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제천 리조트는 알프스 작은 마을의 샬레를 떠오르게 하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돌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 그대로 살린 나무집의 편안함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자연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예술 이벤트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이곳에선 
신라 고찰 정방사, 호수 바람과 명산의 기운이 그윽한 자드락길, 중원의 역사가 
살아있는 청풍문화재단지 등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도 접할 수 있습니다.



CLUB ES JECHEON
클럽 ES 제천



ROYAL ROOM
로얄룸



ROYAL ROOM
로얄룸



ROYAL ROOM
로얄룸



HOUSE OF MEDITATION
명상의 집

LOCATION  On the Bridge
위치       구름다리 위



WOODY HEAL
우디힐

LOCATION  Front of Ridge Hamlet 
위치       릿지햄릿동 앞



PAPA’S BROT
파파스브로트

LOCATION  Front of Romantic garden
위치       로맨틱가든 앞



PAPA’S BROT
파파스브로트

LOCATION  Front of Romantic garden
위치       로맨틱가든 앞



GOGAEMARU
고개마루 

LOCATION  Next to Swimming pool
위치       수영장 옆



GOGAEMARU
고개마루 

LOCATION  Next to Swimming pool
위치       수영장 옆



OBSERVATION DECK
전망데크

LOCATION  Next to Swimming pool
위치       수영장 옆



SWIMMING POOL
야외 수영장

LOCATION  Next to GOGAEMARU
위치       고개마루 옆



GRASS SQUARE
잔디광장

LOCATION  Next to Romantic garden
위치       로맨틱가든 옆



OUTDOOR PLAYGROUND
어린이 놀이터

LOCATION  On top of Romantic garden
위치       로맨틱가든 위



PLAYGROUND
실내 놀이방

LOCATION  On top of Outdoor playground
위치       어린이 놀이터 위



TABLE TENNIS
탁구장

CONVENIONCE STORE
편의점



TRAIL
산책로

PUTTING GREEN
퍼팅장



ROMANTIC GARDEN
로맨틱가든

LOCATION  Front of Papa’s brot
위치       파파스브로트 앞



도시는 비대해지고 문명은 발전했지만 사람은 점점 자연과 괴리되어 왔습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콘크리트 대형 건물로 떠나 유흥을 즐기다 보니 휴가를 떠나서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도시인들에게 복잡한 현대사회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휴식을 선물하고 
유흥이 아닌 조용히 산책하고 사색하는 새로운 여가문화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담아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의 일부가 된 휴양촌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나무와 바람이 머무는 자연의 공간이자 매주 콘서트가 열리는 음악의 공간이며
책과 사색이 머무르는 문화의 공간입니다.
아울러 과거를 그리워하고 일탈을 꿈꾸는 여럿이 두루 어울려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멤버십 클럽입니다.

앞으로도 CLUB ES만의 멋과 맛을 담아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자연을 테마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편안한 휴양촌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