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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링빌 CC 풍경

What's new

야생화천국

성공적인 코스공략법

맛있는 프로포즈

회원인터뷰 - 김진뢰 회원

건강칼럼 - 신동휘 회원

골프팁

메종드시엘 특집

프로샵

필드에세이 - 경기보조원 김연숙

골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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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의 보다 특별한 삶을 위해 

골프의 즐거움이 시작되는 뉴스프링빌 CC에 초대합니다.

뉴스프링빌 CC의 회원님 여러분,

저희 뉴스프링빌 CC는 개장 이래 

지난 20년간 회원제 36홀, 대중제 9홀, 파3 9홀 등 총 54홀의 매머드급 골프장으로 

뉴스프링빌II CC(충북 영동IC 인근)의 정규홀 18홀과 파3 9홀까지 포함하면

총 81홀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그룹으로 성장해왔습니다.

10월 오픈한 5성급 호텔 수준의 골프 숙박시설 ̀메종드시엘은 

쾌적한 객실과 연회장, 세미나 시설,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을 두루 갖추고 

클럽 정상에서 최고의 전망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뉴스프링빌 CC는‘제2의 도약’을 향해 전진하고자 합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회원님을 위해 뉴스프링빌 CC의 진정한 이용가치를 키워 

보다 세련되고 격조 있는 골프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세심한 서비스와 차원 높은 코스 품질에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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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스프링빌 CC의 아름다운 변화와 발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뉴스프링빌 CC의 높은 고객중심주의 경영에 보태어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골프장, 수도권 최고의 명문 골프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 그동안 아쉬었던 서비스와 시설을 확충시켜 

더 세련된 코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철저한 회원 위주의 운영으로 예약과 진행 등 회원님과의 약속을 철저

하게 지켜가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골프장, 최고의 만족감

을 느낄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들어 회원님의 Pride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뉴스프링빌 CC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노력에 변함없는 애정과 믿음을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정성스럽고 

세련된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프링빌 CC    

대표이사 황 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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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링빌 CC가 최고의 골프클럽인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코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자연 속에서 좋은 파트너와 함께 하는 시간,
시간조차 멈춰지는 곳이기에 편안한 경관과 플레이
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코스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