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nuary 2019

Very Vary Berry Dessert Buffet



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19년 1월 8일 (화) / January 8 (Tue) 2019

· 휴관 시설 : 피트니스, 사우나, 사우나 라운지, 트룬골프 아카데미, 몽상클레르, 멤버스 라운지, 클럽 컨시어지,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키즈클럽, 스파&갤러리, 실내 수영장은 정상 운영됩니다.

· Closed : Fitness Centre, Sauna, Sauna Lounge, Troon Golf Academy, Mont St. Clair, Member’s Lounge,  

  Club Concierge, The Club Member’s Restaurant 

  *Kids Club, Spa & Gallery, and Indoor Pool will be operated as normal.

사우나 패밀리데이 Sauna Family Day

트룬골프 아카데미 동절기 운영 시간 Troon Golf Academy Operating Hours 

키즈클럽 주말 운영 시간 변경 Kids Club Operating Hours 

2019년 1월 13일 (일), 1월 27일 (일) / January 13 (Sun), January 27 (Su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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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21:00 (2018년 12월 1일 - 2019년 2월 28일 / December 1 2018 - February 28 2019)

11:00 - 20:00 (2019년부터 / from 2019)

 

4 - 7

8

9 - 12

13 - 16

17 - 18

NOTICE

RECREATION 

KIDS CLUB ACTIVITIES

DINING OFFERS

2019 NEW YEAR H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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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올해에도 회원 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황금 돼지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대표이사 최종윤

기해년 (己亥年) 신년 인사

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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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회비 납부 안내
2019 Annual Dues Payment Notice

2019년 회원 바우처 발급 안내
2019 Membership Voucher Issuance Notice

장기 주차 금지 안내
Overnight Parking Restrictions

2019년 멤버십 포인트 우수 회원 선정 기준 안내
Membership Point Privilege Program

2019년 연회비 납부 기한일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회원 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회비 납부가 

납부 기한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클럽 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회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일 경과 시점인 2019년 1월 30일 이후 연 12%의 연체료가 발생됩니다.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 객실 바우처와 레스토랑 바우처를 제공해 드립니다. 객실 

바우처는 전자 쿠폰으로 발급되며 레스토랑 바우처는 클럽 컨시어지에서 지류 이용권으로 발급됩니다. 

(레스토랑 바우처 수령 기한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객실 바우처와 레스토랑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만료 전 소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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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되지 않습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여러 회원님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일 이상 장기 주차 시 주차료가 징수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장기 주차중인 차량의 차주(운전자)께서는 즉시 해당 차량을 이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멤버십 포인트 우수 회원 선정 기준 및 혜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문의

문의

· 선정 기준 - 멤버십 포인트 적립 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누적 포인트 기준

※ 혜택 제공 기간 :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 우수 회원 혜택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Gold-Honor Member 포인트 최다 적립 회원

Gold Member 70만 포인트 이상 적립 회원

Silver Member 40만 포인트 이상 - 70만 포인트 미만 적립 회원

Gold-Honor Member
연간 무료 발렛 서비스, 반얀트리 서울 무료 투숙권 1매, 
멤버스 라운지 무료 아메리카노 (본인에 한함), 레스토랑 바우처 20만원권

Gold Member 연간 무료 발렛 서비스, 멤버스 라운지 무료 아메리카노 (본인에 한함), 레스토랑 바우처 10만원권

Silver Member 무료 발렛 쿠폰 12매, 레스토랑 바우처 5만원권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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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반얀트리 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으니 아래 설치 방법에 따라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소개로 단체 행사 유치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늘 마음만은 함께였던 아빠라면 육아에 지친 엄마와 사랑스런 자녀를 위해 스케이트를 배우십시오. 

오아시스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와 함께 타는 스케이트 기술을 무료로 알려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자녀들에게 슈퍼 대디의 진면목을 보여 주세요!

- 새로운 기능 - 

 ·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을 통한 보안 강화   · 소멸 예정 멤버십 포인트 조회

  · 클럽 뉴스레터 확인  · 피트니스 G.X 프로그램 스케줄 확인

- 설치 방법 -

· iOS (아이폰)

1. http://asp.jinsit2.net/app-download.html 링크에 접속

2. APP iOS 우측 화살표 버튼 클릭 후 설치

3. 설정>일반>기기관리> JinSeung InformationTechnology>신뢰

4. 휴대전화 번호 입력

5. 본인 인증

· 안드로이드

1. 기존 반얀트리 어플리케이션 삭제

2. http://asp.jinsit2.net/app-download.html 링크에 접속

3. APP Android 우측 화살표 버튼 클릭 후 설치

4. 설정>보안>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허용

5. 반얀트리 어플리케이션 재실행

6. 휴대전화 번호 입력

반얀트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안내 
Banyan Tree Application Update

연회 프로모션 안내
Banquet Promotion

슈퍼 대디 프로젝트 “잠자는 아빠를 깨워라”
The Oasis Ice Skating Lesson

기간

시간

대상

인원

장소

가격

문의

문의

기간
혜택

2018년 12월 29일 (토) - 2019년 2월 23일 (토), 매주 토요일

11:00 - 12:00

성인 남성 회원 및 자녀 회원 (초보자 대상)

12명  *선착순 예약 마감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무료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02 2250 8058 (웨딩), 8059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 행사 주최자 (비회원) : 행사/식사비용 5% 할인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할인 제외) 
  *할인 후 실제 결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류 및 음료 할인 제외

- 소개자 (회원) : 행사비용 금액대별 반얀트리 기프트카드 제공 
  (200 - 500만원 : 와인 1병 제공 / 500 - 1,000만원 : 20만원 기프트카드 제공 / 1,000 - 1,500만원 30만원 기프트카드   

   제공 / 1,500 - 2,000만원 : 50만원 기프트카드 제공 / 2,000만원 이상 70만원 기프트카드 제공)

  *주류 및 음료를 제외한 식사비용에 한함 *할인 후 실제 결제 금액 기준

  *기프트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사용업장 :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페스타 다이닝, 문 바, 오아시스 레스토랑, 객실, 몽상클레르, 스파, 스파 갤러리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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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지난 12월 10일 크리스탈 볼룸에서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세라티와 

함께하는 2018 회원 송년의 밤 ‘The Starry Night’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 ‘미스 사이공’의 주연을 맡았던 뮤지컬 배우이자 보컬리스트 이소정과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퍼커셔니스트 Paco가 선사하는 아름답고 감미로운 선율과 참석해주신 회원 한 분 한 

분이 별처럼 빛나는 ‘The Starry Night’이었습니다. 

마세라티와 함께하는 2018 회원 송년의 밤 The Starry Night
2018 Members’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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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회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여성 골프 동호회 ‘숙녀회’가 모금해 주신 성금 200만원과 남성 골프 

동호회 ‘신사회’가 모금해 주신 성금 100만원을 사단법인 우리들의 눈에 전달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운권 추가 판매 수익금 232만원도 사단법인 우리들의 눈에 기부했습니다. 귀중한 성금은 미술 

수업과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미술로 우리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됩니다.

‘우리들의 눈’은 예술적 접근을 통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며 새로운 아트플랫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996

년부터 시각장애인 미술 교육, 작품 전시, 

점자촉각책 제작, 교육용 APP 개발 등 창의적인 

교육·문화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2 733 1996 fund@artblind.or.kr 

사랑의 기부금 전달
Donation

사단법인 우리들의 눈 
Another Way of Seeing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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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Inquiry 02 2250 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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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룬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Troon Advantage Program

수영에 막 입문한 초급자를 위한 오픈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정다래 강사와 함께 물에 쉽게 뜨는 

방법부터 호흡법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 보세요.

정다래와 함께하는 성인 초급반 수영 오픈 클래스
Beginner Swimming Lesson 

날짜

시간

대상

인원

준비물

장소

가격

2019년 1월 15일 (화)

18:00 - 18:50

만 16세 이상 모든 성인 회원 

6명

수영복, 수모, 수경

실내 수영장

무료 *사전 예약 필수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여 겨울철 약해진 면역력을 높여 보세요. 

웰니스컴퍼니 한동길 대표와 함께하는 건강강좌 -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
Health Lecture  

날짜

시간

대상

인원

준비물

장소

가격

2019년 1월 31일 (목)

14:00 - 14:50

만 16세 이상 모든 성인 회원

15명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G.X 스튜디오

무료 *사전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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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Inquiry 02 2250 8102

반얀트리 패밀리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Banyan Tree Family Orchestra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반얀트리 키즈클럽 겨울캠프에서 추운 겨울을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키즈클럽 겨울캠프와 함께 아이들에게 건강한 겨울을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음악이다.”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반얀트리 패밀리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기적인 

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감성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8-19 키즈클럽 겨울캠프 - Tackling with Jack Frost 
Kids Club Winter Camp

*예약은 결제 후 확정되며 결제는 캠프 시작 전 수요일까지 부탁 드립니다. 

만 4-5세 만 6세 이상

기간

시간

장소

대상

인원

가격

2018년 12월 17일 - 2019년 1월 17일

월-목요일 (주 4회), 5주간 진행

*공휴일로 인하여 2, 3주차는 월, 수, 목, 금요일 진행

11:00 - 15:30 (점심 및 간식시간 포함)

*목요일은 견학 프로그램 진행으로 16:30 종료

키즈클럽,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미술관

만 4-5세 반얀트리 키즈 회원

최대 12명

회원 1주 패스 495,000원

회원 1일 패스 176,000원

*반얀트리 키즈 회원만 참여 가능

2018년 12월 17일 - 2019년 1월 17일

월-목요일 (주 4회), 5주간 진행

*공휴일로 인하여 2, 3주차는 월, 수, 목, 금요일 진행

11:00 - 16:30 (점심 및 간식시간 포함)

키즈클럽,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미술관

만 6세 반얀트리 키즈 회원 및 친구

최대 30명

회원 1주 패스 598,400원 / 1일 패스 187,000원

비회원 1주 패스 809,600원 / 1일 패스 253,000원

정기 연습

모집 대상 

모집 파트 

단원 자격 

참가비

입단 문의

2018년 12월 8일 (토)부터, 매주 토요일, 15:30 - 18:00

14세 이상 반얀트리 회원 (*성인 회원 참여 가능)

현악기 Violin, Viola, Cello, Bass / 목관악기 Flute, Oboe, Clarinet, Bassoon, Trumpet

금관악기 Trumpet, Trombon, Horns

스즈끼 2권 이상 학습

150,000원 (월 4회, VAT포함) *타악기 연주자는 추가 비용 발생

키즈클럽 02 2250 8102, 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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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Inquiry 02 2250 8102

손수 빚은 만두로 떡 만둣국을 만들어 보세요.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아기 돼지 모양 비누를 

만들어 깨끗하게 손 씻는 습관을 길러 보세요. 

쿠킹 클래스 - 떡 만둣국
Rice Cake Soup

꿀꿀꿀 돼지 비누
Pig Shaped Soap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2019년 1월 6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2019년 1월 5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알록달록 폼폼으로 내 이름을 꾸며 보세요.

폼폼 콜라주
Pom Pom Collage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2019년 1월 12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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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Inquiry 02 2250 8102

밥을 햄버거 빵처럼 동글납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맛있는 버거를 만들어 보세요.

쿠킹 클래스 - 스팸 & 참치김치 밥 버거
Rice Burger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2019년 1월 20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나만의 비밀 서랍장을 만들어 보세요.

2층 서랍장
Mini Storage Box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2019년 1월 19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달콤하고 부드러운 고구마로 영양 가득한 떠먹는 

피자를 만들어 보세요. 

쿠킹 클래스 - 떠먹는 고구마 피자
Spoon Pizza with Sweet Potato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2019년 1월 13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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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마세라티와 함께하는 2018 회원 송년의 밤 

‘The Starry Night'에서 반얀트리 어린이 하프단이 

멋진 공연을 선물했습니다. 올해로 창단한지 

1년째를 맞는 반얀트리 어린이 하프단은 단순히 

하프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봉사 연주를 하는 등 좋은 일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능 개발 프로젝트 

하프 프로그램 2기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덕원 어린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키즈클럽은 2018년 12월 24일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선덕원에 방문하여 회원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후원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선덕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선덕원 

아동양육시설인 선덕원은 1965년 10월 13일에 창립되어 이후 50여 년간 700여 명의 아동들을 

길러서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현재는 60여 명의 여자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부상담 02 359 4282

하프 프로그램 
Harp Program

2018 위시트리 선물 전달식
2018 Wish Tree

알록달록 천으로 따뜻한 스카프를 만들어 보세요.

레인보우 스카프
Rainbow Fleece Scarf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2019년 1월 26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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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Inquiry 02 2250 8000

기간

시간

가격

장소

2018년 12월 7일 (금) – 2019년 4월 14일 (일) *금, 토, 일 및 공휴일에 운영

1부 12:00 – 14:00 / 2부 14:30 – 16:30 / 3부 17:00 – 19:00 / 4부 19:30 – 21:30

성인 59,000원 / 어린이 45,000원 (36개월 - 만 12세)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신선한 생딸기의 상큼함과 초콜릿의 달콤함이 더해진 초콜릿 퐁듀,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슈, 

딸기를 가득 담은 디저트와 뉴욕 타임스 선정 10대 슈퍼 푸드로 구성한 세이버리 메뉴 등 맛과 

건강을 생각한 달콤한 디저트 타임을 즐겨보세요.

베리 베리 베리 디저트 뷔페
Very Vary Berry Dessert Buffet

향긋한 티와 함께 오후에 풍성함을 더할 ‘애프터눈 퀄리티 타임’을 즐겨보세요.

Afternoon QualiTea Time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상시 운영 (월 - 목)

14:30 – 18:00 (라스트 오더 17:30) 

수수 팬케이크, 곶감 브루스게타, 에그 타르트, 

아보카도 쉬림프 샌드위치

2인 49,000원 (커피 또는 차 포함)

2인 65,000원 (스파클링 와인 포함)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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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Inquiry 02 2250 8000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기간

시간

메뉴

장소

사계절 사랑 받는 한국인의 대표 전통 음식 전골. 추운 겨울, 영양 가득한 제철 식재료와 진한 사골 

육수로 깊은 맛을 더한 푸짐한 전골 특선을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전골 특선
Hot Pot Special

2019년 1월 2일 (수) – 2월 28일 (목)

11:30 – 21:30

산낙지 갈비 전골, 해물 전골 

42,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2019년 1월 2일 (수) - 1월 31일 (목)

11:30 – 17:00

강원도 반상 28,000원 (곤드레 햇감자 굴 솥밥 & 초당 순두부국)

감자 술 12,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클럽 레스토랑이 지역 고유의 맛과 향을 가득 담은 향토 반상 ‘토반’을 선보입니다. 첫 시작은 

강원도편으로, 구수한 곤드레와 햇감자를 넣어 지은 솥밥, 초당 순두부국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강원도 특산품 감자 술을 곁들이실 수 있습니다.

토반 - 강원도편
Local Delicacies – Gangwondo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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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Inquiry 02 2250 8000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기간

시간 

가격

장소

테이스트 오딧세이 Vol. 25 한牛
Taste Odyssey Vol. 25 

셰프스 테이블
Chef’s Table

컨템포러리 한식 레스토랑 페스타가 호주 출신 셰프 ‘조셉 (Joseph)’과 특별한 갈라 디너를 

선보입니다. 낯선 한국의 재료에서 영감을 받아 모던한 플레이팅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한식의 맛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우 특수 부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식재료와의 코스별 삼합과 프리미엄 급 와인이 주는 

마리아주를 페스타 다이닝에서 경험해보세요.

2019년 1월 24일 (목)

18:00 – 21:00

셰프 ‘조셉 (Joseph)’이 선보이는 6코스 디너

1인 150,000원 

*와인 페어링 추가 1인 50,000원

페스타 다이닝

2018년 12월 15일 (토) – 2019년 1월 13일 (일)

18:00 – 21:00

1인 150,000원 *와인 페어링 추가 1인 50,000원

페스타 다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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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Inquiry 02 2250 8000

기간

시간

메뉴

장소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남산과 서울 도심의 야경이 매력적으로 펼쳐지는 문바에서 웨딩 애프터 파티를 선보입니다. 소중한 

가족, 지인들과 프라이빗한 파티로 웨딩 데이를 더욱 오붓하고 특별하게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스링크에서 준비하는 즐겁고 신나는 생일 파티 패키지로, 아이에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생일 날의 추억을 선물해주세요.

웨딩 애프터 파티
Wedding After Party

오아시스 생일 파티 패키지
Birthday Party Package

상시 운영

18:00 - 02:00 (2시간 사용) 

카나페 세트 & 드링크 패키지

*상세 내용은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최소 인원 30명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 분들께는 5% 할인을 제공해드립니다. 

문 바 

2018년 12월 7일 (금) – 2019년 2월 24일 (일)

점심 11:00 - 16:00 / 저녁 19:00 - 21:00

미역국, 볶음밥, 피자, 데리야끼 치킨윙, 분식 세트, 감자 튀김, 과일 플래터, 쥬스, 소프트 드링크, 커피 등

1인 60,000원 (아이스링크 입장 포함 / 스케이트 렌탈비 별도)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

*생일 파티 최소 인원은 점심 8인, 저녁 20인입니다.

*풍선 데코레이션 및 생일 케이크는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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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선물세트
기간: 2019년 1월 7일 (월) - 2월 1일 (금)

장소: 클럽동 로비층

문의: 02 2250 8000

기간: 2019년 1월 7일(월) - 2월 6일 (수)

장소: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

문의: 02 2250 8171

몽상클레르 선물세트

· 신선한 상품 배송을 위해 배송 희망일보다 최소 3일 전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반얀트리 선물세트는 배송비 별도로, 서울 지역 2만원, 경기 지역 3만원 

   퀵서비스로 진행됩니다. (본인 부담)

· 몽상클레르 선물세트는 주문 후 택배를 통해 무료로 익일 배송되며, 

   퀵서비스 이용 시 지역에 따라 별도 비용이 청구됩니다.

2019 NEW YEAR

福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설 선물세트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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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Fox Sake 준마이 다이긴죠 720ml (1병)
Four Fox Sake 전용 로고 잔 (1개) 
원산지: 일본

사케 세트 138,000원

건시 45g x 24개, 반건시 55g x 12개
원산지: 국내산 (상주)

곶감 세트 110,000원

굴비 장아찌 500g, 
더덕 장아찌 500g
원산지: 굴비/참조기 - 국내산, 더덕 - 국내산 (제주도)

장아찌 세트 108,000원

카스텔라 2종, 파운드 케이크 2종, 구움과자 3호, 마카롱 6구, 텀블러 1개, 블루베리 잼 1병

카스텔라 1종, 파운드 케이크 1종, 구움과자 3호, 마카롱 3구, 텀블러 1개

카스텔라 1종, 파운드 케이크 1종, 마카롱 3구

몽상클레르 햄퍼 S

몽상클레르 햄퍼 A

몽상클레르 햄퍼 B

퓨어 허니 마누카 500g (1병) 
퓨어 허니 르와레와 500g (1병) 

마누카 꿀 세트 98,000원

150,000원

100,000원

50,000원

프리미엄 한우 세트 1호 198,000원
목심 불고기 600g (2팩), 우둔 국거리 600g (1팩), 우둔 산적 600g (1팩)
(쇠고기: 국내산 한우 1+등급)

등심 구이용 600g (1팩), 목심 불고기 600g (2팩), 우둔 장조림 600g (1팩)
(쇠고기: 국내산 한우 1+등급)

프리미엄 한우 세트 2호 230,000원

E.Guigal Chateauneuf du Pape 2013/2014 (Red)
E.Guigal Cotes du Rhone Blanc 2016 (White)
원산지: 프랑스

와인 세트 150,000원

과일 10종 (중량 4kg)
용과, 망고, 아보카도, 햇사과, 햇배, 오렌지, 귤, 골드키위, 자두, 파인애플

과일 세트 120,000원

2019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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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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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안

럭셔리 세단의 안락한 주행성과 스포츠카의 
강렬한 서킷 성능, 높은 연료 효율성으로 
구현되는 지속가능성과 드라이빙의 즐거움.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모델의 철학입니다.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Panamera 4 E-Hybrid 배기량 2,894cc, 자동 8단, 도심연비 11.4km/L, 고속도로연비 13.6km/L, 복합연비 12.3km/L, CO2 배출량 74g/km, 공차중량 2,240kg.
위 연비는 CD+CS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포르쉐 공식딜러
포르쉐 센터 용산
전시장  02-6263-0911
서비스  02-6331-7911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2

 YSAL

ㅣ
ㅣ

럭셔리 하이브리드 세단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Courage changes everything.
The new Panamera 4 E-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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