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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ocial Contribution

Contents다르게 보려는 시각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움의 확장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웁니다

GOLFZON NEWDIN GROUP Contents



새로움으로
즐거움으로
유익함으로

우리는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는 우리의 비전이며
우리의 열정이 향하는 

가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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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문화” 창조

IT와 골프를 결합한 사업 Portfolio 다양화
Total Golf Company

IT와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문화 컨버전스 그룹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 컨버전스 그룹세상에 없던 골프 문화를 만듭니다.

세계적인 I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골프 경험을 줄 수 있는
복합 골프 문화공간으로써 세계 최초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골프 를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Golf Theme 공간을 
창조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그룹의 정신이자 철학에
혁신을 더하여 골프 를 넘어 그 이상의 생활가치를 제안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의 사업, 가치의 확장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 컨버전스 그룹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스크린 골프 사업을 시작으로 골프 용품, 골프 장, 아카데미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기술 혁신 이상의 새로운
생활 가치를 제안하여 전 세계 골퍼들에게 ‘세상에 없던 즐거움과
유익함’을 선사하는 골프 문화기업으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New Experience Play Different Live Different

2000 - 2010 2011 - 2014 2015 - 현재

골프 문화 이상의
생활가치를 제안하는 

골프존뉴딘그룹
BRAND STORY

IT

SHARING

ENHANCING

ENJOYING
IT

골프 문화

라이프
스타일

헬스스포츠

GOLFZON
NEWDIN
GROUP

골프 문화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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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골프와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융합하여 ‘세상에 없던’ 골프문화를 만들어 온 

골프존이 골프존뉴딘그룹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골프존뉴딘은 이제 골프를 넘어 IT와 스포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시공간에서 서비스를 결합해 기술 혁신 이상의 

진정한 생활 가치의 혁신을 추구하려 합니다. 

‘세상에 없던 골프를 만든다’는 Play Different 정신과 철학을 

이어받고 확장하여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문화컨버전스그룹

으로서, 기술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경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골프존뉴딘 임직원 모두는 이제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프론티어가 되어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모두의 행복과 

더욱 의미있는 삶인 Live Different를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골프존뉴딘그룹 김영찬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문화컨버전스그룹

GOLFZON NEWDIN 
GROUP

Slogan

Mission

Vision

Live Different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 구현

Global Leading Platform 
Provider of Sports, 
Health, and Lifestyle

골프존뉴딘그룹 회장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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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혁신으로 시작한 발걸음은
풍요로운 삶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골프존 법인 설립

GOLF Simulator _P,  P+ 론칭

GOLF Simulator _S 론칭

GOLFZON LIVE TOURNAMENT 

서비스 론칭

GOLF Simulator _N 론칭

골프 존재팬 설립

㈜골프존문화재단 설립

GOLF Simulator _Real 론칭

KOSDAQ 상장

㈜골프존카운티 계열사 편입

골프 존차이나 설립

㈜골프 존카운티 선운C.C 인수

GOLF Simulator _VISION 론칭

GTOUR 출범

㈜골프존유통 설립

㈜골프 존카운티 안성H 

C.C  운영계약체결

㈜골프 존카운티 안성Q 

C.C  운영계약체결

Global GL 서비스 론칭

GDR (Golf zon Driving Range) 론칭

㈜골프존엔터테인먼트 설립

GOLFZON ELITE ACADEMY 설립

㈜골프 존카운티 안성W C.C  인수

골프존조이마루 오픈

지주회사 체계 전환

㈜골프 존카운티 청통C.C  오픈

㈜뉴딘콘텐츠 STRIKEZON 론칭 

㈜골프 존엔터테인먼트 → ㈜뉴딘콘텐츠 사명변경

골프 존아메리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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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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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GOLFZON 가맹사업 

GOLFZON PARK 론칭

㈜뉴딘미다트 설립 

㈜뉴딘플렉스 설립

㈜뉴딘스퀘어 설립

뉴딘미다트 1호점 키즈마루 론칭

㈜골프존 미디어 설립

뉴딘플렉스 피싱조이 직영 1호점 론칭

㈜골프 존카운티 무등산 C.C 임차 영업 개시

엠비케이파트너스 투자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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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8

09

2017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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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ZON NEWDIN
BUSINESS



골프존뉴딘그룹은 골프의 즐거움을 넘어, 스포츠, 헬스,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확장하여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골프존뉴딘그룹 사업현황

Golf Business Sports, Health, and Lifestyle Business

Company

Business

Company

Business

NEWDIN 
SMART CAPSULE

GOLFZON
NEWDIN

HOLDINGS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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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ZON 
NEWDIN 

HOLDINGS



(주) 골프존뉴딘홀딩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기술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경험을 융합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Global Leading Platform 
Provider, 골프존뉴딘그룹의 
지주 회사입니다.

www.golfzonnewdin.com

골프 존의  최첨단 IT기술을 접목다양한 문화시설과 놀이시설을 통해 온 가족이 골프 로 
하나될 수 있는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 입니다.

골프 존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Total Optimization Program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세계적인 골프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골프  아카데미 솔루션입니다.

골프존조이마루 골프존엘리트아카데미

프로골퍼들의 생생한 경기 모습을 경기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즐기는 소규모 그룹 
트레이닝

골프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골프 피트니스 
서비스

천연잔디와 흡사한 그린스피드의 
실내 퍼팅장

시뮬레이션 골프대회 전용 경기장

GOLF Fitness Exercise Room

GOLF Wellness Center

실내퍼팅장

Golf

Physical
Care

체계적인 골프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인 맞춤형 신체 측정, 운동 처방 프로그램

-  GDR(GOLFZON Driving Range)를 통한 과학적인 연습
-  필드 라운드,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숏게임, 퍼팅연습 등 다양한 트레이닝 환경 제공

-  신체와 체력 데이터 분석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운동 처방
-  전문 트레이너를 통해 골프 필라테스 및 골프 테라피 제공하여 운동효과 극대화

IT 골프에 특화된 IT기반 진단/처방 시스템
-  PRESOL(Premium Lesson Solution)을 이용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스윙 분석
-  골프실력, 신체 측정 데이터, 분석/진단 데이터, 골프 운동 처방 등 선수의 모든 데이터를 최첨단    
    테크놀로지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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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골프존

현실감 넘치는 그래픽,  세계 최고의  센싱 기술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골프 존은 세계 최고의  골프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GOLF Simulator GOLF Camera Sensor

전면 스크린에 바닥까지 확장된 
스크린을 더해 더 넓어진 화면과 선명한 
화질로 최고의 골프 게임을 제공하는 
골프 시뮬레이터

Full HD 화질의 그래픽과 탁 트인 필드와 
같은 환경을 구현한 골프 시뮬레이터

다양한 스윙분석과 레슨 모드로 골프 연습과 
레슨의 패러다임을 바꾼 골프 시뮬레이터

TWOVISION   

VISION   

GDR   

㈜골프존은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골프 시뮬레이터, 골프 관련 
플랫폼 서비스와 용품을 선보여 
골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www.company.golfzon.com

90도 각도로 위치한 두 개의 카메라 센서를 
통해 스윙, 볼 궤도, 헤드의 타격 위치와 
각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

두 개의 고속카메라를 통해 클럽궤적, 
임팩트, 볼 움직임을 측정하여 
완벽한 구질을 구현하는 센서 

실제 구질에 가깝게 볼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설치가 편리한 센서

TWOVISION 센서

VISION 센서

GOLF Radar Sensor

Radar로 볼과 클럽의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센서

DrivingTalk 센서

GDR 센서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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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항공기로 촬영된 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정확하고 사실감 넘치는 
골프  코스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Real Golf Course Graphic

골프 존 전용 포탈 사이트와 앱을 통해 나의  라운드 기록관리,  스윙 모션 관리/분석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nline Network Service

GOLFZON Graphic View   

 www.golfzon.com / www.global.golfzon.com

Real Golf Course View

GA TOUR   

GTOUR   

개인, 단체, 후원 등 다양한 골프 대회를 열고 즐길 수 있는 
오픈 대회 플랫폼 서비스

OPEN GLF

배틀포인트를 걸고 나와 비슷한 실력의 상대와 겨루는 
온라인 대전 서비스(국내 限)

BATTLEZON

스크린 동호회에 특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국내 限)

GOLFZON CLUB

세계최초 시뮬레이션 프로 골프 투어

세계최초 시뮬레이션 프로 골프 투어

골프 존 골프  시뮬레이터를 통해 다양한 골프  대회와 서비스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GOLF Tournament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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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ZON ELLITE ACADEMY 소속 프로와 아마추어의 양보 없는 매치 플레이GEA 
프로-아마 

최강전

도전! 
유러피언투어

골프 유망주들의 가상 유러피언투어 도전기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전국 스크린골프 매장의 숨겨진 고수를  찾는 프로그램

심짱 무적골프 골퍼들에게 유명한 심짱과 크루의 좌충우돌 리얼 버라이어티 골프대결

(주)  골프존미디어

㈜골프존미디어는 차별화된 
스크린골프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여 보는 즐거움을 주는 
골프 미디어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시뮬레이션 프 로골프 투어인 지투어와 다양한 스크린골프 대회를
더욱 박진감 넘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스크린골프 존은 스크린골프 를 즐기는 전국민을 위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여 
스크린골프  이상의  재미를 선사합니다.

스크린골프 대회 다양한 골프방송 콘텐츠

www.tv.golfzon.com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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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GOLF GPS WATCH   

Golfwith Smart App을 탑재한 골프 스마트 워치

Golfwith Golf Edition   

(주)  골프존 데카

(주) 골프존 데카는 GPS와 첨단 
알고리즘을 이용해 홀과 코스에 
대한 거리 정보를 정확히 알려 주는 
휴대용 골프거리 측정기를 
개발/제조하여 Field GOLF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www.decasystem.co.kr

Wearable,  Voice 그리고 Laser 타입의  다양한 휴대용 골프  거리측정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스마트 음성 GPS

진동과 슬로프 기능을 탑재한 레이저 핀 파인더 진동과 슬로프 기능을 탑재한 레이저 핀 파인더

Easy to use SMART TALKING GOLF GPS   

Compact Laser Rangefinder   

최고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골프거리 측정기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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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유통은 No.1 오프라인
매장 & 온라인몰 ‘골프존마켓’, 
골프전문쇼핑몰 ‘골핑‘ 및 골프웨어
컨셉스토어 ‘골프에비뉴’ 를 통한 
골프유통을 담당하며, 세상에 없던 
골프 쇼핑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골프  시뮬레이터와 프 로 상담원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용품을 제안하는 
No.1 골프  용품 전문점입니다. 

골프 존 닷컴 데이터와 골프  쇼핑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쇼핑을 제안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입니다.

No.1 골프용품전문점, 골프존 마켓 온라인 골프 쇼핑의 절대강자, 골핑

www.golfzonretail.com

(주)  골프존유통

인천/경기
16

대전
1

전북
1

광주
1

대구
3

울산
2

부산
4

경남
3

경북
2

서울
16

엄선된 골프 의 류를 편리하게 쇼핑 할 수 있는 프 리미엄 골프 웨어 멀티 브랜드 
스토어입니다.

골프웨어 컨셉 스토어, 더 골프 에비뉴

www.golfzonmarket.com

※  2018년 6월 기준

www.golping.com

입점 브랜드 골프존마켓 매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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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카운티는 IT기술이 
결합된 골프장 운영과 골프장 M&A, 
개발, 부킹 등 골프장과 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만나보지 못한 최첨단 IT 기반의  골프 장을 골프 존 카운티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프 + IT가 만난 세상에 없던 골프장, 골프존카운티 골프존카운티의 다양한 서비스

www.golfzoncounty.com

골프 존카운티안성Q / 골프 존카운티안성H / 골프 존카운티안성W / 골프 존카운티선운 / 
골프 존카운티청통 / 골프 존카운티순천 / 무등산컨트리클럽

골프 존카운티안성Q 

골프 존카운티안성W

골프 존카운티안성H

골프 존카운티청통 무등산컨트리클럽

골프 존카운티선운

(주)  골프존카운티

라운드 후, 키오스크에 락커번호를 입력하여 손쉽게 스코어카드 출력포토 
스코어 카드

나스모 카메라가 설치된 홀에 나의 스윙 모션을 촬영하여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스윙 모션 확인

필드 나스모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골프장 예약, 필드 야디지, 필드 나스모 서비스 제공캐디앱 서비스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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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HEALTH

and 
LIFE STYLE 
BUSINESS

,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야구를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골프 존 VR기술을 
접목한 스크린 야구입니다. 

7STEAL은 다양한 콘텐츠,  즐거운 경쟁,  짜릿한 보상으로 월화수목금토일 언제라도 즐거운 
멀티 플레이 놀이 공간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파트너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즐기는 스크린 테니스입니다.

체험형 야구, 스트라이크존

월화수목금토일 언제라도 즐거운 놀이공간, 7STEAL

스크린 테니스, 테니스팟

㈜뉴딘콘텐츠는 전 세계인이 
온ㆍ오프라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체감형 놀이문화를 
위해 VR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레저 플랫폼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www.newdincontents.com

(주)  뉴딘콘텐츠

제구왕 강속구 등 다양한 피칭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 모드

피칭조이

홈런왕 강타자 등 다양한 배팅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 모드

배팅조이

정확하고 임팩트 넘치는 고급 스포츠 클레이 사격

슈팅조이

골프 존,  스트라이크존의  기술력이 집약된 미니 버전의  게임입니다.

아케이드형 게임, 조이시리즈

www.strikezon.com

www.tenni-spot.com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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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존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볼링과 같은 볼링공과 핀액션을 경험할 수 있는 
VR 스크린 볼링입니다.

세상에 없던 스크린 볼링, 팝볼링

키즈마루
www.kidzmaru.com

키다모
www.kidamo.co.kr

바다낚시,  민물낚시,  루어낚시의  생동감과 리얼한 손맛,  실제 낚시환경을 도심 속에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 낚시입니다.

키즈마루는 아이들과 미디어 아트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 콘텐츠입니다. 키다모는 아이와 부모가 상상으로 교감을 만들어나가는
크리에이티브 키즈 레스토랑 입니다.

도심 속 스크린 낚시, 피싱조이

상상과 뛰어놀다! 키즈마루, 키다모

피싱조이
www.thefishingjoy.com

팝볼링
www.popbowling.co.kr

㈜뉴딘플렉스는 세계 최고의 
골프존 VR기술력과  R&D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현실감 넘치는 신개념 
공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뉴딘스퀘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유익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뉴딘미다트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세상에 없던 
즐거움과 유익함을 제공하는 
Media Art Creator입니다.

(주)  뉴딘플렉스 (주)  뉴딘스퀘어

(주)  뉴딘미다트

세계 최초 수면을 위한 최적화 솔루션 체어,  스마트 캡슐,  골프 존의  IT 기술이 만드는 
최고의  수면과 힐링 프 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수면을 과학으로 바꾼 스마트 캡슐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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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뉴딘그룹은 사업기반의 확대와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유수 기업 및 기관들과 글로벌 파트너쉽을 맺고 있습니다.

골프존뉴딘그룹  Global Partnership

GOLF Business
Sports, Health, 
and Lifestyle Business

KBO

Haatz

Kidaptive Asia

MGA

PRGR

RomaroRakuten

KGA

Callaway

HONMA

LEXUS

Taylor Made

LPGA

NIKEGOLf

PUMA

Adidas

MizunoBC Card

KPGA

Volvik

PING

Cleveland

SRIXON

YAMAHA

NGCOA

Titleist

Maruman

Tourstage

GOLFZON NEWD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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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GOLfzON TOwER, 735,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South Korea
+82-10-4059-0161

Japan
ICHIGO OHMORI 4f 6-25-3 
Minamiooi Shinagawa-ku Tokyo 140-0013 Japan
+81-3-5767-8903

China (Qingdao)
Room 705, Qingdao national advertising Industrial Park 
(Science and technology incubator), building 247, 
Xingyang Road, Chengyang District, Qingdao, Shandong

USA
21580 Atlantic Blvd Unit 130, Sterling, 
VA 20166, United States
+1-703-4641-4273

Vietnam
VP26, 26f, SongDa, 110 TranPhu, MoLao, HaDong, 
Hanoi GOLfzON VINA CO.,LTD

GOLFZON NEWDIN HOLDINGS
www.golfzonnewdin.com

GOLFZON
www.company.golfzon.com

www.golfzongolf.com

GOLFZON MEDIA
www.tv.golfzon.com

GOLFZON DECA
www.decasystem.co.kr

GOLFZON RETAIL
www.golfzonretail.com

GOLFZON COUNTY
www.golfzoncounty.com

NEWDIN CONTENTS
www.newdincontents.com

NEWDIN FLEX
www.thefishingjoy.com

NEWDIN MEDART
www.kidzmaru.com

www.newdinmedart.com

NEWDIN SQUARE
www.newdinsquare.com

골프존 Global Network 골프존뉴딘그룹 Network

Headquarter

Overseas Office

Global Dist.

KOREA
China (Qingdao)

Mexico

Canada

Japan

USA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South Africa

U.K

Russia

Australia

Taiwa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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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골프 인재들을 발굴하여 
세계 최고의 골프 인재로 육성하고 나아가 골프 산업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골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유원골프재단

골프존뉴딘그룹 사회공헌활동

국내 최초의 공연단체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인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자립, 
더불어 살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장애인 직업 합창단입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를 
지원하는
뉴딘파스텔

키다리아저씨 골프대회

엘리트 아카데미 
교육 장학생 선발 후원

골프산업백서 발간

골프계를 이끈 시니어 선수들과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 골퍼들의 
멘토-멘티 골프 대회입니다.

유소년 골퍼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골프 꿈나무를 선발하여 후원합니다.

골프산업의 현재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골프백서를 발간합니다.

장애인 직업 합창단

뉴딘파스텔의 장애인 합창단은 
소외계층대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더욱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뜻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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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배려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인 후원 및 소외계층에게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따스한 희망의 빛을 선사합니다.

나눔과 배려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골프존문화재단

골프존뉴딘그룹 사회공헌활동

장애인 스크린 및 
필드골프대회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골프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대회를 
진행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선골프대회

매년 후원 작가들을 선정하여
후원금을 조성하고 작품 판로를 
열어주는 후원행사입니다.

사랑나눔 큰잔치

사랑의 밥차

희망행복나눔페스티벌

매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독거 및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필품 전달을 통해 행복한 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소외계층, 독거어르신 등 
연 24,000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그룹 임직원자원봉사 활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매해 연말,  소외계층 어린이, 다문화가정 아동
을 초청하여 골프존뉴딘그룹 
임직원이 1일 산타가 되어 공연, 
마술쇼와 같은 문화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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