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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BANYAN TREE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한 시간, 서울 도심에서는 10분 거리의 고요한 남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반얀트리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도심형 리조트입니다. 이곳에서 분주하고
바쁜 도심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삶의 여유로움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
오아시스 | 피트니스 센터 | 실내 수영장 | 사우나 | 키즈 클럽 | 트룬 골프 |
테니스 코트 | 풋살 필드 | 농구장 | 반얀트리 스파 & 갤러리

레스토랑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
페스타 다이닝 | 오아시스 야외 키친 | 문 바
중국

연회 & 웨딩
크리스탈 볼룸 | 보드룸 | 남산 테라스 & 셀레스테 | 페스타 홀

한국

일본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시간 거리에 위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공항

THE HOTEL
NAMSAN POOL DELUXE ROOM &
NAMSAN POOL PREMIER ROOM
남산 풀 디럭스 룸과 남산 풀 프리미어 룸은 50m2부터 70m2까지의 면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 층에 4개의 객실만을 조성해 조용한 분위기에서 프라이빗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백의 미를 살린 심플한 인테리어로 마음까지 여유로워집니다. 모든 객실에 설비된 릴랙세이션
풀에서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볼 수 있어 심신에 만족스러운 휴식을 제공합니다.

남산 풀 디럭스 룸 – 면적 약 50 ~ 56m2
남산 풀 프리미어 룸 – 면적 약 59 ~ 70m2

*실측은 다를 수 있습니다.

NAMSAN POOL SUITE &
NAMSAN POOL PREMIER SUITE
70m2부터 105m2까지의 공간으로 구성된 남산 풀 스위트, 남산 풀 프리미어 스위트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공간을 보다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관의 완성체라 할 수 있는
남산과 N서울타워가 어우러진 전망을 넓은 거실에서 한 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침실과 로맨틱한 릴랙세이션 풀 또한 스위트 룸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 층에 2개의 객실로 구성된 객실에서 안식을 취해 보십시오.

남산 풀 스위트 – 면적 약 70 ~ 90m2
남산 풀 프리미어 스위트 – 면적 약 96 ~ 105m2

*실측은 다를 수 있습니다.

SPA SANCTUARY SUITE
스파 생크추어리 스위트에 투숙하시는 고객께는 반얀트리만의 색다른 힐링을 선사합니다.
한 층에 2개의 객실로만 구성된 객실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웰컴 풋
마사지가 제공되며, 스파 생크추어리 스위트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턴다운 마사지 및 셋업이
준비됩니다. 또한, 투숙 기간 중에는 반얀트리 스파의 숙련된 테라피스트들이 선사하는 바디
마사지를 제한 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파 생크추어리 스위트 – 면적 약 70 ~ 90m2

*실측은 다를 수 있습니다.

PRESIDENTIAL SUITE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사계절마다 펼쳐지는 남산의 장관과 서울의 전경을 그 어느 곳에서 보다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객실입니다. 약 300m2의 넓은 평수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이닝, 거실, 릴랙세이션 풀이 있는 1층의 공용 공간과 두 개의 침실이 있는 2층의 침실 공간으로
각각 나누어집니다. 남산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는 남산의 전경을, 반얀 프레지덴셜 스위트에는
서울 시내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 – 면적 약 279m2 ~ 315m2
*실측은 다를 수 있습니다.

THE CLUB
BANYAN ROOM & BANYAN POOL DELUXE ROOM
클럽동에 위치한 14개의 반얀 룸, 반얀 풀 디럭스 룸은 남산 및 서울 시내를 전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얀 풀 디럭스 룸에 설비된 릴랙세이션 풀은 편안한 휴식의 공간을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객실마다 반얀트리가 추구하는 자연의 느낌 그대로를 객실 곳곳에 개성 있게
녹여 심리적 편안함까지 제공합니다.

반얀 룸 – 면적 약 49 ~ 59m2

반얀 풀 디럭스룸 – 면적 약 48 ~ 64m2

*실측은 다를 수 있습니다.

BANYAN SUITE
클럽동 6층에 위치한 약 77m2의 반얀 스위트는 침실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로, 욕조가 구비된
욕실과 킹사이즈 침대가 갖춰져 있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반얀 스위트 – 면적 약 76 ~ 77m2
*실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약 또는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Jang Chung Dan-Ro 60, Jung-Gu,
Seoul 04605, Korea
Tel: +82 2 2250 8000
Fax: +82 2 2250 8009
clubandspa-seoul@banyantree.com

기업 사무소

중국 - 심양
Tel: +86 24 2318 8888
Fax: +86 24 2318 8888 ext 3057
sales-shenyang@banyantree.com

글로벌 예약 무료 전화

홍콩
Tel: +852 2247 8403
Fax: +852 2312 2317
sales-hongkong@banyantree.com

미국
Tel: 1 800 591 0439

반얀트리 호텔 앤 리조트
그룹 세일즈 & 마케팅

211 Upper Bukit Timah Road
Singapore 588182
Tel: +65 6849 5888
Fax: +65 6462 2800
corporate@banyantree.com

월드와이드 세일즈
아메리카 대륙
미국 - 로스 앤젤레스
Tel: +1 805 212 8148
sales-losangeles@banyantree.com
미국 - 뉴욕
Tel: +1 917 213 0193
Fax: +1 718 889 2416
sales-newyork@banyantree.com

일본 / 한국
Tel: +81 3 5542 3511
Fax: +81 3 5542 3512
sales-tokyo@banyantree.com
동남아시아
Tel: +65 6849 5833
Fax: +65 6462 9800
sales-singapore@banyantree.com
대만
Tel: +886 2 2509 2368
Fax: +886 2 2509 2286
sales-taiwan@banyantree.com

유럽

아메리카 대륙

멕시코
Tel: 001 888 213 4992
기타 국가
Tel: +1 407 284 4284

아시아
호주
Tel: 1800 050 019
중국
Tel: 400 921 9789
홍콩
Tel: 800 903 881
일본
Tel: 0120 778 187

아시아

프랑스
Tel: +33 1 42 25 96 65
Fax: +33 1 42 25 90 91
sales-paris@banyantree.com

호주
Tel: +61 2 9411 5576
Fax: +61 2 9279 0780
sales-sydney@banyantree.com

독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
Tel: +49 30 288 7329 11
Fax: +49 30 288 7329 29
sales-germany@banyantree.com

기타 국가
Tel: +65 62325505

중국 - 북경
Tel: +86 10 8515 1828
Fax: +86 10 8587 0308
sales-beijing@banyantree.com

러시아
Tel: +7 965 35 10 226
sales-russia@banyantree.com

프랑스
Tel: 00800 300 200 00

중국 - 청두
Tel: +86 28 6606 7133
sales-chengdu@banyantree.com
중국 - 광저우
Tel: +86 20 2826 1896
Fax: +86 20 2826 1897
sales-guangzhou@banyantree.com
중국 - 곤명
Tel: +86 189 8829 4621
sales-kunming@banyantree.com
중국 - 상해
Tel: +86 21 6335 2929
Fax: +86 21 6335 0658
sales-shanghai@banyantree.com

영국
Tel: +44 20 7874 1595
sales-london@banyantree.com

싱가포르
Tel: 1800 232 5599

유럽

독일
Tel: 00800 300 200 00
스페인
Tel: 00800 300 200 00

중동
아랍 에이리트 연방
Tel: +971 50 688 55 29
sales-dubai@banyantree.com

영국
Tel: 00800 300 200 00
기타 국가
Tel: +49 6966419608

남부아시아
중동
인도
Tel: +91 11 4600 0560
sales-india@banyantree.com

아랍 에이리트 연방
Tel: 800 065 0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