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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19년 4월 2일 (화) / April 2 (Tue) 2019

· 휴관 시설

  피트니스, 사우나, 사우나 라운지, 트룬골프 아카데미, 몽상클레르, 멤버스 라운지, 클럽 컨시어지, 키즈클럽

· 정상 운영 시설

  실내 수영장,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스파, 갤러리

· Closed

  Fitness Centre, Sauna, Sauna Lounge, Troon Golf Academy, Mont St. Clair, Member’s Lounge, Club Concierge, 

  and Kids Club  

  *Indoor Pool, The Club Member’s Restaurant, Spa and Gallery will be operated as normal. 

사우나 패밀리데이 Sauna Family Day

2019년 4월 14일 (일), 4월 28일 (일) / April 14 (Sun), April 28 (Sun) 2019

만 10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 동반 하에 입장이 가능하며 24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성별에 맞는 사우나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 

Kids under age 10 are admitted with their parents and those who are older than 24 months are required to use 

the Sauna proper for their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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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추가 입회 프로모션
 Banyan Tree Club & Spa Seoul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추가 입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기존 회원 구좌에 가족 추가 입회 시, 특별한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반얀트리 클럽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기쁨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대상

입회 특전

문의

2019년 4월 15일 (월) - 6월 14일 (금)

반얀트리 회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추가 시: 기프트카드 30만원권 제공

미성년 추가 시: 기프트카드 20만원권 제공

회원사업팀 02 2250 8099

가족과 함께하면 더 행복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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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회원 객실 바우처는 전자 쿠폰으로 발급되며 객실 예약 시 바우처 사용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바우처는 무효 처리되며 기타 혜택으로 대체 및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기한 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객실 바우처로 투숙하시는 회원님들께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드립니다.

※ 주말 및 성수기는 숙박 희망자가 몰려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원 객실 바우처 유효기간 안내

Validity of 2019 Room Voucher 

객실 업그레이드 프로모션 안내

Room Upgrade Promotion 

바우처 문의

객실 예약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5, 8173

객실예약과 02 2250 8074

기간

혜택

객실 예약

2019년 3월 1일 (금) - 4월 30일 (화)  

※금, 토요일 체크인 제외   ※예약 확정 시 취소 및 변경 불가

무료 바우처 1장 사용 시, 호텔동 일반 객실로 업그레이드

무료 바우처 2장 사용 시, 호텔동 스위트 객실로 업그레이드

객실예약과 02 2250 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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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 GALLERY 

기간

시간

혜택

장소

문의

기간

시간

프로그램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4월 1일 (월) - 4월 30일 (화)

11:00 - 20:00

최대 50% 할인 

*주얼리 및 오일 등 일부 제품 제외

반얀트리 갤러리

02 2250 8115, 8116

반얀트리 스파에서 선보이는 스프링 인덜젼스 트리트먼트와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해보세요.

겨우내 추위로 인해 긴장됐던 근육을 이완시키는 바디 마사지, 피부에 탄력과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미니 페이스 마사지와 핸드 또는 풋 파라핀 트리트먼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갤러리는 지난 달 진행했던 봄 맞이 세일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에 보답하고자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번 봄 맞이 세일은 봄을 맞아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반얀트리 갤러리의 수공예품 및 장식품, 바디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달의 프로모션 - 스프링 인덜젼스
Promotion of the Month - Spring Indulgence

봄 맞이 세일 
Spring into New Year 

2019년 4월 1일 (월) - 4월 30일 (화)

11:00 - 20:00

90분 트리트먼트 

(60분 전신 마사지 + 30분 미니 페이스 

 마사지 & 핸드 또는 풋 파라핀 트리트먼트)

회원 - 1인 270,000원 

*정상가 360,000원 (회원 25% 할인)

반얀트리 스파

02 2250 8115, 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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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준비물

장소

가격

문의

준비물

장소

가격

문의

날짜

시간

대상

인원

날짜

시간

대상

인원

강사

대상

준비물

장소

가격

문의

수영복, 수영모, 수경

실내 수영장

무료 *사전 예약 필수

02 2250 8105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G.X 스튜디오 

22,000원 / 1회 

*사전 예약 필수

02 2250 8118, 8120 

2019년 4월 12일 (금)

7:00 - 7:50

성인 회원

6명

2019년 4월 9일 (화)

17:00 - 17:50

성인 회원

10명

이경숙 (댄스핏 코리아)

성인 회원

수영복, 수영모, 수경

실내 수영장

Aqua 1:1  99,000원

Aqua 2:1  77,000원

*사전 예약 필수

*날짜 및 시간은 강사와 협의 가능

02 2250 8105

성인 중급 수영 오픈 클래스
Intermediate Swimming Lesson 

댄스핏 코리아와 함께하는 50분 순환 스트레칭
50mins Yoga Stretch with Dance Fit Korea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50분 순환 스트레칭을 소개합니다.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예쁜 봄 

예쁜 요가”에 참여해보세요. 

평영이 가능한 중급자를 대상으로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정다래가 성인 수영 오픈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체계적인 원 포인트 레슨을 통해 수영실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실내 수영장에서 아쿠아 운동 개인 레슨을 경험해보세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형 저강도 재활 운동부터 고강도 

체중 조절 운동까지 수중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겨보세요.

아쿠아 운동 개인 레슨
Aqua Exercise Private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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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준비물

장소

가격

문의

날짜

시간

대상

인원

강사

기간

대상

유효기간

혜택

장소

문의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G.X 스튜디오 

22,000원 / 1회 

*사전 예약 필수

02 2250 8118, 8120 

기간

시간

강사

장소

가격

문의

2019년 4월 1일 (월) 부터

6:00 - 22:00

반얀트리 인스트럭터

피트니스 1F

무료

02 2250 8118, 8120 

2019년 4월 30일 (화)

16:00 - 16:50

성인 회원

16명

김준성

상시

반얀트리 회원

결제일로부터 1년

사우나 입장료 12회 결제 시 550,000원

(정상가 12회 660,000원 / 1회 55,000원)

사우나

02 2250 8118, 8120

반얀트리 피프틴 프로그램
Banyan Tree Fifteen Program

김준성과 함께하는 스텝 에어로빅
Step Aerobics

스텝박스를 이용해 리듬에 맞춰 즐겁게 운동하는 댄스 

카디오 트레이닝 “스텝 에어로빅”에 참여해보세요. 짧은 

시간 안에 전신 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이며 하체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해주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경험해보세요.

반얀트리 인스트럭터가 제공하는 피프틴 프로그램과 함께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첫 방문 시>

인바디 측정 및 상담 → 목표 설정 (다이어트, 근육량 늘리기 등) → 스트레칭 → 기본 운동 

→ 마사지 케어 (총 30분)

<월 1회 정기 무료 15분 운동 프로그램 운영>

월 1회 무료 상담, 인바디 관리, 다양한 운동 방법 안내  

(골프와 수영에 효과적인 15분 스트레칭, 사우나 이용 전·후 15분 릴렉스 스트레칭 등) (총 15분)

가족과 친구, 가까운 지인과 함께 반얀트리 사우나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진정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사우나 입장료 12회 패키지 결제 시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비회원은 회원 동반 시에만 입장 가능

사우나 게스트 입장료 할인 프로모션
Sauna Entrance Fee Dis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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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트룬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Troon Advantage Program

트룬골프가 운영하는 전 세계 120여 골프 클럽에서 반얀트리 회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누려 

보십시오. 해외 유수의 프라이빗 골프 클럽 부킹 서비스 및 특별 할인 혜택 (그린피 약 10~40% 할인)

을 제공해 드립니다. 반얀트리 회원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플레이 할 수 있으며 30일 이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48시간 이전 취소 시 별도의 취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골프 클럽과 

그린피는 https://www.troon.com/troon-advantag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 2250 8125

회원님들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자 트룬골프 아카데미는 최근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새단장했습니다. 트룬골프 아카데미는 2개층 26개 타석을 비롯해 퍼팅 연습장, 벙커 연습장, 

스윙 분석 시스템 및 휴게공간을 보유한 회원 전용 야외 골프연습장입니다. 

이번 리뉴얼 공사를 통해 무인 타석 배정기 설치를 비롯하여 타석 매트 교체, 오토 티업기 시스템 교체, 

페어웨이 인조 잔디 교체, 퍼팅장 인조잔디 교체 등 골프 연습 시설이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스윙 분석기 트랙맨을 1대 추가로 설치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교한 샷을 

완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층 1번/6번 타석, 2층 13번 타석에 설치 (총 3대)

트룬골프 아카데미 리뉴얼
Troon Golf Academy Renewal



따사로운 5월 햇살 아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과 트룬골프 아카데미가

제 12회 회원 친선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가 느껴지는 자연 속에서 회원들과 친목을 다지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RESERVATION TROON GOLF  02 2250 8125, 8126

날짜 2019년 5월 13일 (월)

장소
블랙스톤 G.C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여로 459-160)

참가비

회원 250,000원      비회원 300,000원

포함 내역 그린피, 카트비, 조식비, 만찬비, 참가 상품, 시상품 포함

(그늘집, 음료 및 캐디비 미포함 / 개별 정산)

대상
반얀트리 클럽 회원 및 비회원

*144명 선착순 마감

※ 미결제 시 자동 취소

※ 환불 불가

※ 2019년 4월 30일 (화) 참가 신청 마감

※ 결제 순으로 예약 확정

제 12회 TROON GOLF 반얀트리 클럽 회원 친선 골프 토너먼트
The 12th TROON GOLF at Banyan Tree Club Friendship Golf Tourn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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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예쁘게 꾸민 화분에 미니 다육이를 정성스럽게 

심어보세요. 

나무에 망치로 못을 박고 그 위에 실을 엮어서 

봄꽃을 만들어보세요. 

스칸디아모스로 우리 집 천연 가습기를 

만들어보세요. 

라벤더 향기를 가득 담은 보랏빛 라벤더 비누를 

만들어보세요.

상큼한 딸기와 달콤한 생크림을 듬뿍 넣어 

입에서 살살 녹는 딸기 크레페를 만들어보세요. 

새콤 달콤 고소한 새우 볶음 쌀국수를 

만들어보세요.  

귀여운 곰돌이 모양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봄 

소풍을 떠나보세요.

여러 가지 채소를 다져 넣어 맛 좋은 피자 

만두를 빚어보세요.

미니 다육이 심기
Mini Succulents

스트링아트 - 꽃
String Art - Flower

스칸디아모스 콜라주 액자
Scandinavian Moss Collage

라벤더 비누
Lavender Soap

딸기 크레페
Strawberry Crepe

새우 볶음 쌀국수
Shrimp Pad Thai

곰돌이 캐릭터 도시락
Character Lunch Box

피자 만두
Pizza Dumpling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19년 4월 6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4월 13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4월 20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4월 14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4월 21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4월 27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4월 7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4월 28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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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어린이 재능 계발 프로젝트 “Musicians” 드럼 1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신나게 드럼을 치면서 음악을 향한 꿈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신나는 영어 액팅과 챈트를 통해 영어 말하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피비잉뮤에 참여해보세요. 

리듬감 있는 등장인물의 대사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하고, 영어의 악센트에 알맞은 리듬과 선율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정확한 영어 발음과 억양을 배울 수 있는 영어 뮤지컬 “피비 잉글리쉬 뮤지컬”을 

경험해보세요.

어린이 재능 계발 프로젝트 Ver. 6 - 드럼 1기 단원 모집
Musicians - Drum

피비잉뮤 
PB English Musical

기간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기간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매주 토요일 (총 8회)

12:00 - 12:50 (50분) 만 6~9세

13:00 - 13:50 (50분) 만 10~11세

440,000원 (8회)

*드럼 스틱 구매 비용 별도

*분기별 발표회 진행 시 레슨 금액 별도

키즈 회원 (만 6~11세)

키즈클럽

02 2250 8102

매주 월요일 (총 8회)

*8회 종료 후 미니 발표회 진행 예정

16:30 - 17:20 만 7~8세

17:40 - 18:30 만 5~6세

437,000원 (8회)

*수업 교재 1권 포함

키즈 회원 (만 5~8세)

키즈클럽

02 2250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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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키즈클럽이 한솔교육의 영아 전문 프리미엄 브랜드 핀덴과 제휴를 맺으며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키즈클럽은 핀덴의 대표 프로그램인 ‘핀덴 베베’와 ‘핀덴 톡톡’을 비롯해 한솔교육의 

어린이 전집 시리즈와 핀덴 잉글리시 시리즈 등 다양한 도서와 교구재 등을 갖추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리와 빛을 경험할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핀덴카’

와 융합 놀이가 가능한 ‘핀덴 빅하우스’와 ‘플레이 블록’ 등 다양한 놀이 제품을 비치해 아이들의 

오감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핀덴과 함께하는 키즈클럽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핀덴 라이브러리 
Kids Club Library By F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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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4월 1일 – 4월 11일 (월 - 목)

2019년 4월 15일 – 5월 31일 (상시)

15:00 – 18:00 (Last Order 17:00) 

벚꽃 에디션 디저트

핑크 치아씨드 티라미수, 핑크 코코넛 

판나코타, 프로마주 블랑, 가또 쇼콜라

아망드, 다쿠아롱, 크리스피 새우와 과카몰리 

2인 55,000원 (커피 또는 차 포함)

*스파클링 와인 2잔 추가 시 33,000원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가 설레는 봄을 맞아 벚꽃을 닮은 디저트로 가득 채워집니다. 

애프터눈 티 세트 “벚꽃 에디션”과 함께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며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만끽하세요.

애프터눈 퀄리티 타임 “벚꽃 에디션” 
Afternoon QualiTea Time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는 크랩 요리를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만나보세요.

현지의 맛을 구현한 크랩 요리와 함께 풍성한 세미 뷔페를 한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랩 나잇
Crab Night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3월 18일 – 4월 11일 (월 - 목)

2019년 4월 15일 – 5월 5일 (상시)

18:00 – 22:00 (Last Order 21:00)

*5월 4일과 5일은 점심과 저녁 운영합니다.

점심 12:00 – 15:00 (Last Order 14:30)

저녁 18:00 – 22:00 (Last Order 21:00)

칠리 크랩 / 블랙 페퍼 크랩

갈릭 머드 크랩 중 택 1

샐러드, 디저트를 포함한 풍성한 세미 뷔페

성인 130,000원 / 어린이 70,000원

(최소 2인 이상 주문 가능)

*무제한 생맥주 추가 1인 38,000원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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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19년 4월 1일 (월) – 4월 30일 (화) 

11:30 – 17:00 

토반 28,000원 

(완도 전복, 미역 솥밥, 해초 문어 쌈)

매실 막걸리 12,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000

지역 고유의 맛과 향을 가득 담은 향토 반상 ‘토반’을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만나보세요. 완도산 

전복과 미역을 듬뿍 담은 솥밥과 해초 문어 쌈으로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 내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토반 - 전라도편
Local Delicacies – Jeollado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위해 플라워 부케, 플라워 바구니, 레드 와인 등 다양한 

플라워 아이템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가정의 달 맞이 꽃 판매 
More Than Words 

기간

시간

장소

문의

2019년 4월 1일 (월) – 5월 8일 (수)

10:00 – 22:00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000  

*최소 3일 전 예약 필수

플라워 한 송이 15,000원 플라워 바구니 110,000원 플라워와 레드 와인 박스 각 1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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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먹는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을 더한 몽상클레르의 체리 블로섬 

에디션이 돌아왔습니다. 

알록달록 파스텔 색감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까지 

체리 블로섬 에디션을 놓치지 마세요.

봄날 나른한 오후 홍차 한 잔의 여유를 위하여 몽상클레르와 

미국 포틀랜드의 프리미엄 티 브랜드 ‘스티븐 스미스 티'가 

만났습니다. 촉촉한 몽상클레르의 카스텔라와 스티븐 스미스 

티의 은은하게 퍼지는 향과 풍미를 느껴보세요. 

체리 블로섬 에디션
Cherry Blossom Edition

스윗 스프링 티타임 
Sweet Spring Teatime

기간

메뉴

장소

문의

기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3월 22일 (금) – 4월 30일 (화) *한정 수량

체리 블로섬 쇼트 케이크  8,500원

체리 블로섬 마카롱  4,000원

체리 블로섬 앙팡  4,000원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

02 2250 8171

2019년 4월 1일 (월) – 5월 31일 (금) 

*휴관일 제외

카스텔라 2조각 (플레인 1조각, 홍차 1조각)

스미스 티 홍차 1잔 (얼그레이 또는 브라민)

10,000원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

02 2250 8171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봄을 맞아 쌈밥 스페셜을 준비 

했습니다. 자연의 싱싱한 맛과 멋을 그대로 담은 건강한 

쌈밥을 푸짐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쌈밥 스페셜
Ssambap Special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3월 4일 (월) – 4월 30일 (화)

11:30 – 21:00 

쌈 야채, 돼지 보쌈, 차돌볶음, 강된장

된장국, 달래전, 명이 장아찌, 겉절이 등

38,000원 (2인 이상 주문 가능)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000



17

DINING OFFERS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3월 18일 (월) – 5월 26일 (일)

18:00 – 22:00 (Last Order 20:30)

3가지 스타일의 안주 세트 (숙회, 적, 튀각), 

뉴욕 소주 또는 레드 와인 1병 

250,000원

페스타 다이닝 

02 2250 8000

2019년 4월 1일 (월) – 4월 30일 (화)

15:00 – 17:00

다양한 디저트와 세이보리 메뉴

커피 (1인당 큐브라테, 아인슈페너, 아포카토 중 택 1)

*커피 음료 대신 기본 커피 또는 티로 변경 가능 

44,000원 (2인 기준)

페스타 다이닝 

02 2250 8000

봄날 남산의 정취가 느껴지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대에 페스타 다이닝이 제안하는 3가지 스타일의 

안주 메뉴와 와인 또는 뉴욕 소주와의 마리아주를 경험해보세요.

어울림 酒
Eeoulim 酒 

싱그러운 봄 향기가 가득한 페스타 다이닝에서 다채로운 디저트와 커피를 즐겨보세요. 

고소한 우유와 커피얼음이 조화를 이룬 큐브 라테, 부드러운 크림과 진한 커피향을 느낄 수 있는 

아인슈페너 등 페스타 다이닝만의 맛으로 만들어낸 특별한 커피를 선보입니다.

가든 커피
Garden Coffee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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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기간

시간

가격

메뉴

장소

문의

상시

(단, 대관 행사 및 12월 24일, 25일과 31일은 제외) 

18:00 – 21:00

39,000원 (1인)

생맥주 및 스파클링 와인 무제한

(기본 안주 넛츠 포함)

문 바

02 2250 8000

회식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문 바는 회식 데이를 선보입니다. 

반짝이는 남산 타워와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문 바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무제한 

생맥주와 와인이 제공되는 회식을 계획해보세요.

회식 데이
Team Night Out 

봄기운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 스페셜 칵테일 레시피를 문 바에서 만나보세요. 복숭아와 벚꽃 향의 

부드러운 칵테일, 로즈 향이 감도는 스파클링 칵테일 등 봄을 위한 달콤한 칵테일 4종을 선보입니다.

봄 스페셜 칵테일 

Spring Special Cocktail

기간

시간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3월 1일 (금) - 5월 31일 (금)

18:00 – 2:00

칵테일 1잔 25,000원 

문 바 (20F)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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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블룸비스타는 최고의 호텔시설과 서비스, 최첨단 연수ㆍ컨퍼런스 시설을 융합한 Hotel & Conference 

복합 시설로서 서울 도심에서 차량으로 50분 거리 경기도 양평에 위치하고 있는 4성 호텔입니다. 남한강의 

고즈넉한 주변 환경과 호텔의 정갈한 인테리어, 넓은 공간은 고객들에게 편안함과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다양한 규모의 강의장과 최상의 컨퍼런스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 행사의 규모와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업 연수, 교육ㆍ세미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ㆍ남한강 조망의 안락한 객실

ㆍ애니메이션 캐릭터룸 

   (시크릿쥬쥬, 또봇, 콩순이)

Premium Accommodations Productive Conference Query & Reservation

ㆍ40개 다목적 컨퍼런스 시설 

ㆍ최첨단 강의시설과 운영 지원

ㆍ객실 예약  031 770 8888  

ㆍ연수 문의  031 770 8816 

호텔과 컨퍼런스의 아름다운 공존

Hotel & Conference

THE BLOOMVISTA Hotel & Conference   (12575)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316  I  www.bloomvista.co.kr



※ 상기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건물의 내·외부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영프로그램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RAUM PRESTIGE HOUSING SERVICE

이미지컷 이미지컷

라이프 매니지먼트 서비스

[ 더 라움 컨시어지 ]

VVIP 프라이빗 멤버십

[ 더 라움 하이니스 ]

이미지컷 이미지컷

프리미엄 커뮤니티

[ 더 라움 테라스 ]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 더 라움 웰니스 ]

THE RAUM 67Type

트라움하우스가 짓는 펜트하우스
2019년 현재 국내 최고가 공동주택 자리를 14년간 지켜온 

트라움하우스의 새로운 주거작품

더 라움 펜트하우스

상위 1% 하이엔드급 커뮤니티!

건대입구역  더 라움 펜트하우스 국내 최초 퍼펙트 에어 솔루션 598-710102)
문  의

0313건대입구더라움-반얀트리매거진최종.indd   1 2019. 3. 13.   오후 1:47

반얀트리 회원임을 미리 밝히고 분양 계약하신 분들께는 반얀트리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1박 투숙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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