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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20년 3월 3일 (화) / March 3 (Tue) 2020

· 휴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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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클럽

· 정상 운영 시설

  실내 수영장, 스파 & 갤러리

· Facilities subject to closing

  Fitness, Sauna, Sauna Lounge, Troon Golf Academy, Mont St. Clair, Club Member’s Restaurant, Member's Lounge, 

  Club Concierge, Kids Club

· The Indoor Pool, Spa & Spa Gallery will be open for business as usual.

사우나 패밀리데이 Sauna Family Day

트룬골프 아카데미 운영 시간 Troon Golf Academy Operating Hours

6: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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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VENT REVIEW

PEOPLE

CULTURE

SPA & GALLERY 

GALLERY INSHOP

RECREATION 

KIDS CLUB ACTIVITIES

GLOBAL BANYANTREE

DINING OFFERS

2020년 3월 8일 (일), 22일 (일) / March 8 (Sun), 22 (S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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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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더 많은 가족과 함께 반얀트리를 즐겨보세요! 

비직계 가족 추가 입회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간

혜택

문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개인 및 가족회원

2020년 3월 31일 (화) 까지

- 성인 추가      레스토랑 바우처 30만원

- 미성년 추가   레스토랑 바우처 20만원

회원사업팀 02 2250 8099

※ 대상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비직계 가족 추가 입회 프로모션

Extended Family Member Admissio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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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0년 회원 바우처 발급 안내 

2020 Membership Voucher Issuance Notice

객실 업그레이드 프로모션 안내

Room Upgrade Promotion

객실 특별 할인 프로모션 안내
Room Special Offers

2020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객실 바우

처와 레스토랑 바우처를 모두 전자 바우처로 제공해 드립니다. 레스토랑 바우처는 2020년 3월 31

일 이후 연회비를 납부하실 경우 발급이 제한되오니 기한 내 납부 바랍니다.

무료 객실 바우처로 투숙하시는 회원님들께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드립니다.

반얀트리 서울의 호텔동 객실을 회원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 객실 바우처와 레스토랑 바우처는 2020년에 한하여 1월 1일부터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2월 1일부터 차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희망하시는 날짜에 예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만료 전 소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기간

혜택

기간

가격

문의

2020년 3월 31일 (화) 까지

무료 및 할인 바우처 1장 사용 시 객실 2단계 업그레이드 (Namsan Pool Suite 이상 객실 예약 제외)

※ 금, 토요일 및 공휴일 체크인 제외   ※ 예약 확정 시 취소 및 변경 불가

2020년 3월 31일 (화) 까지

- Namsan Pool Deluxe 354,750원      - Namsan Pool Premier 396,000원

- Namsan Pool Suite 511,500원         - Namsan Pool Premier Suite 676,500원

※ 조식 불포함    ※ 할인 혜택 적용 시 객실 무료 및 할인 바우처 중복 사용 불가

※ 예약 확정 시 취소 및 변경 불가    ※ 금, 토요일 및 공휴일 체크인 제외

객실예약과 02 2250 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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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10주년 기념 프로모션 안내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Let It Bloom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지난 10년간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반얀트리를 활짝 꽃피워 주세요.

각 참여 업장에서 쿠폰 수령 후 조건을 충족하여

쿠폰 도장을 모두 적립하시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10주년 기념 선물

※ 갤러리 지정제품으로 변경 가능

· 참여 방법 · 

· 기프트 수령 기간 ·

· 참여 업장 · 

· 참여 혜택 · 

Room

Fi tness Cent re

SPA & GALLERY

Sauna

반얀트리 서울 쿠폰북

※ 반얀트리 서울에서 사용가능한 할인 및 무료 쿠폰 

(유효기간: 20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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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별 도장 적립 조건

쿠폰 사용 시 유의사항

기프트 수령 안내

객실 할인(20%, 30%) 바우처 사용 시

스크럽&마사지 패키지 결제 시 

세화 월정기권 4달 이상 결제시 

12회 입장료 패키지 결제시 (2개)

주니어 레슨 1회 이상 결제 시

트룬골프 주최 대회 참가 시

골핏 피팅 1회 이상 진행 시

도장 쿠폰 수령 시 회원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명과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장 적립이 불가합니다.

타 회원과 쿠폰 합산은 불가하며 본인의 쿠폰에만 적립 가능합니다.

결제 취소 시 기적립된 도장은 회수됩니다.

도장 쿠폰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

도장 쿠폰 도난 및 분실 시 기적립된 도장은 재적립이 불가합니다.

도장 쿠폰 적립 완료 후 기프트 수령은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기프트 수령은 본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기프트 수령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린이날, 할로윈, 파티, 재능계발 

프로그램 중 1가지 이상 참여 시

스크럽&마사지 패키지 결제 시 

세화 월정기권 4달 이상 결제시 

12회 입장료 패키지 결제시 (2개)

와인 또는 위스키 한병 이용 시

시그니처 코스메뉴 2인 이상 주문 시

(초이스 런치/ 테이스팅 디너)

*1일 최대 2개 적립 가능(점심, 저녁)

10주년 기념 스파 패키지 

"반얀 블라썸" 예약 시

갤러리 10만원 이상 구매 시

웰컴센터에서 20만원 이상 결제 시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객실

사우나

트룬골프

키즈클럽

피트니스

문 바

페스타 바이 민구

스파 앤 갤러리

오아시스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오아시스 아웃도어키친

문의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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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0 블링크 – 제휴 회원사 안내

2020 BLINK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2018년 7월, 업계 최초로 회원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블링크(BLINK)’

를 론칭했습니다. 2020년에는 뷰티, 패션, 문화, 리빙, 컨설팅, 자동차, 레스토랑, 메티컬, 건축·인테

리어, 헬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66개 업체가 블링크 제휴 회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블링크는 클럽 

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상품의 홍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혜택을 공유하도록 해 회원 상

호간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회원사의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클

래스나 프로모션 행사에 대한 지원 등 회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블링크를 

선보일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패션

문화

리빙

컨설팅

자동차

푸드

레스토랑

메디컬

헬스

건축

인테리어

뷰티

솔티하티 typeface

M i n  L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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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EVIEW

힐링 문화공간 와플 목공방과 함께 내가 직접 만들고 조립한 

나만의 아날로그 원목 라디오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날로그가 품은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와플 목공방’에 이어 ‘슬로우드’와 함께 새롭게 진행되는 

목공클래스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5일, 12일 이틀간 한국 앤티크와 서양 앤티크 

컬렉터로서, 품격 있고 따뜻한 홈 문화의 전도사인 이고 갤러리 

백정림 대표님과 함께 행복한 식탁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홈 

문화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문학과 함께하는 

앤티크 테이블 스타일링 클래스와 앤티크 컬렉션을 활용한 

홈 인테리어, 홈 파티 등에 대해 알아보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월에는 달콤한 발렌타인 데이를 맞이하여 블레스 유 플라워와 함께 사랑 가득한 '플라워 박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직접 만드는 향긋한 플라워 박스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는 

설레임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3월에는 플라워 리스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

시간  

가격

장소

강사

문의

'블레스 유 플라워'와 함께하는 플라워 클래스: 플라워 리스

Flower Class with Bless You Flower : Flower Wreath

2020년 3월 2일 (월)

14:00 - 16:00

회원 110,000원, 비회원 130,000원 

(재료비 포함)

보드룸 B (호텔동 2F)

최민지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블레스 유 플라워’와 함께하는 플라워 클래스

Flower Class with Bless You Flower

‘와플 목공방’과 함께하는 목공 클래스

Wood Class with Waple

‘이고갤러리’와 함께하는 앤티크 클래스

Antique Class with YIGO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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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슬로우드’ 조남희 대표 인터뷰

‘Slowood’ CEO Interview 

날짜

시간  

가격

장소

문의

 <목공 클래스 : 인센스 홀더>

2020년 3월 26일 (목) 

14:00 - 16:00

회원 120,000원 

비회원 140,000원 

보드룸 B (호텔동 2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1. 슬로우드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무 작업을 하며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고 싶었던 바램으로 

‘슬로우’에 ‘우드’를 더한 합성어 ‘슬로우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목공예의 매력은 뭘까요?

우드카빙이 목가구보다 좀 더 가까이서 나무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작업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라서 우드카빙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드카빙의 매력은 바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힐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슬로우드가 다수의 목공예 공방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차별점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나무 식기를 디자인해서 깎아 만드는 일을 처음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울 곳도, 만드는 

방법이 나와있는 서적조차 없어서 외국 서적들을 구해 독학하며 쌓아 온 노하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가구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식기에도 적용하여 만들고, 유학하며 배운 디자인을 바탕으로 오브제로써의 식기들을 

작업합니다. 두 곳의 작업실을 운영 중인데 작년에 오픈한 한남동 작업실은 우드카빙을 집처럼 편안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 주택을 개조했어요. 원데이 클래스 외에 프라이빗 클래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 수업을 듣게 될 반얀트리 회원분들에게 목공예의 팁을 하나 전한다면?

아마도 나무를 좋아하지만 만드는 건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수업을 신청했을 것 같아요. 첫번째 팁은 안전입니다. 

조각도 등 공구를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 항상 안전에 주의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니 잘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두번째 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울퉁불퉁하게 삐뚤어진 나의 첫 작품이 가장 소중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될 거에요. 

6. 목공예를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생활에 필요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려운 말 같지만 깎다 보면 칼을 다루는 

스킬은 늘어나고 나무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나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에요. 말 그대로 ‘슬로우드’인 것!!

3. 슬로우드의 대표적인 공예품, 나무수저는 디자인이 유니크하고 예쁩니다. 나무수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무로 만들어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수저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 수저를 만들 당시 대부분의 나무 수저들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모두 같은 디자인 위에 옻칠을 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입에 바로 닿는 수저에 무늬를 넣어 유니크한 디자인이지만 얇고 오목하게 만들어 음식을 먹을 

때 미각뿐만 아니라 예민한 촉각도 만족 시키고 싶어서 지금의 디자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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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Little Forest 

2020년 3월 4일 - 4월 6일

2020년 3월, 반얀트리 클럽동에서는 채혜선 작가의 분채 회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채혜선 작가는 한국 전통 민화 기법에 매료되어 회화작업을 시작하였고 민화의 자연적이고 

한국적인 모티브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한국화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3월 4일(수)부터 4월 6일(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Little Forest> 전시는 작가의 최근 작품들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연민과 따뜻함을 표현한 작품 10여점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채혜선 작가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삶을 바라고, 자신의 작품 속에서라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어놀기를 바라는 작가입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눈을 

돌렸을 때 멀리 여행을 떠나는 힐링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며, 계절감이 드러나는 자연과 

거기서 한가로이 거니는 동물들, 곧게 뻗은 자작나무 등을 통해 그녀의 신념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 속은 그녀의 동물에 대한 사랑의 공간이자,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수 있는 안전한 숲 속인 

셈입니다.  

이렇듯 작가의 작품은 재현 위주의 기존 민화와는 다른 차원의 감성과 상상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차원적 형상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기법이 아닌, 분채를 사용하여 세상을 그만의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작가의 남다른 작품 속 풍경은 세상을 보는 다소 독특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골프장을 다양한 생물들이 주인공인 세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표현되는 동물들의 고즈넉하면서도 유머가 있는 이야기들은 그녀의 상상력과 감수성이 빚어낸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새로움과 친근함, 생동감과 따뜻함을 함께 보여주며, 기발하면서도 미소를 짓게 하는 채혜선 작가의 

그림을 통해 감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이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18

2017

■ 작가 소개                                                   

채혜선 Chae Hyesun

갤러리 이즈                                          

갤러리 아트리에

현대 아트로 플레이스

Solo Exhibitions

2019

2018

2017

숨의 동화, 서울 숲 추수갤러리

빌라다르 페스티벌,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평화-꽃이 피다,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한울회전, 

한벽원갤러리

한울회전, 인사아트센터, 공간소풍, 부산

Group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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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yan Tree Home Fragrance Diffuser Set 

SPA & GALLERY

반얀트리 스파 – 화이트데이 스페셜 “스위트 로맨스” 스파 패키지 

Banyan Tree Spa – White Day Special "Sweet Romance" Spa Package

화이트데이엔 반얀트리 스파에서 달콤한 데이트를 즐겨 보세요. 지친 피부를 자극 없이 순하게 

씻어내고 윤기 있게 만들어 주는 ‘애플 그린티 바디 스크럽’,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긴장된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발리니스 바디 마사지, 건조한 날씨에 부쩍 거칠어진 손과 발을 매끈하고 

촉촉하게 되돌려 주는 ‘핸드&풋 파라핀 트리트먼트’, 붉은 장미 꽃잎을 띄운 욕조에서 즐기는 

로맨틱한 휴식까지. 둘만의 화이트데이를 더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은은한 로즈향이 풍기는 

아이 필로우를 스페셜 기프트로 선물해 드립니다.   

기간

시간

프로그램

혜택

가격

장소

문의

문의

2020년 3월 1일 (일) - 3월 31일 (화)

11:00 - 20:00

· 30분 애플 그린티 바디 스크럽

· 60분 발리니스 바디 마사지

· 30분 핸드 & 풋 파라핀 트리트먼트

· 30분 입욕

*아이 필로우 (로즈) 2개 증정

회원 30% 할인

정가 2인 기준 980,000원

회원 2인 기준 686,000원

반얀트리 스파

02 2250 8115, 8116

반얀트리 갤러리 02 2250 8115, 8116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하는 완벽한 데이트 코스

44,100원 *회원 10% 할인가

반얀트리 홈 프레그런스 디퓨저 세트

봄을 부르는 향기

로즈 제라늄

자스민 샌달우드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159,000원 →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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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INSHOP

2019년 7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갤러리 

인숍에서 팝업 스토어를 선보였던 블링크 회원사 ‘오디오갤러리 

(Audio Gallery)’가 인문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프라이빗 클래스를  

선보입니다.  스위스 명품 오디오 골드문트의 오디오 시스템과 

초고급 프로젝션으로 이루어진 오디오갤러리의 ‘골드문트 

시어터’에서 반얀트리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3월 1일부터 2개월 간 갤러리 인숍에서 카레클린트 X 누하스 안마의자 팝업 스토어가 열립니다. 안마의자 

또한 결국 가구의 일부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어 국내 수제작 가구 브랜드 카레클린트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누하스가 만나 클래식, 모던 2가지 타입의 가구형 안마의자를 선보입니다. 각각의 안마의자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디자인성을 가미했으며 기존의 묵직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했던 안마의자에서 

탈피하여 인테리어 가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다양한 질감과 컬러를 가진 

천연 소가죽과 패브릭으로 제작되어 안마 기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만족할 수 있는 카레클린트 X 누하스 

라이프스타일 가구형 안마의자를 갤러리 인숍에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11개 카레클린트, 누하스 

매장에서도 다양한 컬러의 클래식, 모던 타입의 안마의자를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라이프스타일 안마의자의 시작

기간

시간

장소

문의

2020년 3월 1일 (일) - 4월 30일 (목) 

11:00 - 20:00

갤러리 인숍 (클럽동 로비층)

카레클린트 청담점 1599 4797

누하스 아뜰리에 02 3409 7100

*갤러리 인숍에서 반얀트리 회원카드/모바일 

회원카드 제시 시 클래식·모던 타입 안마의자 

추가 5% 할인 (갤러리 인숍 입점 기간 내) 

*카레클린트 전국 매장 및 누하스 아뜰리에에서 

반얀트리 회원카드/모바일 회원카드 제시 시 

클래식·모던 타입 안마의자 추가 5% 할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갤러리 인숍 입점 기념 회원 특별 혜택

· 안마의자 체험 후 고객 카드 작성 시 몽상클레르 아메리카노 

  쿠폰 증정 *선착순 조기 마감 

· 안마의자 구매 시 32만원 상당의 원목 사이드 테이블 증정

갤러리 인숍 입점 문의  02 2250 8113

2020 블링크 이벤트 - 오디오갤러리

2020 BLINK Event with Audio Gallery

반얀트리 갤러리 인숍 – 카레클린트 X 누하스

Banyan Tree Gallery Inshop -  KAARE KLINT X NOUHAUS

일시

대상

주제

문의

2020년 3월 중 진행 예정 *상세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반얀트리 회원 (최대 10명)

‘엘비스 프레슬리와 미국 문화’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또는, ’베토벤 250주년’ (음악평론가 장일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02 2250 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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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기간

시간

가격

강사

장소

문의

상시

6:00 - 22:00

무료

반얀트리 트레이너

피트니스 1F

02 2250 8118, 8120 

반얀트리 피프틴 프로그램
Banyan Tree Fifteen Program

반얀트리 인스트럭터가 제공하는 피프틴 프로그램과 함께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첫 방문 시 반얀트리 스페셜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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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2 2250 8120

세화 월정액 안내
Shoe Polish Monthly Fee

반얀트리 사우나에서는 하기의 금액으로 세화 월정기권 등록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hoe Polish Price

1 개월  (Monthly)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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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부르는 12월의 향기, 로즈우드 일랑일랑

RECREATION

클라이밍의 가장 큰 장점은 근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높이를 다양한 각도로 오르내리게 

되면 전신의 관절과 근육을 고르게 활용하는 운동입니다.  

추운 겨울철 따뜻한 반얀트리의 실내에서 클라이밍을 통해 

체력을 길러보세요.

스스로의 몸을 세심하게 돌보는 일은, 몸과 마음을 모두  

조화롭게 만듭니다. 컨디션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이 다르며 

평온하고 긍정적인 시간을 선사하는 아로마테라피도 함께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클래스
Sports Climbing Class

김태희 강사의 요가 PT
Yoga PT with Taehee Kim

라틴어로 ‘빠르고 재미있게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라틴 

댄스에 세계 여러 나라의 댄스 동작을 합친 댄스입니다. 

신나는 리듬과 함께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동작으로 전신을 움직이는 운동으로 체지방 

연소와 체력 향상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줌바 클래스
Zumba Class

날짜

가격

대상

날짜

시간

가격

대상

날짜

가격

대상

인원

강사

준비물

장소

문의

인원

강사

준비물

장소

문의

인원

강사

준비물

장소

문의

상시

1회 110,000원 

9회 880,000원

6세 이상 키즈회원 및 

성인회원

매주 수, 일

15:00 -15:30 

22,000원 / 1회

*1:1수업 별도문의

반얀트리 회원

상시 

1회 99,000원

성인회원 및 

출산 전, 후 회원

(개인PT 가능, 별도 문의)

1:1 (단체수업 별도문의)

조용범, 강명훈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1F

02 2250 8120, 8118

15명

이수룡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1F GX스튜디오

02 2250 8120, 8118

1:1 (단체수업 별도문의)

김태희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1F GX스튜디오

02 2250 8120, 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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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트룬 프리베 프리빌리지 – 트룬 어드벤티지 프로그램
Troon Privé Privileges – Troon Advantage Program

트룬골프가 운영하는 전 세계 골프 클럽에서 반얀트리 회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누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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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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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룬골프에서는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몽상클레르에서 판매중인 일부 

베이커리 제품과 음료를 트룬골프 데스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준비되는 몽상클레르 

제품을 당일마다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의  02 2250 8125

트룬골프 내 ‘몽상클레르’ 제품 판매 진행

Mont St. Clair Bakery Products at Troon Golf

제품 구매 가능시간 10: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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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새 학기 친구 초대 이벤트를 소개 합니다!

*친구 초대 이벤트란?

 3월 한정 평일 어린이 회원 1명당 초대 가능 

 인원 2명에서 4명으로 추가되오니, 친구들과  

 함께 키즈클럽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클럽동 로비에서 진행된 ‘어린이 작가 전시회’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양평에 위치한 

블룸비스타에서 2020년 2월 7일 (금)까지 기간 연장하여 전시되었습니다.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이자 물감을 뿌리면서 그리는 액션 페인팅 작가인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폴록(Jackson Pollock)의 드리핑(Dripping)기법을 도구 삼아 어린이 작가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양평 블룸비스타 ‘어린이 작가 전시회’

Children’s Exhibition in Bloomvista

친구 초대 이벤트

Friend Invitation Event

기간

가격

문의

2020년 3월 1일 (일) - 3월 31일 (화)

(주말, 공휴일 제외)

1인 33,000원

02 2250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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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분위기 물씬 나는 그림으로 집 안에 봄의 

향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3월 7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종이와 종이를 끼우고 조립하여 만든 사슴 

모양의 헌팅트로피로 벽을 장식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3월 14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점과 점을 알록달록 색실로 연결하여 나만의 

유니콘을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3월 21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액자와 코르크판을 이용하여 빈티지한 메모판을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3월 28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의 향기

Wall Décor Series 1. – Spring Painting 

스트링 아트: 유니콘

Wall Décor Series 3. –  String Art: Unicorn

헌팅트로피

Wall Décor Series 2. –  Paper Hunting Trophy 

메모판 만들기

Wall Décor Series 4. – Clip Frame 



20

KIDS CLUB ACTIVITIES

노릇하게 구운 빵 위에 원하는 재료를 얹어서 

맛있는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3월 1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고소하고 진한 투움바 소스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3월 15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조개가 들어간 맛있는 클램 차우더 스프를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3월 29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탱글탱글한 새우를 듬뿍 넣은 파스타와 

구운빵에 고소한 치즈와 달걀, 햄이 들어간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3월 8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냄비에 배춧잎, 깻잎, 쇠고기를 겹겹이 겹쳐 넣어 

따뜻한 국물이 일품인 밀푀유 나베를 만들어 보세요.

* 프랑스어 밀푀유(mille feuille, 천 개의 잎사귀라는 

뜻)와 일본어 나베(なべ)의 합성어로, 퓨전 일식 요리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3월 22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오픈 샌드위치

Open Sandwich

투움바 떡볶이

Toowoomba Tteok-Bokki

클램 차우더 스프

Clam Chowder 

새우 파스타 & 햄 치즈 달걀 샌드위치
Shrimp Pasta & Ham, Cheese and Egg 

Sandwich

밀푀유 나베

Mille-feuille Hot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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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ANYANTREE

이슬람과 유럽의 문화가 뒤섞인 낯설고 신비로운 나라 모로코에서는 모로코 최초의 풀 빌라 리조트 ‘

반얀트리 타무다 베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중해와 리프 산맥 사이에 자리한 반얀트리 타무다 

베이는 92채의 빌라가 모두 풀을 보유한 올 풀 빌라 리조트로 지중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을 

자랑합니다. 

반얀트리 타무다 베이는 모로코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호텔 곳곳에서 우아한 아치를 볼 수 

있으며 아치들 사이로는 다양한 형태의 식물들이 우거져 있어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와 함께 방문한 이용객을 위해 키즈 풀이 구비되어 있으며 수영장 옆으로는 비치 레스토랑이 

있어 시원한 음료와 지중해식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얀트리 타무다 베이는 총 6개의  

트리트먼트 룸과 2개의 로열 트리트먼트 룸, 요가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탄한 스파 프로그램을 

자랑해 온전한 휴식을 누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품고 있는 모로코의 

반얀트리 타무다 베이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 혜택

- 객실 20% 할인 

- 식음료 20% 할인 (인룸 다이닝, 데스티네이션 다이닝 제외/특정 레스토랑 제외)

- 스파 20% 할인 (개별 프로그램 이용 시)

- 갤러리 상품 15% 할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는 전 세계의 절경 속에서 그곳과 하나 되어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지친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반얀트리 호텔을 만나보세요.

모로코 해변에서 즐기는 휴양 반얀트리 타무다 베이 

Banyan Tree Tamouda Bay



22

DINING OFFERS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2일 (월) – 3월 31일 (화) 

(월 – 목 운영,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020년 4월 1일 (수) – 5월 31일 (일) 

(상시 운영)

15:00 – 17:30 (Last Order 17:00)

헤이즐넛 다쿠아즈, 판나 코타, 핑크 마들렌, 

딸기 랑그드샤, 핑크 룰라드, 쏠티 카라멜 도넛 등 

커피 또는 차

2인 59,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는 봄을 연상시키는 색감과 담음새가 특징인 디저트가 향긋한 차와 함께 

펼쳐집니다. 애프터눈 퀄리티 타임 스프링 에디션을 즐기며 여유로운 오후를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2일 (월) – 3월 31일 (화) (월 – 목)

2020년 4월 1일 (수) – 4월 29일 (수) (월 – 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런치 12:00 – 14:30 (Last Order 13:30)

디너 18:00 – 21:30 (Last Order 20:30)

라이스 페이퍼 롤, 새우와 부추 크리스피 롤, 

타이 치킨 샐러드 롤, 쇠고기와 버섯 인볼티니,

헤이즐넛 다쿠아즈, 핑크 룰라드 등

커피 또는 차

2인 플래터 90,000원

*2인 플래터 주문 시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2인 플래터 & 리프레싱 바 점심 140,000원

2인 플래터 & 리프레싱 바 저녁 130,000원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3월을 맞아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입맛을 돋워줄 타이 치킨 샐러드 롤, 

라이스 페이퍼 롤, 쇠고기와 버섯 인볼티니까지 다양한 종류의 롤을 맛볼 수 있는 스프링 브링스 롤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스프링 브링스 롤

Spring Brings Roll

애프터눈 퀄리티 타임 '스프링 에디션'

Afternoon QualiTea Time ‘Spring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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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스페셜로 감칠맛과 고소함이 어우러지는 된장 

소갈비와 달짝 지근하고 짭조름한 수원 소갈비를 다채로운 

쌈채소와 함께 풍성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모션 

‘섬의 별味’로 미식 유람을 떠나보세요. 강화도 석모도 

편에서는 순무 솥밥, 바지락국, 밴댕이 회무침 등 

석모도의 토속음식을 선보입니다.  

상큼한 과즙이 가득한 딸기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생딸기는 

물론 딸기 케이크, 딸기 머랭, 크림 치즈 다쿠아즈 등 달콤한 

디저트와 한 끼 식사로 충분한 메뉴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2일 (월) - 4월 30일 (목)  

11:30 – 21:30

된장 소갈비, 수원 소갈비, 쌈채소, 콩비지 뚝배기

개인 반상 (바지락 달래 된장국, 명이 장아찌 등) 

1인 50,000원  *2인 이상 주문 가능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2일 (월) - 3월 31일 (화)   

11:30 – 17:00 

섬의 별味 28,000원

(순무 솥밥, 바지락국, 밴댕이 회무침)

인삼 막걸리 18,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2020년 1월 1일 (수) – 3월 29일 (일) 

(금, 토, 일 및 공휴일 / 4부제)

1부 12:00 - 14:00   2부 14:30 - 16:30 

3부 17:00 - 19:00   4부 19:30 - 21:30 

딸기 케이크, 딸기 밀푀유 등으로 구성된 딸기 뷔페  

성인 1인 65,000원 / 어린이 1인 45,000원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베리 베리 베리 디저트 뷔페

Very Vary Berry Dessert Buffet

팔도 미식 ‘섬의 별味’ – 강화도 석모도 편

Taste the Island – Ganghwa Province “Seongmo-do”

클럽 스페셜 – 소갈비 구이

Club Special - Grilled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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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상시 판매

18:00 – 02:00 (Last Order 01:00)

반얀 세트   600,000원

(글렌피딕 18년 1병, 샤퀴테리 플래터,

 스파클링 워터 2병)

남산 세트   720,000원

(발베니 17년 1병, 샤퀴테리 플래터, 

 스파클링 워터 2병)

문 바 21F 

02 2250 8000 

도심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문 바에서 향긋하고 균형 잡힌 풍미가 인상적인 위스키와 

다채롭게 구성된 플래터로 품격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1일 (일) – 5월 31일 (일)

*3월 14일 (토) 화이트데이 제외

18:00 – 02:00 (Last Order 01:00)

스프링 칵테일 3종 (부케, 부토니에, 풀라밍고) 

1잔 기준 28,000원 – 30,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문 바 20F 

02 2250 8000 

봄을 맞아 문 바에서 화사한 봄꽃을 닮은 칵테일 3종을 새롭게 출시합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형형색색의 

칵테일을 즐기며 봄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봄 칵테일 스페셜

Spring Cocktail Special 

더 리즈너블

The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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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8일 (일) – 3월 14일 (토)

 9:00 – 21:00 

쇼콜라 크램 데코, 상테르, 갸토 쇼콜라,

 초코롱, 브라우니 쇼콜라, 브라우니 쇼콜라 블랑 

8,000원 – 39,000원

*회원 10% 할인 혜택 제공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

 02 2250 8171

몽상클레르에서 선보이는 화이트데이 시즌 한정 디저트로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1일 (일) - 5월 31일 (일)

*3월 14일 (토) 화이트데이 제외

18:00 – 21:00 (Last Order: 20:00) 

와인 1병 (스파클링, 레드, 화이트 와인 중 택1)

푸드 플래터 (마르게리타 피자, 쇠고기 채끝 

등심과 대하 구이 등)

2인 190,000원 

문 바 21F 

02 2250 8000 

문 바에서 엄선한 와인과 그라넘 셰프가 풍성하게 구성한 페어링 메뉴로 소중한 사람과 잊지 못할 

달콤한 시간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달한 밤

Sweet Moonlight

화이트데이 한정 디저트 

White Day Special Dess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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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상시 운영

18:00 – 22:00 (Last Order 20:30)

셰프가 엄선한 웰컴 디쉬 셀렉션, 

페스타 브레드와 제철 채소 벨루테,

페스타식 따뜻한 제철 해산물, 

한우 숯불구이 등으로 구성된 디너 코스

1인 120,000원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강민구 셰프가 엄선하여 구성한 페스타 테이스팅 디너로 페스타 바이 민구의 대표적인 메뉴들을 한 

자리에서 다채롭게 즐겨보세요.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1일 (일) - 4월 30일 (목)

런치 12:00 – 15:00 (Last Order 14:30) 

디너 18:00 - 22:00 (Last Order 21:00) 

어번 그린 셀렉션 

(페스타 리코타 치즈 그린 샐러드, 두부와 참깨 

 엔다이브 샐러드, 봄나물 유기농 토마토 콤포트, 

 차가운 두릅 허브 파스타 등)

비타민 코르디알

(캐럿 루이보스 티, 레몬 페퍼민트 티, 

 밀크 얼그레이)

어번 그린 셀렉션 단품 7,000원 – 35,000원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남산으로 둘러싸인 페스타 바이 민구에서 펼쳐지는 어번 그린 셀렉션으로 푸르고 싱그러운 다이닝을 

경험해보세요. 비건 메뉴를 비롯한 봄의 생명력을 담뿍 머금은 다채로운 단품 메뉴와 더불어 상큼한 

맛으로 활력을 불어 넣어 줄 티 메뉴 비타민 코르디알을 출시합니다. 

어번 그린 셀렉션 

Urban Green Selection 

페스타 테이스팅 디너

FESTA Tasting Din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