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ked as one of Chicagoland’s top 20 by Chicagoland Golf Magazine, the 18-hole, par 71,
contemporary design serves to enhance its gently rolling topography. Moderately sloping
with accentuating stands of mature oak trees. The championship tees now stretch to 6,848
yards making the course rating 73.4 and 138 slope, a challenge to even the most
accomplished golfers.
Bent grass tees and large bluegrass fairways give the course an excellent manicured touch,
while various greenside bunkers add to the challenge. Natural, spring fed lakes and creeks
come into play on seven holes, the most dramatic falling evenly around the layout at the 6th
and 18th holes.
Bob Lohmann designed holes 10 thru 18 and updated the Robert Bruce Harris desiged holes
1 thru 9. From the gold tees the back side measures 3,463 yards, blue tees are 3,254, white
play to 3,095 and the ladies tees measure 2,503.
Cut through a heavily wooded area the first three holes are tree lined. The next three holes
play along an almost prehistoric estuary, and the final three over rolling terrain. The
seventeenth hole gives the avid golfer the opportunity to measure their ability against a
replica of Augusta’s legendary twelfth hole, par three. The driving range boasts a 100 x 300
foot bent grass tee which features target greens and bunkered greens, yardage makers help
with distance judgement. There is also a practice putting green.
Natural spring watered fairways constantly provide lush, green surroundings. Asphalt paved
cart paths and 26 brightly colored flower beds frame the course. A practice green is situated
conveniently adjacent to the clubhouse enabling golfers to practice their putting, chipping
and bunker shots while waiting for their turn on the first tee.
Midlane has played host to several outstanding golf events in the past, with more sure to
come in the near future. The lis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Illinois Open
Illinois Senior Open
Illinois PGA Match Play Championship
Illinois State Best Ball Championship
Chi. Dist. Golf Assoc. Sen. Championships
Olds. Scramble Sectional
Illinois State Women’s Scramble
PGA Head Professional Bill Eldridge
Shop Manager: Cesar Sanchez and Chip Young
Assistant Golf Professional: Mike Chappell and SeongHa Lee
Contact our Pro Shop which features a full range of golf equipment and clothes along with
an excellent lunch menu, bar and FREE WiFi.
Planning a family, friend or corporate golf outing?
Have a look at our many food and beverages choices on our golf outing menu.

Chicago land Golf Magazine이 선정한 Chicago 인근 Top 20위 골프 코스 중 하나로 선정된 미
들레인 골프장(18 홀, 파 71)은 현대적인 디자인을 통해 완만하게 경사진 코스 지형 및 울창
한 떡갈나무들이 홀 주위를 에워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합니다. 기량이 뛰어난 골퍼들 조차
도 도전적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Championship Tee를 6천8백48야드로 늘려 Course Rating
73.4 및 Slop 138을 유지하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 된 Bent Grass 티 박스와 넓은 Bluegrass 페어웨이 그리고 다양한 green 주변
의 벙커들은 또 다른 골프의 묘미를 제공합니다.
자연스러운 호수와 개울이 어우러진 7번 홀, 가장 극적인 결과를 연출 할 수 있도록 Layout
된

6번 홀과 18번 홀이 있습니다.

Robert Bruce Harris는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를, Bob Lohmann은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를
설계하였습니다. 후반 홀 Gold Tees는 3,463야드, Blue Tees는 3,254야드, White Tees는

3,095

야드이며, Ladies Tees는 2,503야드입니다.
처음 세 홀은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수풀이 많은 곳이며, 다음 세 홀은 호수 물가를 따라 플
레이하고, 마지막 세 홀은 완만하게 경사진 지형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17번 홀은 오거스타의
전설적인 파 3, 12번 홀과 유사하며, 열정적인 골퍼에게 자신의 골프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00 X 300 피트 규모의 Bent Grass Tee Driving Range, 숏 게임 연습용 Green, Green 주변 연
습용 Bunker 및 실제 샷 거리 측정에 도움을 주는 거리 표시판을 갖추고 있습니다.
퍼팅 연습 공간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 봄 물결 무늬가있는 페어웨이는 지속적으로 무성한 녹색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스팔트
포장 카트 길과 26개 밝은 색깔의 꽃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연상케 합니다. 연습 그린은 첫 번
째 티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골퍼들이, 퍼팅, 치핑 및 벙커 샷을 연습할 수 있도록
클럽 하우스에 인접해 있습니다.
Midlane 골프 코스는 지난 몇 년 간 의미있는 골프 행사 개최를 주관해 왔으며, 가까운 미래
에 더 많은 행사를 개최 할 것 입니다. 주요 행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Illinois Open
Illinois Senior Open
Illinois PGA Match Play Championship
Illinois State Best Ball Championship
Chi. Dist. Golf Assoc. Sen. Championships
Olds. Scramble Sectional
Illinois State Women’s Scramble

PGA Head Professional : 빌 엘드릿지
클럽하우스 관리자 : 세자르 산체스, 칩 영
Assistance Golf Professional : 이 성하, 마이크 챠펠
훌륭한 점심 메뉴, 음료, 무료 인터넷과 함께 골프 장비와 의류를 구비하고 있는 프로 샵에 문
의 하십시오.
가족, 친구 또는 기업 골프 모임을 계획 중이십니까?
골프 모임 행사 메뉴에서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 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권 및 레슨
고객님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회원권 및 레슨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저희 시절 견학을 추천 해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프로 샵으로 연락주십시요.
가까운 미래에 고객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