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bruary 2019

Oasis Ice Rink



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19년 2월 12일 (화) / Februar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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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기간 클럽 운영 안내

Club Operations during Holiday Period

2019년 2월 10일 (일), 2월 24일 (일) / February 10 (Sun), Februar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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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니스 센터 Fitness Centre

2019년 2월 2일 - 6일 February 2 - 6 2019 / 피트니스 G.X 수업 휴강 All G.X classes will be closed.

실내 수영장 Indoor Pool

2019년 2월 4일 - 6일 February 4 - 6 2019 / 아쿠아로빅 수업 휴강 Aquarobics class will be closed.

 

4 - 6

7

8 - 10

11 - 13

14 - 18

NOTICE

PEOPLE

RECREATION

KIDS CLUB ACTIVITIES

DINING OFFERS

트룬골프 아카데미 동절기 운영 시간 Troon Golf Academy Operating Hours 

키즈클럽 주말 운영 시간 변경 Kids Club Operat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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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 20:00 (2019년부터 / fro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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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yan Tree Club & Spa Seoul

가족과 함께하면 더 행복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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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년 간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적립하신 멤버십 포인트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다음해 우수회원으로 모십니다. 

우수회원께는 등급에 따라 전용 서비스와 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우수회원께만 

제공되는 프리미엄 혜택을 누려보십시오.

2019년 멤버십 포인트 우수회원 선정 안내
Membership Point Privilege Program

· 선정 기준 - 멤버십 포인트 적립 기준

※ 혜택 적용 기간: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    

※ 매년 1월에 우수회원이 선정됩니다.    

※ 우수회원 발렛파킹 쿠폰은 양도될 수 없습니다.

※ 괄호 안은 휴대전화 번호 뒷 4자리입니다.    

※ 우수회원께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우수회원 혜택

· 2019 우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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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 서비스, 반얀트리 서울 무료 투숙권 1매, 
멤버스 라운지 무료 아메리카노 (본인에 한함), 레스토랑 바우처 20만원권 1매

Gold Member 연간 무료 발렛 파킹 서비스, 멤버스 라운지 무료 아메리카노 (본인에 한함), 
레스토랑 바우처 10 만원권 1매

Silver Member 무료 발렛 쿠폰 12매, 레스토랑 바우처 5만원권 1매

Gold-Honor Member 이*례(3163)

Gold Member 채*성(0316), 손*석(0031), 김*진(5342), 김*진(0389), 임*애(1486), 이*훈(1991), 
이*식(5126), 김*영(3653)

Silver Member
정*진(1218), 우*한(5849), 황*재(8450), 권*선(0207), 노*보(0540), 김*철(4288), 
김*수(8028), 최*영(0442), 지*승(0993), 조*정(2808), 이*길(8706), 배*주(0916), 
박*섭(1010), 김*호(9575), 김*구(7222), 이*신(4723)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 상기 기준은 2019년 우수회원 선정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합산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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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회비 납부 안내
2019 Annual Dues Payment Notice

2019년 회원 바우처 발급 안내
2019 Membership Voucher Issuanc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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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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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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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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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VOM(Voice of Members)

은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제도로 VOM을 통해 반얀트리 클럽에 대한 불만사항, 제안사항 등 

다양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반얀트리 어플리케이션 My Page – Membership Service – Voice 

of Members – 운영자문위원회 건의사항 입력란 또는, 클럽 컨시어지 데스크에 비치된 <회원 의견서>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분기별로 진행되는 운영자문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회원님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 몽상클레르 케이크 증정 (생크림 데코 2호, 세라비 2호, 데리스 쇼콜라 중 택 1)

지난 1월 23일 페스타홀에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반얀트리 컵 브리지 토너먼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너먼트에서 반얀트리 회원들을 비롯한 브리지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뛰어난 

브리지 실력을 자랑하며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였습니다. 또한, 페스타 다이닝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플레이어들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 수령일 기준으로 최소 3일 전에 사전 예약 부탁 드립니다. 케이크 제작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일은 주민등록 상 생일(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케이크 수령 기한은 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이용 시 생맥주 또는 음료 제공

  문의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VOM (Voice of Members) 제도 안내
VOM (Voice of Members)

회원 생일 혜택 안내
Birthday Special Gift

2019 반얀트리 컵 브리지 토너먼트
2019 Banyan Tree Cup Bridge Tourn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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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를 여는 첫 번째 전시로 

김용훈 작가의 사진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주사위와 연필 등 각종 사물로 

아날로그 감성을 재현한 <시대정물> 

시리즈와 꽃과 화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오색찬란> 시리즈로 구성되었습니다. 

김용훈의 아름다운 정물 사진은 그간 

미술 애호가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대형 카메라와 조명을 통한 

아날로그 필름 작업으로 사진 매체의 

특성을 이어가고 있는 미덕 외에도 이미 

버려졌거나 버려질 운명에 놓인 사물들에 

따뜻한 정서를 불어넣어 보는 이로 하여금 

지나간 추억과 향수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대정물> 작업이 

어머니의 유품인 반짇고리 안에 들어있던 

다양한 물건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시작된 작업임을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겨집니다.

김용훈의 또 다른 작업, <오색찬란> 

시리즈는 꽃의 아름다운 절정의 순간을 

박제해놓은 작업으로 꽃의 화려함과 

화병의 우아한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작가가 10년 이상 지속해온 꽃 작업은 마치 로스코의 회화와도 같이 위아래로 

나뉜 색면의 조화로움과 단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사물들에 바치는 헌사를 통해 시간성에 대한 작가 특유의 감각과 따뜻한 정서를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전>

2018 시대정물 두 번째 이야기, 갤러리룩스, 서울

2017 빛을 그리다, 갤러리칸, 고양

2015 오색찬란, 캐논 갤러리, 서울

2014 時代情物, 갤러리 나우, 서울

2013 Emotion to Emotion, IT 갤러리, 서울

김 용 훈

<그룹전>

2018 Mise en scene_미술가의 정물, 신세계갤러리, 서울

2018 Colorful Days, BNK갤러리, 부산

2017 PPAM, 블루스퀘어, 서울

2017 Sharing the Spotlight, Art Space J, 성남

2016 낯선 기억, 낯선 시간, 낯선 공간전, 갤러리 나우, 서울

Yonghoon Kim
2019년 1월 16일 - 2월 28일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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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Inquiry 02 2250 8120

수영에 막 입문한 여성 회원을 위한 초급반 오픈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박수정 강사와 함께 물에 쉽게 

뜨는 방법부터 호흡법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 보세요.

박수정과 함께하는 성인 초급반 수영 오픈 클래스 (여성)
Beginner Swimming Lesson

날짜

시간

대상

인원

준비물

장소

가격

2019년 2월 14일 (목)

12:00 - 12:50

성인 여성 회원 

6명

수영복, 수모, 수경

실내 수영장

무료 *사전 예약 필수

소도구 링을 이용하여 관절의 가동성을 회복하고 코어 근육을 기능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남성들을 위한 시간, 맨즈 요가

유연함과 강함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신체를 만들어주고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맨즈 요가 

클래스에 참여해 보세요. 

코어 운동 오픈 클래스
Core Exercise

맨즈 요가
Men’s Yoga

날짜

시간

대상

인원

준비물

장소

가격

날짜

시간

대상

인원

준비물

장소

가격

강사

2019년 2월 18일 (월)

16:00 - 16:50

성인 회원 

10명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G.X 스튜디오

무료 *사전 예약 필수

매주 목요일

12:00 - 12:50

성인 남성 회원

6명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G.X 스튜디오

22,000원 / 1회 *사전 예약 필수

전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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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Inquiry 02 2250 8120

오아시스 아이스링크에서 “제1회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스케이팅 대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스케이팅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신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제1회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스케이팅 대회
The 1st Banyan Tree Club & Spa Seoul Skating Championships 

날짜

시간

대상

장소

가격

인원

2019년 2월 10일 (일)

10:00 - 12:30

7세 - 17세 회원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30,000원

각 그룹별 선착순 5명 *사전 예약 필수

*참가자 전원에게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 5만원 바우처가 증정됩니다. (대회 당일 사용 불가)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이용은 금지됩니다. 피겨 및 하키 스케이트만 이용 가능합니다. 

*경기는 기록에 의해 우수 선수를 선발하는 타임 레이스로 진행됩니다. (도착 지점에서 기록 측정)  

*동일 그룹 내에서 몇 명의 선수가 기록이 같을 경우 경기를 다시 진행합니다. 

*상품협찬 : 데상트 영애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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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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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시간

대상

인원

장소

가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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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 렌탈비 별도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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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룬골프 아카데미는 회원님들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1층 타석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새 단장한 트룬골프 아카데미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룬골프 아카데미 새 단장
Troon Golf Academy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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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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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이하여 키즈클럽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선물과 감사카드를 준비해 보세요.  

어린이 재능계발 프로젝트 Brain Club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체스 Chess

· 전세계 160여개국 교육 프로그램

· 수리, 판단력 향상 게임

· 자기주도적 Decision Maker로 성장

· 끈기와 집중력

키즈클럽 설맞이 특별 프로그램
New Year’s Day Special Program

어린이 재능계발 프로젝트 Ⅳ. Brain Club - Chess

시간

가격

대상

장소

기간

시간

가격

대상

장소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매주 금요일 (총 8회 과정)

6-7세 16:30 - 17:20 (50분)

8-9세 17:30 - 18:50 (80분)

6-7세 264,000원 / 8-9세 308,000원 *교재비 별도

6-9세 키즈 회원

키즈클럽 *스케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일 (토)                 전통 문양 열쇠고리와 노리개 만들기

2019년 2월 4일 (월)                 윷놀이 만들기

2019년 2월 5일 (화)                 화과자 비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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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얹어 맛있는 피자 

떡볶이를 만들어 보세요. 

으깬 감자와 삶은 달걀로 고소하고 담백한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닭 가슴살을 이용하여 일본식 카레덮밥을 

만들어 보세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하트쿠션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알록달록 예쁜 스카프를 만들어 패션센스를 

뽐내 보세요.   

쿠킹 클래스 - 피자 떡볶이 
Pizza Tteok-bokki

쿠킹 클래스 - 감자 샐러드와 샌드위치
Potato Salad & Sandwich

쿠킹 클래스 - 일본식 카레덮밥
Rice & Curry

미니 하트쿠션
Mini Heart Cushion

레인보우 스카프 
Rainbow Scarf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2019년 2월 17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2019년 2월 24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2019년 2월 10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2019년 2월 9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2019년 2월 16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나만의 비밀 서랍장을 만들어 보세요.

2층 서랍장 
Mini Storage Box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2019년 2월 23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손수 빚은 만두로 떡 만둣국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 고유의 멋을 담아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장식품을 만들어 보세요. 

쿠킹 클래스 - 떡 만둣국
Rice Cake Soup

전통 문양 열쇠고리와 노리개
Korean Traditional Ornaments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2019년 2월 3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2019년 2월 2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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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일 - 1월 16일

어린이 작가 - 김시윤, 김지미, 변우준, 이서현, 이채영, 장지우, 정근영, 정회영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일기를 쓰는 또 다른 방식이다.”

2018년 시작된 재능계발 프로젝트 ‘반얀트리 Big Canvass by YSA’의 첫 번째 전시회가 지난 달 

2일부터 16일까지 클럽동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 작가들의 섬세한 감성이 녹아 들어간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ig Canvass by YSA 어린이 작가 전시회

김시윤 <Animal ‘Rabbit’>

이서현 <Keith Haring ‘Gesture’>

장지우 <Picasso Still-Life Violin>

김지미 <Pattern Practice>

변우준 <Animal ‘Elephant’>

정근영 <Pattern Practice 1 & Pattern Practice 2> 정회영 <Portrait>

이채영 <Por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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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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Valentine’s Day Special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로맨틱한 

하루를 기념해보세요. 등심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한 풍성한 디너 코스를 스페셜 디저트 3종, 페어링 

와인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2019년 2월 14일 (목) 

18:00 – 22:00 (Last Order 21:00)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디너 4코스 & 디저트 3코스

와인 2잔 (스파클링 & 레드)

1인 129,000원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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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메뉴

장소

2019년 2월 1일 (금) – 2월 28일 (목)

11:30 – 17:00

강원도 반상 28,000원 (표고버섯, 옥수수, 홍합 솥밥 & 황태국)

감자 술 12,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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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표고버섯, 구수한 옥수수, 홍합을 넣어 지은 솥밥과 함께 속까지 따뜻해지는 용대리 황태국 

반상을 강원도 특산품 감자 술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토반 - 강원도편
Local Delicacies – Gangwondo

설날 특선 뷔페
Lunar New Year Special Buffet

설날을 맞아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강원도 특선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향토 음식과 라이브 

카빙 섹션에서 갓 구워낸 등심구이와 갈비살 구이 등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입니다. 원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향토의 손맛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2019년 2월 5일 (화)

점심 11:30 – 14:30

저녁 17:30 – 21:30

곤드레 비빔밥, 총떡, 매생이 굴전, 메밀전 등 

강원도 향토 음식으로 구성된 뷔페 

등심 구이, 갈비살 구이로 구성된 

라이브 카빙 섹션 

맥주 무제한 제공 (성인에 한함)

성인 100,000원

어린이 50,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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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Valentine’s Day Special

셰프스 테이블
Chef’s Table

페스타 다이닝에서 호주 출신 셰프 조셉 리저우드의 시각으로 담아낸 ‘셰프스 테이블’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한 런치와 디너 메뉴 그리고 조셉 셰프가 직접 

시연하는 갈라 디너를 경험해 보세요.

발렌타인데이 디너를 더욱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동서양의 매력이 조화를 이루는 

페스타 다이닝에서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캐비어를 곁들인 육회, 탕엽전, 

알등심구이와 명이나물 퓨레, 시그니처 메뉴인 산 5-5 골동반상 등이 포함되며 버블리한 샴페인과 

달콤한 초콜릿 디저트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2일 (금)

18:00 – 21:00

셰프 ‘조셉 (Joseph)’의 6코스 디너

1인 150,000원 

*와인 페어링 추가 1인 50,000원

페스타 다이닝

*2019년 2월 28일까지 런치 & 디너 이용 가능

2019년 2월 14일 (목) 

18:00 – 22:00 (Last Order 20:30)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8코스 & 웰컴 샴페인 1잔

1인 150,000원 (2인 이상 주문 가능)

페스타 다이닝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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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남산과 서울 도심의 야경이 매력적으로 펼쳐지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문 바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오붓하고 특별한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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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날의 추억을 선물해주세요.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Valentine’s Day Special

오아시스 생일 파티 패키지
Birthday Party Package

2019년 2월 14일 (목)

18:00 – 22:00 (Last Order 21:00)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플래터와 딸기 디저트

와인 1병 (레드/화이트/로제 스파클링 중 택 1)

250,000원 (2인 기준)

문 바 (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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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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클레르에서 선보이는 발렌타인데이 시즌 한정 디저트 메뉴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달콤함을 선물해보세요. 

발렌타인데이 한정 디저트 
Valentine’s Day Special Desserts

2019년 2월 7일 (목) – 2월 14일 (목)

*2월 12일 휴관일 제외

9:00 – 21:00

쇼콜라 크렘 데코 케이크, 상테르, 

가토 쇼콜라, 초코롱, 브라우니 쇼콜라

7,500원 – 37,000원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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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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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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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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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안

모험, 여가 등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며 
어느 도로에서든 다른 사람과 함께 스포츠카의  
매력을 공유할 수 있는 포르쉐 신형 카이엔이 
곧 포르쉐 센터 용산에 출시됩니다.

본 차량은 곧 국내 출시 예정이며, 공인된 연비정보는 출시 후 포르쉐 용산 센터 또는 포르쉐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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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AL

ㅣ
ㅣ

포르쉐 5도어 스포츠카,
신형 카이엔이 곧 출시됩니다.
Sportscar Together. 
The new Cay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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