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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밸리가 선사하는 ‘인생 첫 경험’
2023년 국내 최초, 최대 90홀 골프장으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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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골프. 그래서 그런지 골프에서 ‘처음’은

쇼트게임에 특화된 캐쥬얼 퍼블릭 골프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현

다른 스포츠보다 벅찬 감격이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재 미개발 부지 내 조성되고 있는 신규 18홀 퍼블릭 골프장은 디지

여의도 8배 크기의 참나무 군락에 조성된 오크밸리는 오크밸리 C.C

털 서비스와 고감도 식·음업장 도입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꼭 경

36홀을 포함해 총 63홀의 코스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 리조트 최대

험하고 싶은 프리미엄 퍼블릭 골프장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규모의 골프 리조트지만 2023년까지 오크크릭 G.C 9홀 추가 확장 및

야외 드라이빙 레인지 골프 아카데미는 최첨단 스윙 분석 시스템

프리미엄급 퍼블릭 골프장 18홀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 90홀 라운드

을 도입, 다양한 레슨 프로그램과 실전 훈련까지 연계된 프로그램

라는 짜릿한 ‘인생 첫 경험’을 골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으로 골프 전지 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골프 코스 설계가 로버트 트랜스 존스 주니어의 설계로

오크밸리는 골프장 개발과 더불어 2023년까지 단지 내 웅장한 자

조성된 오크밸리C.C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살린 국제대회 규격

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속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복합 아

36홀의 웅장한 코스로 많은 골퍼의 찬사를 받고 있다. 18홀 코스의

트빌리지 등 신규 타운 개발도 추진한다.

오크힐스 C.C는 세계적인 프로골프 설계자인 잭 니클라우스의 명

특색있는 각 코스를 라운드하며 90홀 모두를 경험하면 단순 도전

성에 걸맞은 높은 난도의 코스 설계와 정교한 플레이가 요구돼 많

뿐만 아니라 동반자와의 관계, 실력 향상, 깨달음에 대한 발견 등

은 골퍼가 매력을 느끼는 코스다. 특히 친환경적 설계를 위해 지형

다양한 경험이 수반될 것이다. 매 순간 깨달음을 얻는 우리 인생과

을 그대로 살려 건설한 초대형 인공다리 ‘이글 브릿지’는 자연을

같은 골프. 2023년 국내 최초 90홀 골프장으로 재도약할 오크밸리

품에 품은 듯, 한눈에 수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가 골퍼들에게 선사할 무궁무진한 ‘인생 첫 경험’을 기대해본다.

셀프 라운드와 2인 플레이가 가능해 골프 입문자들에게 인기가 높
은 오크크릭 G.C는 9홀 추가 확장 및 짧은 전장의 한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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