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고객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불어의 'Ciel'이라는 단어는

고대 우주론에서의 '하늘, 천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집, 보금자리'를 뜻하는 'Maison'이란 단어가 더해져 

'하늘의 보금자리'라는 의미를 지닌 'The Hotel Maison de Ciel'이 탄생했습니다.

대지와 사람을 끌어안는 하늘의 포근함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메종드시엘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메종드시엘의 환영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로비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맞이할 때부터 떠나실 때까지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외테라스에서 최고의 저녁을 만끽하십시오.

클럽 정상에 마련된 테라스는 최고의 전망을 선사합니다. 

지는 노을과 함께 즐기는 바비큐는 메종드시엘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로비_Lobby

야외테라스_Roof top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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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쾌적한 객실에서 최고의 전망까지.

서로 다른 스타일의 룸들은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부응하며, 일반 호텔 평균 2배 사이즈로 크게 설계한 객실은 골프클럽을 이용하시는 

고객의 특성과 스타일을 배려한 저희 메종드시엘의 자랑입니다. 또한 객실 창문으로 펼쳐지는 전망은 뉴스프링빌 CC의 54홀뿐만이 아니라 

맑은 날에는 50km밖 이천 평야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view를 선사합니다.

. Korean Style : Standard / Deluxe / Suite

. Western Style : Standard / Deluxe / Suite

객실_Guest rooms

더 호텔 메종드시엘 특집

메종드시엘 객실현황 

마운틴레이크 뷰 Mountain lake view / 골프코스 뷰 Golf course view (양실, 한실)

11평형 / 12평형 / 13평형 / 15평형 / 21평형 / 23평형 (최대 200여 명 숙박 가능)



고객님의 성공비즈니스를 보장합니다.

골프와 함께 이뤄지는 비즈니스를 위해 메종드시엘에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시설을 갖추고 100인 이상의 교육이 가능한 메인 룸 외에 

여러 형태의 룸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뉴스프링빌 CC만의 특별한 밤을 만들어 드립니다.

레드와인의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준 아젤리아 바에서 특별히 선별한 와인과 함께 매력적인 밤을 즐겨 보십시오.

최첨단 음향과 영상을 갖춘 아젤리아 룸에서는 즐거운 노래와 함께 Private party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실_Seminar rooms

아젤리아 바_Azalea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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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엄선된 명품들,

뉴스프링빌 CC 프로샵에서 Quality Golf를 선택하십시오.
탑브랜드 골프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적합한 지역 농축산물을 다양하게 마련 하였습니다.

문의: 031) 630-7522(이천), 054) 450-2805(백화산)

레가시 에어팩스 골프볼은 부드러운 타구
감을 제공하는 듀얼 코어 구조로 볼의 스
피드를 한층 높여주어 폭발적인 비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격 : 40,000 원 
봉황쌀은 간척지에서 재배돼 기름지고 맛
이 좋습니다. 4개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2
년 연속 브랜드 쌀에 선정된 전국 최우수 
쌀로 찰 지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쌀입니
다.

가격 : 38,000(10kg)원 

최대치의 관성모멘트로 비거리와 방향성
을 실현시킨 신개발 고반발 3피스 젝시오 
슈퍼XD플러스 화이트, 핑크, 블루, 옐로, 
오렌지 등 총 5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었습
니다.  

가격 : 88,000 원 

조선시대부터 진상미로 널리 알려진 이천
쌀은 무기질이 풍부한 지하수로 인해 쌀
의 밥맛이 좋고 찰진 이천 대표 브랜드 
쌀입니다. 

가격 : 50,000 (10kg)원 
       30,000  (4kg)원

맛이 상큼하고 빛깔이 곱고 선명한 특품으로 
선물용으로 제격입니다.

가격 : 70,000 원 

부족한 영양을 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는 
찰현미와 찹쌀은 백미와 함께 혼합하여 
곁들이면 섬유질의 양이 8.8배, 마그네슘
이 12배나 되는 우수한 영양소가 가득한 
건강식품입니다.

가격 : 30,000 원 

캘러웨이 골프공 젝시오 골프공 임금님표 이천쌀(10/4kg) 

이종혼합( 사과 및 배 )

강진 봉황쌀(10kg)

찰현미  찹쌀

프로샵



필드 에세이

어느 파란 가을하늘 아래에서 
알바트로스를 떠올리며.

구름 한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

여느때와 다르게 마음이 한결 가

벼워지는 날이다. 왠지 오늘은 모

든게 순조로이 잘 풀릴 것 같은 

마음에 출근을 했다. 

항상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좌우명으로 남성회원님 네분과 함

께 라운드를 시작했다. 

오래된 회원님이셨고, 전에도 몇 번 

라운드를 함께 했던 기억이 난다.

회원님 또한 나를 기억해 주셨다.

승부욕이 강한 회원님인지라 미스샷이 생기지 않게 서로 파이팅을 하며 알프스 

8번홀까지 왔다. 

티샷은 네분 모두 굿샷! 이었다. 티샷이 좋아 투온 거리가 남은 한 회원님의 샷이 

왼쪽 언덕으로 갔다. 에지까지 내려와 있을꺼라 생각하고 그린에 올라갔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그린 근처에 볼이 보이지 않았다. 그 볼이 갈만한 곳은 모두 

찾아 봤지만 역시나 없었다. 

그때, 홀컵이 빛을 발산하며 나를 끌어당겼다. 이게 웬일인가! 그 작은 홀컵 안

에서 볼이 환하게 웃고 있는게 아닌가! 순간 놀란 나는 큰소리로 “회원님! 회원님! 

볼이 홀컵 안에. 알바트로스 입니다.”라고 외쳤다. 

모두가 달려와 확인한 순간 몇 초 동안 한자리에서 얼음 상태였지만, 이후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다. 

홀인원보다, 평생 골퍼들에게 나오기 힘들다는‘알바트로스’, 이 광경을 처음 경험한 

회원들과 나는 당황하면서도 매우 기뻤다. 

시간이 2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때 일을 생각하면 힘들고 지쳐도 운이 나에

게로 온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최선을 다하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느껴

진다. 

이 행운이 모든 고객님들과도 함께하길 기원하며.

경기보조원: 김 연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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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사자성어

1. 폼도 좋고 스코어도 좋으면 : 금상첨화

2. 폼은 좋은데 스코어가 나쁘면 : 유명무실

3. 폼은 나빠도 스코어가 좋으면 : 천만다행

4. 폼도 나쁘고 스코어도 나쁘면 : 설상가상

골프 인생의 4단계

1단계 : 막 시작한 사람들 단계다.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를 권한다.

2단계 : 어느 정도 알게 된 사람들 단계다.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를 가르치려고 한다.

3단계 : 제법 잘하는 사람들 단계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만약 누가 물어오면

       ‘잘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한다.

4단계 : 골프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 단계다. 

         누가 물어오면‘나 같은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비디오를

         보거나 일류 프로에게 배우라’고 한다.

내공별 핸디캡 등급

1. 입신  (0~4) :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신의 경지로 초월한 존재

2. 초인  (5~9) : 절대무적의 강자로 지존급의 고수

3. 달인(10~13) : 경지에 도달한 자로 가정을 포기해야 가능한 자리

4. 고수(14~18) : 대단한 고수가 된 듯한 착각으로 기고만장한 자리

5. 중수(19~22) : 허구한 날 뭔가를 깨달아 이제 다 된 것 같은 몽상에

                    빠진 부류

6. 평수(23~27) : 폼은 잡으나 항상 돈으로 메우는 수준

7. 하수(28이상) : 입문 초기로 핍박과 서러움으로 한 맺힌 자리

골프 명언

데이비드 로버트포건: 골프는 용사처럼 플레이하고 신사처럼 행동하

는 게임이다.

아놀드 파머: 골프에서의 승리는 체력보단 정신력과 강인한 인격에 있다.

해리 바든: 골퍼에 대한 가장 명예스러운 칭찬은 "그는 모든 종류의 

샷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다.

게리 플레이어: 위대한 플레이일지라도 여러 차례 패하는 것이 골프이다.

그랜트랜드 라이스: 골프의 가장 중요한 철칙이면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철칙은 "눈을 볼에서 떼지 말라"이다.

벤 호건: 골프에 나이는 없다. 의지만 있다면 몇 살에 시작해도 향상이 

있다.

보비 존스: 나는 파(par)라는 올드맨(old man)을 상대하게 되면서 큰 경

기를 여러 차례 이길 수 있었다.

레스리 숀: 정신집중이란 한가지 목적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플

레이 중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골프홀릭 판별법(7개 이상 해당하면 골프홀릭)

1.  라운드 때문에 집안일을 놓친 적이 있다.

2. 배우자보다 골프에 더 흥미를 느낀다.

3. 클럽을 수시로 바꾼다.

4. 길거리에서 가끔 라이를 살핀다.

5. 비올 때 우산으로 스윙연습을 한다.

6.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18홀 후 9홀 추가 욕구가 생긴다.

7. 해외 출장시 골프 클럽을 제일 먼저 챙긴다

8. 주말에 라운드를 못하면 신경질적으로 변한다.

9. 아이들 성적보다 본인의 스코어에 더 민감하다.

10.집 장만보다 골프 회원권에 더 관심이 많다.

웃자는 얘기

그/늘/집/유/머

알프스 5홀  그늘집



예약 일정표

뉴스프링빌 CC 2011년도 하반기 주말예약 일정표

예 약 안 내
※ 상기 일정은 클럽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원제 02_2263_0707, 0808 / 퍼블릭 02_2265_0606 / 팩스 02_2263_2027
홈페이지 : http://www.newspring.co.kr

퍼블릭 02_2285_1700 / 팩스 02_2263_2027 / 홈페이지 : http://www.newspring.co.kr

2011년 가을호  l 발행인 및 편집인 : 황병관  ㅣ 발행처 : 뉴 스프링빌 컨트리클럽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 76

TEL . 031_630_7500  FAX . 031_630_7600 / 서울사무소  TEL . 02_2263_2001~4 FAX . 02_2263_2027

기획 및 편집 :(주)이노비컴솔리드, 디자인아이  TEL . 02_422_1415

뉴스프링빌 CC 이천

뉴스프링빌II CC 백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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