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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사랑 골프대회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골프대회 

What's new

뉴스프링빌 이천 / 알프스 9홀에서 바라본 클럽하우스

1999년부터 이어지는 신일사랑 골프대회가 130여 명의 신일 동

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넓은 그린을 누비며 서로의 배려 속에 펼쳐진 이날 대회는 동

기간의 친선경기를 통해 풍요로운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2011년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GOLF 대회를 개최하였

습니다. 동문들은 그동안 만나지 못한 지인들과 각별한 인연을

쌓아 그 의미를 더했고, 서로간의 친목을 재확인하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습니다.

뉴스프링빌 CC  뉴스



신세계 골프클럽 골프대회 

추석 선물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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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뉴스프링빌 이천 / 알프스 9홀

국내외 골프 멤버십 사업 및 리조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

골프클럽이 고객 사은행사 차원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개그맨 김한국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

는 클럽 우수회원 136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뉴스프링빌 CC 임직원 및 경기보조원, 일용직에게 추석맞이 선물

세트를 지급하며 격려하였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골프장을 찾는 회원님께 감동을 넘어선 서비스

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창포, 사르비아 / 올림프스 3~4홀 이동로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향내 뿜는 야생화들은 
속삭이듯 다정한 친구로, 연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뉴스프링빌 CC코스 길목마다 이어주는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켜 
드립니다.  
카트 길 주변으로 푸르른 나무와 흐드러지게 핀 야생화 
또한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야생화  천국

황화코스모스 / 알프스 7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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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 천국

루드베키아 / 올림프스 3홀 및 8홀 주변

아스타(과꽃) / 알프스 3홀 선인장 / 록키 3~4홀 이동로



몽블랑 9홀

600야드가 넘는 가장 긴 파5홀로 직선으로 길게 뻗은 페어웨이가 시원하게 느껴진다. 티샷은 소나무를 보고 공략하고 세컨샷은 

소나무 왼쪽을 겨냥한다. 계속되는 내리막 라이를 감안하여 거리를 조정해야 한다. 

Bule Tee(yd) :  601

Gold Tee(yd) :  547

Par : 5           Hdcp : 2

Par : 5           Hdcp : 1

White Tee(yd) :  582

Lady Tee(yd) :  458

성공적인 코스  공략법



성공적인 코스 공략법

알프스 5홀

Bule Tee(yd) :  356

Gold Tee(yd) :  336

Par : 4           Hdcp : 4

Par : 4           Hdcp : 6

White Tee(yd) :  348

Lady Tee(yd)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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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는 울창한 자연림으로 아침 이른 팀으로 플레이 하다 보면, 간혹 고라니를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잡을 수 있다. 벙커 좌측 안

전지대를 공략하는 것이 스코어를 줄이는 방법이고, 세컨샷 시 오르막을 감안하여 한 클럽 길게 잡아야 한다. 거북이 등처럼 그린 중앙에 

마운드가 있어 세심한 퍼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