
5500바트(약 16만5000원)
그린피, GPS골프 카트,
캐디피(팁 포함), 모든
음식과 음료(주류 제외)포함
연락처 : +66 (0)
34395018-21

10번 홀에서 본 완공을 앞둔 클럽하우스.

다. 만약 이글을 하게 된다면? 골프장의 이름처럼 ‘니칸티!’ 할
수밖에 없다. 거리가 긴 홀에서 파 세이브를 하거나 좋은 플레
이가 나와 버디를 잡으면 그 역시 즐거운 경험이나 기억이 아
닐 순 없다. 니칸티골프클럽은 이렇게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코스 자체를 ‘재미있게’ 만들었다. 일반 골퍼도 홀의 난이도에
서 벗어나 편안한 라운드를 가능하게 했다. 결국 기분 좋게, 또
도전해서 좋은 성적으로 자기 만족도 느낄 수 있다. 니칸티!
니칸티는 설립자의 열정이 가득 담긴 골프장이다. 골프장 오너
의 아들이자 총괄인 워라윗 사솜섭은 “아버지는 니칸티를 가
장 아름다운 골프 코스로 만들어 골퍼가 다시 찾고 싶은 곳으
로 만들라고 주문하셨다”고 했다. 열정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골퍼가 다시 찾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코스 설계가는
골퍼 입장을 확실하게 고려했고, 이 세상에 없던 조합을 만들
어내는 데에 이르렀다. 코스 설계를 맡은 피라폰 나마트라는
“3개의 6홀로 레이아웃을 잡은 것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골퍼
에게 많은 옵션을 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없다면
6홀, 18홀이 부족하다면 6홀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었다. 골프장이 아니라 골퍼에게 옵션을 더 많이 제공한 셈이
다. 열정의 지혜가 묻어나는 코스다.

8월 말 클럽하우스 완공, 12월 정식 오픈
사진_패트릭 임 Patrick Lim

니칸티골프클럽은 퍼블릭이고, 오는 12월에 정식 개장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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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골프장은 방콕에서 서쪽으로 1시간30분쯤 떨어진 니
콘빠톰에 있다. 클럽하우스는 8월 말 완공 예정이다.
만약 방콕을 다시 들른다면 또 한번 방문해 즐거운 라운드를
하고 싶은 곳이다. 겨울에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갈 계획이 있
다면, 당연히 한번 쯤 고려해볼 만한 코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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