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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 Monthly Closing Day

2022년 4월 5일 (화) |  April 5 (Tue) 2022

휴관 시설

피트니스, 사우나, 사우나 라운지, 골프레인지, 델리 앤, 멤버스 라운지, 클럽 컨시어지,

키즈클럽,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정상 운영 시설

실내 수영장, 스파 & 갤러리

Closing Facilities

Fitness, Sauna, Sauna Lounge, Golf Range, Deli &, Member's Lounge, Club Concierge,

Kids Club, Club Member’s Restaurant 

Operating Facilities

The Indoor Pool, Spa & Gallery

2022년 4월 사우나 패밀리데이 운영여부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The operation of Sauna Family Day will be deferred until further notice.

골프레인지 운영 시간

6:00 – 22:00 (직원 상주시간 07:00 – 21:00)

Sauna Family Day

Golf Range Operating Hours

CONTENTS



 Banyan Tree Club & Spa Seoul

가 족 과  함 께 하 면

더  행 복 한  클 럽

사랑하고,

표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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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HOTEL

Notice

2022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객실 바우처와 레스토랑 바우처를 

모두 전자바우처로 제공해 드립니다. 

※ 레스토랑 바우처는 테이블당 최대 3매 사용 가능합니다.

※ 객실 바우처와 레스토랑 바우처는 2월 1일부터 차년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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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맞이한 회원분들께 몽상클레르 상품권을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생일 바우처는 전자 바우처로도 발행되어, 실물 

바우처를 지참하지 않아도 제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효기한 내에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에서 케이크(4종 중 택1) 또는 

3만원 상당의 베이커리 제품으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크 4종 : 생크림 데코 2호, 세라비 2호, 가또 까망베르 1호, 플레인 & 홍차 카스텔라 세트)

※ 생일 혜택 바우처는 타인에게 재 판매 및 양도할 수 없으며, 도난, 분실, 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동일 구좌 내 회원에 한해 대리 사용 가능)

※ 생일 혜택 바우처 사용시 회원 할인 적용 및 멤버십 포인트 적립이 불가합니다.

※ 생일 혜택 바우처 사용시 반드시 바우처 실물을 제시해야 합니다.

※ 생일 혜택 바우처는 명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생일 혜택 바우처의 일부 또는 전체 금액을 현금 또는 카드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1

2

2022년 회원 바우처 발급 안내

회원 생일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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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강사’과 함께하는 하프 클래스 : 성인 하프 클래스

하프 클래스에 참여할 성인 회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하프에 대한 이해부터 아름다운 소리의 악기 연주까지 

개인별 맞춤 레슨으로 배워보세요.

날짜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NOTICE  CLASS

2022년 4월 7일 (목) – 4월 28일 (목)

*매주 목요일

11:00, 12:00, 13:00 (각 50분)

박세원 강사

회원 4회 440,000원 (하프 대여료 포함)

키즈클럽 블루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아티너스’와 함께하는 유화 클래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인기 클래스인 유화 클래스가 

‘아티너스’와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덧칠할수록 변해가는 

색과 질감으로 나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2022년 4월 4일 (월) - 4월 25일 (월)

*매주 월요일

10:00, 14:00 (각 3시간)

최민건 대표

회원 4회 400,000원 / 비회원 4회 440,000원 

(재료비 포함)

키즈클럽 액티비티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날짜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클래스 안내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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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전시 기간 |

2022년 4월 6일 - 5월 2일 

| 장소 |

클럽동 로비

| 문의 |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갤러리 플래닛 02 540 4853

<꽃의 초상(Flower Portrait)>

2022년 4월 6일부터 5월 2일까지 반얀트리 서울 클럽동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감각적인 색채와 

특유의 붓터치로 표현하는 허보리(1981년생) 작가의 회화 작품 <꽃의 초상(Flower 

Portrait)>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낸 식물들이 아름다운 새싹과 꽃을 

피우는 봄, 허보리 작가는 산책 중 보이는 식물 이미지를 평면에 추상화한 신작 시리즈를 

통해 인간이 생을 살며 가지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삶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작가는 꽃이 누리는 10여 일의 시간이 수십 년에 걸친 인간의 생을 압축시킨 것과 닮았다고 

말하며 작가는 식물이 피고 또 지는 순간을 캔버스 위에 모두 기록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을 빠르게 돌려보기 하듯 작가는 꽃이 피고 지는 그 모든 과정을 한 화면에 충실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물대 위에 가지런히 앉혀져 있는 인위적으로 정돈되고 가공된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규칙과 한계에서 벗어난 허보리의 식물은 캔버스 위에서 이리저리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자신이 가지는 생의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리저리 뒤섞여 끝을 알 수 없이 깊숙이 우거진 식물은 작가 특유의 속도감 있는 붓터치가 

다양한 색의 조합으로 어우러져 캔버스 위에 표현되면서 관람자에게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비로운 도피처로써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캔버스를 꽉 채운 식물 추상 

이미지에 마치 관람객은 자신의 몸을 던져 생각해보지 못한 공간에 빨려 들어가 허보리 

작가가 만들어낸 상상의 공간에서 삶에 대한 사유를 하고 반복되었던 일상의 피로에서 

잠시나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보리 작가는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꽃의 초상> 시리즈를 포함해, <니들 드로잉> 

시리즈 그리고 퇴근길 직장인의 모습을 무기력한 형태의 부드러운 촉감으로 만들어진 

무기에 빗대 그려낸 <무장가장>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시리즈에서 작가의 

치밀하고 섬세한 관찰 방식과 감각적인 표현 방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작가가 가지는 

인간사와 일상에 대한 시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Exhibition

무꽃_제주, 2021, 캔버스에 유채, 147 x 155cm



8

PEOPLE

Interview

허보리 작가 인터뷰

생동감 넘치고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봄을 맞이하며

다채로운 색감의 꽃을 그려낸 허보리 작가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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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표현된 꽃이 특이합니다. 작가님만의 작품 표현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꽃 한송이를 곱게 그리기 보다는 여럿이 뭉쳐 있는 무리나 

반복되는 형상들을 그리는 편입니다. 합창을 하듯 햇빛을 

향해 뻗어 있는 줄기와 가지, 꽃잎들의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실적 표현을 제하고 가급적 그 이미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두터운 스트로크나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붓질로 

에너지를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작업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대상을 실제로 보았던 

순간의 이미지를 기억하는데 최대한 집중하고 대상자체에 

몰입하게 도와줍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이번에 내보이는 작품들은 주로 봄에 볼 수 있는 식물의 

무리들로 선정했습니다. 식물과 꽃을 그려 내긴 했지만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식물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계절을 반복적으로 이겨내는 식물의 모습처럼 

우리는 여러가지 희로애락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듯 피어난 꽃의 저편에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느라 수고한 

뿌리와 줄기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마냥 예쁘기 

보다는 그간의 피나는 노력의 보상이라고 보여지기에 간혹 

애처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 뒤의 처절함, 

실망과 희망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뻐할 일도, 영원히 슬퍼할 일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을 담담하면서도 충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봄에 잘 어울리는 작품들인데요,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중 한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주에서 작업한 <무꽃-제주> 작업은 봄의 무밭을 그린 

PEOPLE

작가님의 작품에는 주로 꽃이 담겨 있는데요, 꽃을 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현대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생존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어왔습니다. 그 중 식물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는 땅 위에 자라난 자유분방하면서도 

치열한 식물의 모습에서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사계절을 

버텨내는 모습 그리고 피고지는 일련의 반복되는 과정은 

인간의 희로애락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입니다. 주로 제가 선택하는 이미지들은 한 그루의 나무나 

한송이의 꽃이 아니고 무리 지어 와글와글 자라나는 초록의 모습 

입니다. 그것은 주로 밭이나 우거진 숲에서 발견되는데 그중 

사람의 손길이 가미된 ‘밭’위의 식물은, 일련의 규칙이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식물 특유의 자유분방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살아 

있어 두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못생긴 무가 이렇게 보드라운 

연보라의 꽃을 피우는 것에 도시에서만 살아온 제가 더 깊은 

인상을 받기도 했지만, 비슷하게 생긴 여러 개체가 얽힌 

모습은 우리의 인간사회를 연상케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애정 어린 마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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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 GALLERY

Lavender Bergamot Sleep Enhancer
반얀트리 라벤더 베르가못 슬립 인핸서

INNER H A R MON Y 

A ND SWEE T S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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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갤러리 인숍 - 자만셀렉션

Gallery Inshop

Golf Collection by ZAMAN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자기만족, 행복을 위한 시작을 

함께하는 자만셀렉션. 감성과 개성이 담긴 브랜드를 셀렉하여 

컨셉츄얼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자만셀렉션을 갤러리 인숍에서 

만나 보세요. 스포츠 웨어와 데일리 웨어를 넘나드는 세련된 

감각의 의류 및 잡화, 골프용품을 선보입니다.

기간

시간

장소

문의

특별혜택

2022년 4월 1일 (금) - 4월 30일 (토)

10:00 - 19:00

갤러리 인숍 (클럽동 로비층)

자만셀렉션 02 523 9037

전 구매 고객 대상 <프레이포잇 살균 탈취제 120ml> 

증정 (한정 수량)

SPA & GALLERY

기간

시간

프로그램

가격

혜택

장소

문의

상시

11:00 - 21:00

150분 트리트먼트

- 오이 스크럽

- 로얄 반얀 허브 파우치 마사지

- 제이드 얼굴 마사지

- 허브향 목욕 요법

495,000원

반얀트리 회원 20% 할인

반얀트리 스파

02 2250 8115, 8116

반얀트리 스파의 시그니처 스파 패키지 '로얄 반얀 스파 패키지'를 경험해 보세요. 이국적인 낭만과 고요함이 조화를 이룬 평온한 

휴식의 공간에서 반얀트리 스파의 정수를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로얄 반얀'은 동서양의 테크닉이 융합된 반얀트리 스파의 대표적인 

트리트먼트로 천연 스크럽제가 부드럽게 각질을 정돈해주는 것은 물론 보습 효과를 더해 피부를 매끄럽게 케어하며, 따뜻한 오일에 

담근 허브 주머니를 이용한 로얄 반얀 허브 파우치 테크닉으로 혈액 순환 증진과 근육 이완을 도와 몸 속의 조화와 균형을 되찾아 

드립니다. 또한 차가운 옥돌을 이용한 제이드 페이스 마사지는 얼굴 근육을 탄력 있게 만들어 주며 안색을 정화시켜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 드립니다.

반얀트리 스파 – 로얄 반얀 스파 패키지

 Spa

먼데이플로우 골프웨어, 스튜디오알토 리조트웨어, 

베어슨 컨버스백, 스튜디오식스 패션 주얼리, 우리엣 

백참/네임택, 올리셀 줄기세포 코스메틱, 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지포어/볼빅 골프용품

*브랜드별 할인 혜택 및 증정품 제공

참여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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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나 영

필라테스 트레이닝

목 하 니

필라테스 트레이닝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피트니스 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공용물품 미제공 안내

2. 마스크 착용 안내

실내 체육시설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피트니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마스크를 미소지하신 회원님께서는 사우나 데스크에서 KF94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며,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트니스에서는 공용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이어폰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트니스 이용 안내

반얀트리 필라테스팀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회원

• 전) 서울노보스병원 재활전문 운동치료사

• 전) 청담 스튜디오가람 강사

• 전) 대치 지안필라테스&자이로토닉 강사

• Magicbody 국제재활필라테스(RCCB)

• GYROTONIC® Instructor

• 현) 필라테스프로협회(PPA)교육원장

• 현) 더센터오브필라테스 아카데미 교육원장

• Care Pilates Level1 (MAT)

• Care Pilates Level2 (RCCB)

• POWERPLAT Prepare Perform Recover Academy

• FLOWIN Master Instructor

• Anti-gravity yoga(AGY) Level 1

• GYROTONIC®Level2

RE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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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사우나 클린 캠페인

타 회원분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탕 안 핸드폰 

사용 금지

실내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사우나 내 염색, 팩, 유리제품

사용 금지

공용물품(운동복, 양말 등)은 

클럽 내에서만 사용

공용공간에서의 자리선점 금지

(탕 내, 파우더룸)

글로벌 반얀트리 골프 혜택 안내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라구나 골프 푸켓 / 빈탄 / 랑코 이용 시 그린피 20% 할인

※ 할인은 정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별도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RECREATION



따뜻한 봄, 국내 최고의 야외코트에서 즐기는 미국 농구!

프라이빗한 레슨으로 실력과 재미를 함께 잡아보세요!

원하는 시간대 개별 협의

이승준 / 이동준 / 정지민 코치와의 1:1 레슨

02 2250 8120

시간

구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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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나무에서 나오는 투명하고 끈적한 액체인 레진과 

작은 소품을 활용하여 봄의 느낌 가득 담은 꽃 모양 

장식 손거울을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4월 2일 (토)

14:30 – 15:20

33,000원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1                레진아트_플라워 손거울

봄소풍을 나온 동물친구들이 순서대로 차례를 지키며 

한 명씩 타고 있는 놀이동산 관람차를 색칠하고 

조명으로 장식해서 멋진 시계로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4월 23일 (토)

14:30 – 15:20

33,000원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꽃 프레임 쉐이커 몰드 속을 작은 구슬과 글리터로 

채우고 파스텔 톤 리본으로 장식하여 봄 향기 

가득한 열쇠고리을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4월 9일 (토)

14:30 – 15:20

33,000원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클레이로 만든 튤립과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 

라벤더 실크 플라워로 리스를 만들어 따뜻하고 

포근한 봄 느낌을 오래도록 간직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4월 16일 (토)

14:30 – 15:20

33,000원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4             봄소풍! 놀이동산 관람차 시계 3                봄꽃 리스

2                레진아트_열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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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체육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방식의 게임, 놀이로 

진행되는 클래스에 참여하여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초체력강화와 함께 자신감과 사회성도 높여보세요.

내 생각을 알록달록 생화로 표현 할 수 있는 플라워 & 아트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완성까지 내 손으로 창작하여 더 즐거운 플라워 & 아트 클래스에 참여하여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대상

장소

문의

매주 수요일

16:30 – 17:30

55,000원

매주 일요일

14:30 – 15:20 / 15:30 - 16:20

44,000원

4세~6세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5세 이상 어린이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1                 어린이 놀이체육

2                 플라워 &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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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2년 4월 3일 (일) - 5월 29일 (일)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12:00 - 14:30

샐러드와 디저트 섹션

엔다이브 & 카치아토레 블랙 트러플,

그리에르 치즈 퀴시, 칠리꽃게, 레몬크림 까놀리 등

라이브 섹션 

에그 베네딕트, 차돌박이 포보, 타이식 덮밥

메인 메뉴

LA 갈비 & 메로 까르토쵸

* 스파클링 와인 1잔, 커피 또는 차가 제공됩니다.

성인 119,000원 / 어린이 79,000원

*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Dining Offers

1 스프링 브런치 스페셜

여유로운 주말 아침, 든든한 브런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통유리창 너머로 비추는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브런치와 웰컴 샴페인을 즐기며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벚꽃이 만개하고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봄내음 가득한 미식 프로모션들과 함께 싱그러운 

봄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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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즌스 테이블

3 애프터눈 티 세트 ‘스프링 에디션’

4 프라이빗 바비큐 디너

2022년 4월 1일 (금) - 10월 31일 (월) 

* 3일 전 예약 필수

18:00 - 22:00

BBQ 플래터 (쇠고기 채끝등심, 양갈비, 대하, 닭고기, 

소시지, 야채), 샐러드, 디저트, 맥주 8병

맥주를 샴페인으로 변경 시 100,000원 추가

맥주를 위스키로 변경 시 250,000원 추가

셰프 서비스 요청 시  350,000원 추가

자쿠지석으로 지정 시  100,000원 추가

4인 기준 460,000원

문 바 20F 야외테라스

02 2250 8000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옵션

가격

장소

문의

2022년 4월 4일 (월) – 상시

* 월 – 금 운영, 공휴일 제외

12:00 - 14:30

수프, 애피타이저, 제철 채소와 과일, 디저트 등으로 

구성된 샐러드 바

성인 65,000원 / 어린이 45,000원

* 메인 메뉴 주문 시 성인 1인 45,000원

*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새롭게 단장한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가 매월 제철 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메뉴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계절의 기운을 머금은 

다채로운 샐러드 바와 함께 여유로운 평일 점심을 즐겨보세요.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봄을 맞아 프리미엄 티 브랜드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Steven Smith Teamaker)와 함께 

애프터눈 티 세트를 선보입니다. 달콤한 디저트와 따뜻한 

차를 즐기고, 향긋한 찻자리의 여운을 집까지 가져갈 수 있는 

스미스티 핸드크림도 만나보세요.

야외 테라스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지인들과 프라이빗한 

저녁을 즐겨보세요. 쇠고기 채끝등심, 양갈비, 대하 등 직접 

구워먹는 BBQ 플래터와 샐러드, 디저트, 맥주가 준비됩니다.

2022년 4월 4일 (월) - 5월 31일 (화)

15:00 - 17:30

망고 판나코타, 블루베리 다쿠아즈, 라즈베리 돔 

치즈케익, 랍스터 & 아보카도, 모르타델라 & 버섯 

스트루델 등

스미스티 핸드크림 (자스민, 베르가못, 페퍼민트 중 1종 랜덤 증정)

2인 기준 79,000원  *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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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정 <충청도> 편

6 초이스 런치 & 테이스팅 디너

7 와인 이야기 – 모드 셀렉션

2022년 3월 5일 (토) – 4월 30일 (토)

09:00 - 21:00

Mod Sélection, Brut Réserve 1,100,000원

Mod Sélection, Brut Rosé 1,200,000원

Mod Sélection, Blanc de Blanc 1,370,000원

Mod Sélection, Blanc de Noirs 1,370,000원

Mod Sélection, Réserve Vintage 2008 1,580,000원

Mod Sélection, Rosé Vintage 2008 1,800,000원

델리 앤

02 2250 8171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2년 4월 1일 (금) - 4월 30일 (토)

11:30 – 16:00

‘온정’ 향토 반상 32,000원

(서산 도미 솥밥, 올갱이 해장국, 홍산 마늘 보쌈)

소백산 막걸리 19,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온기 가득한 솥밥과 함께 정성을 

담아 준비한 향토 반상 ‘온정’을 선보입니다. 충청도편에서는 

담백한 도미 솥밥과 시원하고 깔끔한 맛의 올갱이 해장국, 

알싸한 풍미의 마늘 보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페스타 바이 민구에서 강민구 셰프가 엄선한 메뉴를 한데 모아 

선보입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은 

요리를 코스로 만나보세요.

델리 앤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샴페인 모드

(Mod)를 만나보세요. 최상급 뀌베만을 사용해 섬세한 터치와 

깊고 우아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상시

런치 12:00 - 15:00 / 디너 18:00 - 22:00

초이스 런치 & 테이스팅 디너

런치 90,000원 / 디너 160,000원

*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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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여유를 선사하는 델리 앤에서

이달의 큐레이션인 Deli & Scent을 콘셉트로 준비한 특별한 아이템들을 만나보세요.

장소   클럽동 로비층 델리 앤   |   문의   02 2250 8171

ScentDELI &

SCENT OF FRESH

재료 본연의 맛이 오롯이 살아있는 샐러드와 

샌드위치로 간편하지만 든든하게 속을 채워보세요.

연어 샐러드, 콥 샐러드, 잠봉 샌드위치,

닭고기 아보카도 샌드위치

13,000원 - 17,000원

메뉴

가격

SCENT OF WINE

적당한 무게가 느껴지는 깔끔한 

화이트 와인에 반얀트리 고메 버터, 

크래커를 곁들여 와인의 풍성한 

과실향을 더욱 느껴보세요

구성

가격

살로몽 운트호프,'리드 쾨글' 리슬링 2019 1병

반얀트리 고메 버터 1종

크래커 1종

세트 할인가 66,000원

MONTHLY  CURATION

SCENT OF COFFEE

부드러우면서도 깔끔한 맛의 반얀트리 원두 2종과 

드리퍼 세트로 집에서도 카페에서 갓 내린 듯한 

고소한 풍미의 커피를 즐겨보세요.

구성

가격

반얀트리 커피빈(200g) 시그니처 1봉

반얀트리 커피빈(200g) 스페셜 1봉

커피 드리퍼 1세트

세트 할인가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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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안 쳉, 'BOB 이후의 삶: 찰리스 연구' 영상 

스틸, 2021, 라이브 애니메이션, 컬러, 사운드, 

48분, © 이안 쳉, 글래드스톤 갤러리, 필라 

코리아스 런던 제공, 'BOB 이후의 삶: 찰리스 

연구' 공동 제작 지원 더 쉐드©루마 

재단©라이트 아트 스페이스, 인터렉티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지원 리움미술관 

2 히토 슈타이얼, ‘소셜심’, 2020, 단채널 HD 

비디오, 18분 19초, 라이브 컴퓨터 시뮬레이션 

댄싱 마니아, 가변크기, 작가, 앤드류크랩스 

갤러리 뉴욕, 이미지 제공 에스더 쉬퍼 베를린

1 오민, '폴리포니의 폴리포니', 2021, 시간 기반 설치, 

3채널 프로젝션과 6채널 오디오, 9분 30초

2 강요배, ‘쳐라쳐라’,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194×520cm 3 강익중, ‘Happy World’, 2012-2018, 

Mixed media on wood, Mixed media on wood, 

99.5x99.5x17cm 이미지 제공 갤러리현대

강서경 개인전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 참가 등 세계를 

무대로 작품 활동을 펼치는 한국 중견 작가 

강서경의 개인전이 열린다. 리움미술관 재개관 

이후 첫 한국 작가 전시이기도 하다.  

일시 4월~9월    장소 리움미술관

P-텍스처

영상, 무용, 퍼포먼스 등을 넘나들며 시간예술의 

요소를 연구하는 오민 작가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1’ 참여 이후 갖는 첫 전시. 

시간에 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자리다. 

일시 8월 12일~9월 18일    장소 일민미술관

강요배 개인전 

최근 대구미술관에서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 기념전을 치른 강요배 작가의 개인전이 

개최된다.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를 주제로 

작품 세계를 펼치는 작가의 신작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9월    장소 학고재 본관 

강익중 개인전

‘달항아리’, ‘3인치의 예술가’라는 별칭과 함께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약 중인 강익중 작가의 

전시. 시그너처 작업인 ‘달항아리’와 ‘해피 

월드’를 평면, 설치, 영상, 사운드, 홀로그램 등 

전방위의 매체로 조명한다.

일시 10월    장소 갤러리현대

이안 쳉: 세계건설

인공지능과 게임 엔진을 활용해 가상 생태계를 

만드는 이안 쳉의 첫 아시아 개인전. 현재까지 

발표한 작가의 주요 작품을 망라해 선보인다. 

일시 3월 2일~7월 3일    장소 리움미술관

히토 슈타이얼

미디어 아티스트 히토 슈타이얼의 국내 최초 

개인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새로운 

기술이 창조한 이미지 배후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탐구하는 주요 영상 작품 20여 점을 

소개한다. 

일시 4월~9월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피터 바이벨 

독일 칼스루헤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

와의 교환 전시로, 피터 바이벨의 국내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미디어, 퍼포먼스, 

개념미술 등 장르를 넘나들며 지각, 언어, 

현실, 미디어 비판을 이어온 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망한다. 

일시 12월~2023년 3월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

2

2

1

3

한국 근대 미술의 거장을 재조명하는 

전시부터 첨단 기술로 동시대 이슈에 

화두를 던지는 해외 작가 전시까지. 

4가지 테마별로 골라본 올해의 전시.

매달 하이엔드 멤버십 매거진 <더네이버>와 

제휴해 패션, 뷰티, 아트, 라이프스타일의 주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022 
ART 
CURATION

첨단기술을 이용해 현시대에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해외 작가들의 개인전.

기술과 예술의 접점

지금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 작가들을 통해 살펴보는 

국내 미술의 현재. 

한국 동시대 미술의 현주소

MONTHLY  CURATION

글 양혜연 (<더네이버> 피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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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 프레임에서 벗어나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해외 작가들이 

몰려온다.

평면을 넘어서

장-미셸 오토니엘 

프랑스 파리 프티 팔레에서 1월까지 개최된 장-미셸 

오토니엘의 개인전 <The Narcissus Theorem>의 첫 해외 

순회전. 연꽃, 목걸이, 매듭 연작 등 작가의 대표작과 드로잉 

등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일시 6월 16일~8월 7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야외공간

우고 론디노네 개인전

스위스 설치미술가 우고 론디노네의 개인전이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 개최된다. 태곳적 아름다움을 지닌 돌에 

총천연색을 입힌 조각 연작 ‘nuns + monks’를 전시할 예정. 

일시 4월 5일~5월 15일    장소 국제갤러리 서울·부산

엘름그린 & 드라그셋 개인전

냉소적인 유머와 철학이 공존하는 세계를 건축, 설치,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펼치는 스칸디나비안 

작가 듀오 엘름그린 & 드라그셋의 첫 부산 개인전.  

일시 9월    장소 국제갤러리 부산

키키 스미스: 자유낙하

여성의 몸을 심미적 소재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해 신체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미국 작가 키키 스미스의 

국내 첫 미술관 개인전. 조각, 판화, 사진, 태피스트리, 

드로잉, 설치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망라한다. 

일시 12월 15일~2023년 3월 19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 키키 스미스, ‘파란 소녀’, 

1998, © Kiki Smith, Courtesy 

Pace Gallery

2 우고 론디노네, 'nuns + 

monks' 연작 렌더링 이미지, 

Courtesy of studio 

rondinone,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3 장-미셸 오토니엘, ‘The Knot 

of the Imaginary’, 2021, 

스테인리스 스틸, 사진 © 

Jean-Michel Othoniel Adagp, 

Paris, 2022

1 권진규, ‘자소상’, 1968, 테라코타, 

20×14×19㎝, (사)권진규기념사업회 기증,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2 문신, ‘닭장’, 1950년대, 캔버스에 유채. 

141×103.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3 유영국, 'Work', 1967, Oil on canvas, 

162x130cm, Courtesy of Yoo Youngkuk Art 

Foundatio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1

2

3

2

3

권진규 – 노실의 천사 

지난해 권진규기념사업회와 유족이 기증한 작품 141

점을 바탕으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권진규 작가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한다. 작업 시기에 따라 입산, 수행, 피안 

등으로 섹션을 나눠 구성했다. 일시 3월 24일~5월 22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산은 내 안에 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유영국 작가의 작고 20주년 

기념전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제작한작품 

총 50여 점을 소개하며 작가의 예술 세계를 심도 깊게 

조망한다. 

일시 6월 9일~8월 31일    장소 국제갤러리 서울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전

조각가 문신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작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추상 조각품을 비롯해 회화, 드로잉, 공예, 건축 등을 

아우른다. 일시 7월~10월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1

한국 근대 회화와 조각에 한 획을 그은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한다. 

되돌아 보는 한국 근대 미술

※ 제목 미정의 전시는 작가의 이름과 

    전시의 성격을 병행해 표기했습니다.

MONTHLY  C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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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취향과 
안목을 지닌 
이들을 위한 

하이엔드 
멤버십 매거진

더네이버
QR코드를 스캔해 
<Hi, Neighbor!>
구독 신청 하세요.

www.theneighbor.co.kr 

@neighbor.m
agazin

e

@theneighborm
agazin

e 

하이엔드 뉴
스레터 

<Hi, N
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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