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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21년 10월 5일 (화) / October 5 (Tue) 2021
· 휴관 시설
피트니스, 사우나, 사우나 라운지, 트룬골프 아카데미, 몽상클레르, 델리 앤, 멤버스 라운지, 클럽 컨시어지, 키즈클럽,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실내 수영장
· 정상 운영 시설
스파 & 갤러리, 오아시스
· Facilities subject to closing
Fitness, Sauna, Sauna Lounge, Troon Golf Academy, Mont St. Clair, Deli &, Member's Lounge, Club Concierge,
Kids Club, Club Member’s Restaurant, The Indoor Pool
· Spa & Gallery, The Oasis will be open for business as usual.
사우나 패밀리데이 Sauna Family Day
2021년 10월 사우나 패밀리데이 운영 여부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We will announce the Family Day’s operation in October 2021.
트룬골프 아카데미 운영 시간 Troon Golf Academy Operating Hours
6:00 – 22:00 (직원 상주시간 7:00 - 21:00)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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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OF UNITY

blink

2022 제휴 회원사 디렉토리 블링크(BLINK) 모집 공고
Notice of BLINK 2022

반얀트리 서울 회원 간의 비즈니스 플랫폼 ‘2022 블링크(BLINK)’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광범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물론 다양한 혜택을 공유하는 블링크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22 참여 회원사 혜택
클럽 뉴스레터 광고 페이지 50% 할인 제공
반얀트리 X 블링크 이벤트 진행 (전체 회원 대상 문자, 디지털 사이지니 홍보)
갤러리 인숍 입점 시 대관료 할인 혜택 제공

모집 대상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이 운영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또는 법인 회원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서, 클래스 또는 프로모션 제안서, 기업 로고(AI 또는 PNG파일)
※신청서는 반얀트리 서울 웹사이트(http://banyantreeclub.com) > The Club > Offers 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 방법

우편, E-mail, Fax, 방문 제출 방법 중 택 1
우편 |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0 (장충동2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보안과 (회원사업팀 앞)
E-mail | Jihyun.oh@banyantree.com
Fax | 02 2250 8005
방문 제출 | 클럽 컨시어지 방문 제출

일정

모집 | 2021년 10월 1일 – 11월 30일
운영 및 홍보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갤러리 인숍

회원 대상 이벤트

사진 = 블링크 회원사 <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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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년 회원 바우처 유효기간 안내
Expiration Date for 2021 Member Vouchers

2021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객실 바우처
와 레스토랑 바우처를 모두 전자 바우처로 제공해 드립니다.
※ 레스토랑 바우처는 임시 휴장에 따른 보상으로 2020년 9월 14일 이후 신규 입회 회원, 휴장 기간
휴회 회원, 연회원은 바우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레스토랑 바우처는 테이블당 최대 2매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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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실 예약과 02 2250 8000

2021 여름 시즌 오아시스 운영 종료 안내
2021 The Oasis Closing Notice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이 2021년 10월 10일부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오아시스는 올해도 회원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설 운영에 있어 다소 부족했던 점은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완
하고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아시스에 많은 관
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종료 일정은 날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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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316

식음료
Food & Beverage

잔잔한 남한강 뷰와 함께 소규모 가족 모임과 쉼이 가능한 공간

스카이라운지

Kitchen 316

시간

07:00 - 22:00 (조 / 중 / 석식)

메뉴

양식 코스와 한식 반상 등 식사류

시간

주말 16:00 - 24:00
메뉴

양평 힐링여행
Healing Trip in Yangpyeong

주중 17:00 - 24:00
치킨, 피자, 그릴 등 캐쥬얼 펍 메뉴

양평의 가을 대표 관광지 ‘서후리 숲’

위치

양평군 서종면 거북바위 1길 200

소개

가을에 걷기 좋은 숲길로 자작나무, 층층나무, 단풍나무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BTS 투어 여행지’로 선정되어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양평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 의 031 770 8930

NOTICE
‘보타닉에이치’와 함께하는 가드닝 클래스 : 다육 센터피스
Gardening Class with Botanic H
10월 가드닝 클래스는 모양도 색도 다양한 다육 센터피스
만들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마사, 모래 등 식재 토양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다육 식물의 특징, 식재 유의법, 관리법을
자세하게 배워보세요.
날짜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10월 13일 (수)
14:00 - 15:00
김한나 대표
회원 130,000원, 비회원 150,000원 (재료비 포함)
키즈클럽 액티비티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스테이라탄’과 함께하는 라탄 클래스 : 타원 바구니
Rattan Class with Stay Rattan
10월 라탄 클래스는 어디에나 활용하기 좋은 바구니 만들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홈 인테리어에 제격인 라탄 타원
바구니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 보세요.
날짜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10월 21일 (목)
14:00 - 16:00
위민지 대표
회원 80,000원, 비회원 90,000원 (재료비 포함)
키즈클럽 액티비티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라일라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유화 클래스
Oil Painting Class with Lyla Studio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인기 클래스인 유화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을 칠하며 나만의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기간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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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월) - 10월 25일 (월)
*매주 월요일 / 10월 4, 11일 휴강
10:00 – 13:00, 14:00 - 17:00
최희수 대표
회원 2회 200,000원, 비회원 2회 220,000원 (재료비 포함)
키즈클럽 액티비티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PEOPLE
뱅커스 클럽 바이 반얀트리 조혜숙 식음 파트장 및 김종혁 조리장 인터뷰
Bankers Club by Banyan Tree Interview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명동에 새롭게 문을 연 ‘뱅커스 클럽 바이 반얀트리’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조혜숙 식음 매니저와 맛을 책임지는 김종혁 조리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조혜숙 식음 매니저>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쉐라톤 인천, 임피리얼
서울, 메이필드 호텔 등 약 18년간 호텔 식음료 업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7월 뱅커스 클럽 바이 반얀트리의 식음
매니저로 입사한 조혜숙 이라고 합니다.
뱅커스 클럽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뱅커스 클럽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레스토랑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고 특히 프라이빗룸도 6개가 준비되어 있어 비즈니스
미팅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의 중심인 명동에
위치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지리적으로 편리한 위치에 있어
중요 모임을 가지시기에 적합하고 또한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
도심의 전경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객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하시는 메뉴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솥밥 반상을 추천합니다. 명동에는 솥밥 전문점이 많지 않아 인근 직장인
고객분들이 꾸준히 찾아 주십니다. 또한 두툼한 고기에 바삭한 튀김 옷을 입혀 내보이는 남산 돈까스
반상 또한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저녁에 방문하신다면 비즈니스 모임이나 회식을 위한 누룽지 치킨과
무제한 생맥주 프로모션도 추천드립니다. 퇴근 후 고소한 치킨과 함께 무제한 생맥주를 명동 중심가에서
프라이빗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뱅커스 클럽을 방문해 주실텐데요, 고객에게 들었던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은
무엇이었나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반얀트리 서울의 첫 외부 식음 업장 오프닝을 준비하느라 조금은
부담이 됐었는데요, 방문해 주신 고객분들이 뱅커스 클럽 바이 반얀트리가 오픈해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 있어 만족한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셔서 저와 팀원들이 모두 큰
위로를 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마지막으로 반얀트리 서울 회원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호텔을 벗어난 명동 도심에서도 호텔에 방문하신 것처럼 따뜻한 환대와 정갈한 식사를 제공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프라이빗룸과 식사 자리의 마무리까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한 주차 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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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김종혁 조리장>
안녕하세요 셰프님, 회원분들께 자기 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뱅커스 클럽 키친 파트를 총괄하고 있는
김종혁입니다. 저는 워커힐 호텔의 한식당과 명월관에서 11
년간 근무하였고 청와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기관의 한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외식조리학과 대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작은 식당과 카페를 오픈 운영하며 대중적인
메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뱅커스 키친 책임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 중 취사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사병인데 조리 업무를 모르니 전라도 지역 대표
맛집으로 2~3일씩 파견 나가 주방 허드렛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복 입고 설거지를 하면서 식당 사장님께 이것저것 물어보며 맛보고, 그 맛과 모양, 색, 향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부대 복귀해서 메모하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과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새로운 메뉴 개발은 늘 어렵습니다. 고민이 될 때면 물소리가 들리는 북한산을 혼자 걸으며 상상합니다.
재료 각각의 맛과 모양 그리고 조합, 그런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순간 번쩍하고 그 맛이 연상되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꿈꾸듯 상상했던 모양과 맛을 접시 위에 올려 담아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2~3
회 반복해 레시피를 하나하나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뱅커스 클럽 레스토랑 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갈한 한식은 물론 양식, 동남아식 등 캐주얼한 요리까지 골고루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연인과의 데이트, 친구와 훌륭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편하고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가을철 집에서도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은 햅쌀이 나오는 때입니다. 맛있는 쌀로 밥 한 공기 따뜻하게 지어 가을 무청
장아찌와 함께 곁들여 한식의 기본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요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까지 울리는 맛있는 음식으로 고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뱅커스 클럽 조리장으로서 손끝에서 마음과 정성을 더해 요리를 넘어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은행연합회 16F
BankersClub@banyantree.com
02 3705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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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서지선 개인전
Exhibition - Suh Jisun

<130216, 2013, Acrylic on Canvas, 140x280cm>

10월에는 도시에서 펼쳐지는 동시대인들의 일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지선 작가의
회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유리와 거울 등 새로운 재료로 작업한 신작 시리즈도 포함되어 눈길을
끕니다. 서지선 작가는 카페, 바(Bar) 등 도시의 특정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모습을 특유의 섬세한 시선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사진을 통해 채집된 순간의 장면을 고유의 색감들로 여과시켜 일종의 패턴처럼 평면화시키는
방법으로 화면을 재구성하여 친근하면서도 낯선,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낮은
채도의 잔잔한 파스텔 톤 색감은 편안함과 시각적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온화한 파스텔톤으로 칠해져 분절된 면들이 특유의 붓질로 인해 더욱
매끈하고 밀도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적당한 소음이 있는 카페나 바, 레스토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는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홀로 앉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고 있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과 술병, 인공의 조명과 세련된 가구들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감각적인 요소들 사이 인물들을 살펴보면 고독하고 쓸쓸한 느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풍경 속에서도 이러한 감정은 유지되는데 아마도 이는 현대사회가 심어준 불가피한 공통의 정서일 것이며 특유의
화사한 색채와 대비돼 그 감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작품에 스며 들어있는 이러한 정서는 작가가 지인들 혹은 익명의
존재들의 몸짓과 내면을 유심히 들여다 보면서 깊이 관찰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그곳에서 보고
느낀 순간의 장면을 영원히 정지시켜 놓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날짜를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10월에 시작되는 이번 전시는 작품이 담고 있는 따뜻하면서도 한가로운 순간의 여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서지선 작가만의 섬세한 시선을 따라 그간 무심히 흘려 보냈을
일상의 한 장면을 비로소 오랫동안 응시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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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간

2021년 10월 6일 (수) - 2021년 11월 16일 (화)

문의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 갤러리 플래닛 02 540 4853

SPA & GALLERY

BA N YA N T R EE
A ROM AT HER A P Y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고요

‘반얀트리 아로마틱 인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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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 GALLERY
반얀트리 스파 – 어텀 팸퍼링 스파 패키지
Banyan Tree Spa – Autumn Pampering Spa Package
반얀트리 스파는 가을을 맞아 바디 스크럽과 바디 마사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어텀 팸퍼링 스파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어텀 팸퍼링 스파 패키지’는 천연 바디 스크럽제로 온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자극 없이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애플 그린 티 바디 스크럽>과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의 압을
이용해 누르고 쓰다듬는 요법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발리니스 바디 마사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을철 환절기 쉽게 건조해지는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채워줘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리해주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뭉친 근육과 긴장된 몸을 풀고 쌓인 피로를 해소하는 어텀 팸퍼링 스파
패키지를 만나 보세요.
기간

2021년 10월 1일 (금) - 10월 31일 (일)

프로그램 90분 트리트먼트
(30분 애플 그린 티 바디 스크럽 /
60분 발리니스 바디 마사지)
혜택

반얀트리 회원 25% 할인

가격

232,500원 / 정가 310,000원

장소

반얀트리 스파

문의

02 2250 8115, 8116

반얀트리 갤러리 인숍 - 나일로라
Banyan Tree Gallery Inshop – NYLORA
하이엔드 애슬레저 룩 나일로라 X 모델 장윤주 컬래버레이션
얽매이지도, 풀어지지도 않는 삶의 태도 - 도시의 삶과 자연스러운 건강함을 함께 가꾸는 나일로라와
모델 장윤주 컬래버레이션을 반얀트리 갤러리 인숍에서 만나 보세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2021 Fall & 장윤주 세트’는 특유의 완벽한 핏, 경험할 수 없었던 편안함에
나일로라만의 뉴 컬러와 낭만적인 라인을 더해 독보적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나일로라.
기간

2021년 10월 1일 (금) - 10월 31일 (일)

시간

10:00 - 19:00

장소

갤러리 인숍 (클럽동 로비층)

문의

나일로라 02 499 5295

갤러리 인숍 입점 문의 02 2250 8113

<갤러리 인숍 한정 특별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시 나일로라 트래블 백 증정
*결제 금액 기준
*선착순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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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피트니스 이용 안내
Notice of Fitness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피트니스 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공용물품 미제공 안내
피트니스에서는 공용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이어폰을 지참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유산소
기구에 구비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형 트레드밀 블루투스 사용법>
1. 블루투스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헤드셋 아이콘을 터치한다.
3. 블루투스 이어폰 페어링 버튼을 3초간 누른 후 화면에 기기 모델명을 터치한다.
4. 연결된 장치에 이어폰 모델명이 생성되면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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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얀트리 피프틴 프로그램
Banyan Tree Fifteen Program
반얀트리 인스트럭터가 제공하는 피프틴 프로그램과 함께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기간
시간

상시
6:00 - 22:00

강사
장소

반얀트리 트레이너
피트니스 1F

가격
문의

무료
02 2250 8118, 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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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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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이동준 코치가 소개하는 슛 성공률 높이는 법
How to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a Shot.
슛을 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사람들은
슛을 쏠 때 골대나 수비수, 혹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할지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슛을 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야 하고, 슛이 손을 떠나갈
때까지의 슛 터치에 집중하면 슛 성공률은 높아집니다.
슛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연습이 필수입니다.
제자리 연습도 좋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 혹은
수비가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슛을 연습한다면,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AB 성인 클래스 오픈>
이승준 · 이동준 선수의 레슨 / 픽업 게임
구성 성인 레슨 *매주 화요일
(30분 레슨 + 60분 코트 타임)
픽업 게임 *매주 목요일
시간 19:00 - 20:30, 20:30 - 22:00
문의 02 2250 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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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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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드럼 클래스
Drum Class
키즈클럽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럼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음악의 기본 요소인 리듬감을
배우며 미세근육 발달은 물론 순발력을 키워주는 드럼 클래스에 참여해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날짜
시간

매주 토요일
연령별 분반 진행

대상
가격

7세 - 12세 어린이 회원
440,000원 / 8회

장소
문의

키즈클럽
02 2250 8102

체스 클래스
Chess Class
매주 금요일 키즈클럽에서 두뇌 스포츠인 체스 클래스가 진행 됩니다. 체스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 뿐
아니라 합리적인 질서, 배려 문화, 사교성을 배워보세요.

날짜
시간

16

매주 금요일
연령별 분반 진행

대상
가격

7세 - 10세 어린이 회원
264,000원 / 8회

장소
문의

키즈클럽
02 2250 8102

KIDS CLUB ACTIVITIES
마크라메 클래스
Macrame Class
끈으로 매듭을 엮어 작품을 만드는 마크라메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도구 없이
손을 이용하여 직접 완성하는 나만의 작품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날짜
시간

매주 수요일
16:00 - 17:30

대상
가격

8세 이상 어린이 회원 및 게스트
55,000원 / 1회

장소
문의

키즈클럽
02 2250 8102

라탄 클래스
Rattan Class
등나무를 손으로 촘촘하게 엮어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라탄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소품을 만들며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날짜
시간

매주 목요일
16:00 - 17:30

대상
가격

8세 이상 어린이 회원 및 게스트
66,000원 / 1회

장소
문의

키즈클럽
02 2250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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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어텀 브런치 스페셜
Autumn Brunch Special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의 브런치 스페셜이 풍성한 가을철 별미로 가득 채워집니다. 밤과 곶감부터
우대 갈비와 바닷가재 등 가을을 담은 어텀 브런치 스페셜로 여유로운 주말을 맞이하세요.
기간

2021년 9월 4일 (토) - 11월 28일 (일)
*토, 일 및 공휴일 운영
(10월 4일 및 10월 11일 대체 공휴일 운영)

시간

12:00 - 14:30

메뉴

샐러드와 디저트 섹션, 라이브 섹션
(밤과 곶감, 대게와 새우버거, 밤 티라미수,
호두와 곶감 파운드케이크 등)
메인 요리
(데일리 수프, 우대 갈비와 바닷가재 플래터,
참송이와 성게알 막국수)

가격

성인 1인 109,000원, 어린이 1인 60,000원
*2인 이상 주문 가능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장소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문의

02 2250 8000

헬시 앤 테이스티
Healthy and Tasty
계절의 기운을 머금은 제철 채소와 과일, 달콤한 디저트가 포함된 리프레싱 바 ‘헬시 앤 테이스티’가
펼쳐집니다. 통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함께 여유로운 점심 식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상시

시간

12:00 - 14:30

메뉴

오늘의 수프, 제철 채소와 과일 디저트 등으로
구성된 리프레싱 바

가격

1인 55,000원
(메인 메뉴 주문 시 1인 35,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장소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문의

02 2250 8000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식음 업장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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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팔도미식 - 충청도 편
Taste the Province – Chungcheong-do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는 ‘팔도미식’으로 미식 유람을
떠나보세요. 충청도 편에서는 영양 가득한 재료들이 한데 들어간
호두 버섯 영양 솥밥, 들깨가루를 넣고 끓여 더욱 고소한 깻묵
된장, 가을이 제철인 전어 조림 등을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기간 2021년 10월 1일 (금) - 10월 31일 (일)
시간 11:30 - 17:00
메뉴 팔도미식 30,000원
(호두 버섯 영양 솥밥, 깻묵 된장, 전어 조림)
공주 알밤 막걸리 18,000원
장소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문의 02 2250 8157

클럽 스페셜 – 게장 반상
Club Special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꽃게를 이용해 만든 게장을 취향에
따라 즐겨보세요. 짭조름하고 달짝지근한 맛의 간장게장과 감칠맛
나는 양념게장을 따뜻한 솥밥과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기간 2021년 9월 1일 (수) - 10월 31일 (일)
시간 11:30 - 22:00
메뉴 간장게장 반상
양념게장 반상
가격 63,000원
장소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문의 02 2250 8157

클럽 돌상차림
1st Birthday Dol Table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는 소규모 돌잔치를 위한 합리적
구성의 돌상차림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가지 타입의 돌상
셋팅으로 소중한 아이의 첫 생일을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시간
포함
가격
장소
문의

상시
11:30 - 22:00
입식 생화 1단 돌상, 포토테이블, 테이블 생화 장식
650,000원 – 850,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식음 업장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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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페스타 초이스 런치 & 테이스팅 디너
Festa Choice Lunch & Tasting Dinner
강민구 셰프가 제철 재료를 엄선하여 구성한 페스타 초이스 런치 & 테이스팅 디너로 페스타 바이
민구의 대표적인 메뉴들을 한 자리에서 다채롭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상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목요일, 금요일에는 어번 가든 파티 운영으로
테이스팅 디너 이용이 불가합니다.

시간

런치 12:00 - 15:00
디너 18:00 - 22:00

메뉴

초이스 런치 1인 70,000원
테이스팅 디너 1인 130,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장소

페스타 바이 민구

문의

02 2250 8170

어번 가든 파티
Urban Garden Party
한층 선선해진 바람과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지는 페스타 바이 민구의 프라이빗 정원에서 어번 가든
파티가 열립니다. 강민구 페스타 총괄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이탈리안 쉐어링 메뉴와 무제한 와인을
라이브 공연과 함께 즐겨보세요.
기간

2021년 9월 9일 (목) - 10월 15일 (금)
*매주 목요일, 금요일 운영

시간

18:00 - 22:00

메뉴

이탈리안 쉐어링 메뉴
무제한 스파클링 와인과 레드 와인
라이브 공연

가격

1인 130,000원

장소

페스타 바이 민구

문의

02 2250 8170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식음 업장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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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달달한 가을밤
Sweet Autumn Night
가을로 물들어가는 남산과 서울 도심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문 바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년 9월 1일 (수) - 11월 30일 (화)

시간

17:00 - 21:00

메뉴

BBQ 플래터
(쇠고기 채끝등심, 대하, 닭고기, 구운 야채 등)
새우 크로켓과 아보카도, 그린 샐러드,
디저트 등
와인 1병 (덕혼 디코이 시리즈 중 선택)
- Duckhorn Decoy Brut Cuvee Sparkling NV
- Duckhorn Decoy Rose 2019
- Duckhorn Decoy Pinot Noir 2019

가격

2인 230,000원

장소

문 바 21F

문의

02 2250 8000

문 스페셜 샘플러
Moon Special Sampler
쌀쌀해지는 가을 감성에 어울리는 꼬냑 3종과 럼 4종을 엄선해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스페셜 샘플러를
준비했습니다. 취향에 맞는 맛과 향을 음미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년 9월 1일 (수) - 11월 30일 (화)

시간

17:00 - 21:00

메뉴

꼬냑 스페셜 3종 샘플러 119,000원
럼 스페셜 4종 샘플러 100,000원
*간단한 안주류 제공

장소

문 바 20F

문의

02 2250 8000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식음 업장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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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프라이빗 바비큐 디너
Private BBQ Dinner
시원한 남산의 바람이 불어오는 문 바의 야외 테라스에서 프라이빗 바비큐 디너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그릴 위에 바비큐를 직접 구우며 가까운 이들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즐겨보세요.
기간

2021년 4월 12일 (월) - 10월 31일 (일)

시간

17:00 - 22:00 *3일 전 예약 필수

메뉴

BBQ 플래터
(쇠고기 채끝등심, 양갈비, 대하, 닭고기, 소시지 등)

샐러드와 디저트, 맥주 8병, 에비앙 2병
*맥주를 샴페인으로 변경 시 140,000원 추가
*맥주를 위스키로 변경 시 250,000원 추가
가격

4인 440,000원

장소

문 바 20F 야외 테라스

문의

02 2250 8000

반얀트리 커피 구독 서비스
Coffee Subscription Service
델리 앤에서 선보이는 합리적인 구성의 커피 이용권 및 원두 배송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기간

상시

시간

09:00 - 21:00

가격

반얀트리 커피 20회 이용권 120,000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에 한함)
* 유효기간 2개월 / 최대 1일 2회 본인 사용, 타인 양도 금지
*한정수량 100개 소진 시까지

반얀트리 원두 1kg 정기 배송 서비스 69,000원
*4회 이상 주문 시 10% 할인 제공

장소

델리 앤

문의

02 2250 8171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식음 업장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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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디안 사운드로 원음의 감동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