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gust 2019



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19년 8월 6일 (화) / August 6 (Tue) 2019

· 휴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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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운영 시설

  실내 수영장,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키즈클럽, 스파 & 갤러리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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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ndoor Pool, Club Member’s Restaurant, Kids Club, Spa & Spa Gallery will be open for business as

  usual.

사우나 패밀리데이 Sauna Family Day

2019년 8월 11일 (일), 25일 (일) / August 11 (Su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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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7

8

9

10 - 11

12 - 14

15 - 20

NOTICE

CULTURE

SPA & GALLERY 

RECREATION 

KIDS CLUB ACTIVITIES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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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비스타와 함께하는 하계시즌 프로모션 
Summer Promotion with The Bloomvista

현대그룹 계열사 블룸비스타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4성 호텔입니다.

THE BLOOMVISTA
Hotel & Conference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316 

Tel. 031 770 8888   I  www.bloomvista.co.kr

주중  17:00 - 24:00 

주말  16:00 - 24:00

031 770 8934 

Kitchen 316 그랜드 오픈

캐쥬얼 펍 ‘Kitchen 316’의 모던하고 편안한 분위기

에서 치맥을 비롯한 피자, 그릴류 등 다양한 음식을 

즐겨보세요.

시간

문의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수상 레져 30% 할인

2019년 9월 30일 (월) 까지

7:00 - 20:00

투숙객 어린이 물총 무료 대여 서비스 

2019년 8월 31일 (토) 까지

9:00 - 19:00

카누 체험가 할인 (2,000원 - 3,000원)

2019년 9월 30일 (월) 까지

9:00 - 18:00

중원계곡(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706)            

사나사계곡(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물놀이 프로모션 - 남한강의 시원한 강바람이 가득한 양평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수상레져 제휴 할인> <어린이 물총 대여> 

<카누 체험 제휴 할인> <주변 계곡 물놀이> 

내용

일시

시간

내용

일시

시간

내용

일시

시간

장소

회원 객실 바우처는 전자 쿠폰으로 발급되며 객실 예약 시 바우처 사용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바우처는 무효 처리되며 기타 혜택으로 대체 및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기한 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 및 성수기는 숙박 희망자가 몰려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2019 회원 객실 바우처 유효기간 안내

Validity of 2019 Room Voucher 

바우처 문의 객실 예약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3 객실예약과 02 2250 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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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는 회원님들에게 최상의 회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별 엄선된 

최고 수준의 협력사와 제휴를 맺어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살린 국제 규모의 명문 코스를 자랑하는 비에이비스타 컨트리클럽에서 반얀트리 회원 

여러분께 그린피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1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대 병원의 노하우, 최첨단 장비와 최고 수준 의료진의 숙련된 검사가 결합된 

건강 맞춤형 상담부터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고급 건강검진 공간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의 명품 건강 혜택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에이비스타 컨트리클럽 

BA Vista Country Club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Seoul Medic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제휴사 안내

Strategic Partnership

그린피 할인 혜택 (1인 회원대우, 동반인은 할인 적용)

 *예약은 이용예정일 15일전부터 가능 클럽 리셉션 통하여 예약 가능 (4일 전 오후 3시까지만 취소 가능)

 *당일 티오프 시간 안에 노쇼 및 1-3일 전에 예약 취소 시 비에이비스타의 위약규정에 따름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법인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반얀트리 예약 담당 간호사 2인 지정

검진 후 이상 소견 있을 시 본원, 분당병원 및 협력병원으로 즉각적인 연계 등

 *예약 및 상담 시, 반얀트리 회원임을 밝히고 회원 확인 절차 후 이용 가능

마지막 예약일로부터 60일간 부킹정지 및 위약금 (주중 40만원, 주말 60만원) 중 택 1

02 2250 8077, 8078

02 2112 5500

· 주요 서비스

· 주요 서비스

· 위약 규정

· 문의

· 문의

헤리티지는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나의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최고의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산모와 아기의 첫 시작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인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헤리티지 산후조리센터

Heritage Postpartum Care Center

5% 특별 추가 할인 혜택 제공

02 518 2433 ~ 6

· 주요 서비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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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자연을 그대로 살린 국제 규모의 명문 코스를 자랑 하는 비에이비스타 컨트리클럽에서 반얀트리 회원 여러분께 

그린피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연의 향이 가득한 공간인 포레스타에서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특별한 여러분을 위한 토탈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에 지친 심신에 활력을 되찾아 드립니다.

제휴사 The American Club Singapore는 회원님들의 이용이 저조하여 2019년 8월 7일부로 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강릉 경포의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씨마크 호텔은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하고,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국내 최초의 럭스티지(Luxury+Prestige) 호텔입니다.

웰리 힐리 파크 

WELLI HILLI PARK

포레스타 반얀트리점

FORESTA BANYANTREE

씨마크 호텔 

SEAMARQ HOTEL

객실 타입별/시즌별 특별 할인가 제공

 *트리플 변경 시 추가 요금(5천원) 발생

 *여름 / 겨울 성수기 시즌에 슬로프 배정 시 추가 요금(1만원) 발생

 *여름 / 겨울 시즌 중 극성수기 기간에는 주말 요금 적용 (2019. 7. 26- 8. 3)

 *운영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업그레이드 객실 안내 (디럭스룸)

     - 패밀리형 (마운틴 뷰), 스위트형                                     - 위치 및 전경 본관 15층 - 17층

     - 디럭스 룸은 고층에 위치한 객실로 욕실 비품 구비      - 추가요금 1만원 (1실 1박 기준)

회원제 골프장 회원 추천요금 적용 (월별, 시즌별 요금 상이)

전 시술 상시 20% 할인 (네일, 웨딩, 제품 구매 제외)

반얀트리 키즈회원 생일 기념 헤어 스타일링 서비스 

(키즈회원 생일이 속한 달에 1회, 키즈회원 + 보호자 1인 헤어 스타일링 서비스)

 *포레스타 반얀트리점과 청담 본점에 한함

 *반얀트리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전예약 필수

전 객실 주중 15%, 주말 10% 할인 (BAR Rate 기준)

써멀스위트 (사우나) 50% 할인

 *2인 기준 조식 및 클럽 인피니티 (실내, 실외 수영장 및 짐), 미니바, 키즈클럽 이용 포함

 *체크인 시 반얀트리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시 필수

1544 8833 (객실 ARS 1번, 골프 ARS 2번)

포레스타 반얀트리점 02 2250 8098, 포레스타 청담 본점 02 3444 2252

033 650 7000

· 주요 서비스

· 주요 서비스

· 주요 서비스

· 문의

· 문의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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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는 2019 블링크(BLINK) 회원사와 함께하는 세번째 이벤트로 우수한 전문 

영양제품을 한국시장에 소개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 ‘한독’과 함께 뇌 

건강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신경과 전문의 양영순 교수를 통해 뇌 건강 정보 및 치매 조기 진단법과 예방법 등 건강한 

뇌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뇌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할 영양소 및 

뇌 영양 공급에 우수한 식품 정보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더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2019 

블링크(BLINK)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갤러리 인숍에 야만의 팝업스토어가 열립니다. 1978

년 설립된 YA-MAN은 특허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 7개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40년 전통의 No.1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입니다.

콜라겐을 재생시켜 피부장벽을 강화시키는 RF보떼 포토플러스

EMS로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는 토네이도 롤러

머릿결과 두피를 진정시키는 헤드스파 드라이어

야만 팝업스토어에서 홈케어 디바이스 3종을 선보입니다. 

야만 홈케어 디바이스로 진정한 홈케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인숍에서 야만 홈케어 디바이스 (헤드스파 드라이어 제외)를 구매하시는 회원님들께 뷰티케어 4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구성: 오리지널 파우치, 포헤베케어 콜라겐 젤크림 2개, 오가닉코튼 화장솜, 탁상 거울)

· 회원 특별 혜택 

구매 및 상담 

갤러리 인숍 입점 문의 

야만뷰티 070 5090 7215

02 2250 8113

2019 블링크 이벤트 Ⅲ – 한독 “뇌 건강과 영양”

2019 BLINK Event Ⅲ with Handok Inc.

반얀트리 갤러리 – 갤러리 인숍 “야만과 함께하는 애프터 바캉스 케어”

Banyan Tree Gallery – Gallery Inshop “After Vacance Care with YA-MAN”

*블링크 (BLINK) : 회원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비지니스와 상품에 대해 알리고 타 회원이 그에 대한 구매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뷰티, 패션, 문화, 리빙, 컨설팅, 자동차, 푸드, 레스토랑, 

메디컬, 헬스, 건축 및 인테리어 등 클럽 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업종의 55개사가 블링크 회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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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이번 전시는 7월 한달 동안 클럽동에서 선보인 에디션 특별전 <Art Vacance>의 2부로 한국 화단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근 현대 에디션 작품이 전시 될 예정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판화로 

제작된 이대원, 김종학, 김홍주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화가의 고유한 작품 형식과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대중성’을 함께 지닌 여러 가지 에디션 아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8월 에디션 특별전_아트바캉스 2

2019

2018

2015

김종학 Kim Jong Hak (1937년 - )

김홍주 Kim Hong Joo (1945년 - )

2018

2017

2017

2015

주요 개인전 

주요 개인전 

주요 단체전 

주요 단체전 

페로탕 갤러리, 파리

2018  토미오 코야마 갤러리, 도쿄

국제 갤러리, 서울

2005

2003

이대원 Lee Dae Won (1921년 - 2005년)

2018

주요 개인전 

주요 단체전 

갤러리 현대, 서울

2003  갤러리 미술세계, 도쿄

모리오카 시립미술관, 모리오카

갤러리 이즈 개관 10주년 기념전, 갤러리 이즈, 서울

갤러리 이즈 개관 10주년 기념전, 갤러리 이즈, 서울

2017  색채의 재발견전, 뮤지엄 산, 강원

포스트모던 리얼,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2015  코리아 투모로우 2015, 성곡 미술관, 서울

기간

장소

문의

2019년 8월 7일 (수) – 9월 2일 (월)

클럽동 로비, 호텔동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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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시간

프로그램

가격

장소

문의

머리부터 발 끝까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반얀트리 스파는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서머 리프레쉬” 스파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숙련된 테라피스트가 몸의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를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혈액 순환을 돕고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 주는 차크라 건식 마사지, 가장 

완벽한 힐링을 선사하는 60분 바디 마사지, 차가운 옥돌을 이용해 피부를 진정시키는 제이드 페이스 

마사지까지. 자신에게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선물해 주세요.

반얀트리 스파 패키지 “서머 리프레쉬”
Banyan Tree Spa Package “Summer Refresh”

2019년 7월 22일 (월) - 8월 31일 (토)

11:00 - 20:00

120분 트리트먼트 

(30분 차크라 건식 마사지, 60분 전신 

마사지, 30분 제이드 페이스 마사지)

회원 1인 300,000원 (25% 할인가)

*정상가 400,000원 

반얀트리 스파

02 2250 8115, 8116

BANYAN TREE
CAR AIR FRESHENER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내 차를 반얀트리 향기로 채워주는

반얀트리 차량용 방향제 출시

· 차량용 방향제 키트 (에센셜 오일 포함) 45,000원 → 40,500원

· 차량용 방향제 15,000원 → 13,500원

· 반얀트리 에센셜 오일 ‘파인(Pine)’ 33,000원 → 29,700원

문의  반얀트리 갤러리 02 2250 8115, 8116

회원 10%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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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강사

준비물

장소

문의

강사

준비물

장소

문의

기간

시간  

가격

대상

기간

시간

유효기간

할인혜택

문의

기간

시간

가격

대상

전예인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G.X 스튜디오

02 2250 8118, 8120

이수룡

운동복, 운동화

피트니스 G.X 스튜디오

02 2250 8118, 8120

매주 목요일

12:00 - 12:50

22,000원 / 1회

모든 성인 회원

상시

반얀트리 회원

결제일로부터 1년

사우나 입장 12회 패키지 결제 시 550,000원

(정상가 12회 660,000원 / 1회 55,000원)

02 2250 8118, 8120

매주 수요일, 일요일

15:00 - 15:50

22,000원 / 1회

모든 성인 회원

전예인 강사의 맨즈 요가 클래스 
Men’s yoga with Yein Jeon

2019 사우나 게스트 입장료 할인 프로모션
2019 Sauna Entrance Fee Promotion

이수룡 강사의 줌바 피트니스 
Zumba Fitness with Soo Ryong Lee

남성들의 시간, 유연함과 강함의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신체를 만들어 주고,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맨즈 요가 

클래스에 참여해 보세요. 

12회 패키지 결제 시 특별 할인이 적용 됩니다. 소중한 분과 함께 

반얀트리 사우나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즐겨보세요.

칼로리 소모를 유도하는 인터벌 스타일의 댄스 피트니스로, 

라틴 리듬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리듬에 맞추어 마치 댄스 

파티에 온 것처럼 신나게 즐겨 보십시오. 

기간

시간

강사

장소

가격

문의

상시

6:00 - 22:00

반얀트리 인스트럭터

피트니스 1F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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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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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트룬 프리베 프리빌리지 – 트룬 어드밴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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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명이 플레이 할 수 있으며 30일 이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48

시간 이전 취소 시 별도의 취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골프 클럽과 그린피는 https://www.troon.

com/troon-advantag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장소

문의

준비물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수영복, 수모, 수경

실내 수영장 

02 2250 8105 

수영복, 수모, 수경

오아시스 

02 2250 8105 

2019년 8월 1일 (목)

18:00 - 18:50

무료 * 사전 예약 필수

모든 회원 (최대 8명)

2019년 8월 25일 (일) 

10:00 - 13:00

무료 * 사전 예약 필수

모든 회원 

반얀트리 수영대회 대비 전략 오픈클래스
Banyan Tree Swimming Championship 
Strategies Open Class

제 9회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수영대회
The 9TH Banyan Tree Club & Spa Seoul 
Swimming Championship

야외 수영장 오아시스에서 개최되는 제9회 반얀트리 수영 

대회에 대비하여 수영실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야외 수영장 오아시스에서 제9회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수영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동안 쌓아 온 수영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문의  02 2250 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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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2019 여름캠프 Rubbing the Magic Lamp! 
2019 Kids Club Summer Camp Rubbing the Magic Lamp!

반얀트리 여름 캠프에서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며,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2019 Summer Camp를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신나는 여름을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장소

문의

2019년 7월 15일 (월) – 2019년 8월 22일 (목)

*공휴일인 8월 15일(목)에는 캠프를 진행하지 않고 8월 17일(토)에 진행합니다.

키즈클럽, 테마에 맞는 견학장소

02 2250 8102

매주 토요일 12시 신나는 리듬소리가 키즈클럽에 울려 퍼집니다. 바로 드럼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 

회원들이 드럼을 연주하기 때문입니다. 드럼은 리듬과 박자감각을 통하여 연주 기법을 배우고 감성지능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 회원들은 키즈클럽에서 드럼 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리듬에 맞추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드럼클래스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어린이 재능 계발 프로젝트 “Musicians” 드럼 1기
Musicians - Drum

만 4세 – 5세 만 6세 이상

시간
11:00 – 15:30 

(*8/7 16:30 종료)
11:00 – 16:30

인원 12명 30명

대상 만 4세 – 5세 어린이 회원
만 6세 이상 어린이 회원 

및 비회원

주제

1 주차 Economic Specialist (경제 전문가)

2 주차 Performance Art Director (예술 감독)

3 주차 Wonderful Painter (미술 전문가)

4 주차 Master Chef (요리 전문가) 

5 주차 Sensational Athlete (운동선수)

6 주차 Outstanding Scientist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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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대상

장소

문의

대상

장소

문의

대상

장소

문의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날짜

시간

가격

날짜

시간

가격

날짜

시간

가격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8월 4일 (일)

14:30  – 15:20

33,000원

2019년 8월 11일 (일)

14:30  – 15:20

33,000원

2019년 8월 18일 (일)

14:30  – 15:20

33,000원

2019년 8월 25일 (일)

14:30  – 15:20

33,000원

옥수수 퀘사디아
Corn Quesadilla

과일 화채와 샌드위치 
Fruit Punch & Sandwich

계란 듬뿍 김밥
Egg Gimbap

로제 떡볶이 
Rose Tteok-bokki

입안에서 옥수수 알이 톡톡 터지는 맛있는 퀘사디아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 가지 과일을 이용하여 새콤달콤한 화채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부드러운 계란이 푸짐하게 들어간 고소한 계란 김밥을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소스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지닌 생크림으로 맛있는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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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알록달록 모양 스티커를 이용하여 투명우산을 

예쁘게 꾸며보세요.

한국의 전통과 멋이 담긴 부채로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세요.

문어와 오징어 인형을 꾸며 나만의 인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스타일로 꾸민 모자를 쓰고 여행을 

떠나보세요.

시원한 바닷속 풍경을 주제로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세요.

투명우산 꾸미기
Bubble Umbrella

한국의 전통미_부채
Traditional Folding Fan

바닷속 친구들 인형
DIY Doll_Sea Creature

모자 꾸미기
Fashionable Hat

액자 식 연필꽂이_바닷속 풍경
Undersea Framed Pencil Holder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19년 8월 3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8월 17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8월 25일 (일)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8월 10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2019년 8월 24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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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6월 1일 (토) - 8월 31일 (토) 

주중 15:00 – 18:00 (Last Order 17:30)

주말 및 공휴일 15:30 - 18:00 (Last Order 17:30) 

트로피컬 에디션 디저트

2인 55,000원 (커피 또는 차 포함)

*논 알코올 피나콜라다 또는 모히또 선택 시 

 15,000원 추가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셰프가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에그 베네딕트와 오믈렛, 다채롭게 구성된 샐러드와 디저트 뷔페, 

네 가지 메인 요리까지 브런치 스페셜에서 선보이는 20종 이상의 메뉴로 풍성하고 여유로운 주말을 

맞이하세요.

애프터눈 퀄리티 타임의 트로피컬 에디션 디저트로 열대과일의 풍부한 과즙과 달콤한 풍미를 

느껴보세요. 용과,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이 들어간 디저트와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 베리 스무디로 

풍성하게 오후의 티타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브런치 스페셜 
Brunch Special

애프터눈 퀄리티 타임 '트로피컬 에디션'
Afternoon QualiTea Time 'Tropical Edition'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5월 11일 (토) - 8월 25일 (일)

(주말 및 공휴일 운영)

12:00 – 15:00 (Last Order 14:30)

샐러드와 디저트 바, 라이브 테이블

(와플, 팬케이크, 계란 요리)

메인 요리 

(데일리 스프와 스테이크를 포함한 4가지의 제철 요리) 

어린이 요리

(새우 볼로네제 링귀니와 버섯 알프레도 링귀니 중 택1)

성인 88,000원 / 어린이 65,000원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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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구성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19년 8월 20일 (화) 

19:00 – 21:30 

글렌피딕 위스키 소개, 위스키 제조 및 음용 

방법 소개, 제품 테이스팅 및 푸드 페어링, 

럭키드로우

무료

반얀트리 성인 회원 (10명, 선착순 마감)

문 바 (21F) 

02 2250 8077, 8078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문 바의 야외 자쿠지에서 풍성하게 올라오는 거품과 함께 프라이빗 파티를 

즐기며 스페인 이비자의 분위기를 만끽하세요. 

프리미엄 멘토링과 테이스팅, 푸드페어링 등 글렌피딕 싱글몰트 위스키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세요.

글렌피딕 싱글 몰트 위스키의 맛과 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글렌피딕 몰트 져니를 

준비했습니다.

쁘띠 이비자 
Petit Ibiza with Moonlight

글렌피딕 몰트 져니 
Glenfiddich Malt Journey 

기간

이벤트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19년 6월 1일 (토) – 9월 15일 (일) 

*위스키 바틀 추가 구매 시 시슬리 ‘Eau Tropicale’ 향수 

 & 바디로션 세트 증정 (위스키 세트 이용 고객 대상 / 

 1팀 1세트 한정) 단,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

*7월, 8월 이용 고객 대상 이벤트: 뷰티린 "헤어 & 

 바디 키트" 증정 (1팀 1세트 증정)

*여름 한정 발드르 투인원 선스틱 1개 증정

18:00 – 24:00     

샴페인 세트 370,000원 (4인) 

위스키 세트 510,000원 (4인)

문 바 (20F)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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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 식감의 메밀 면에 시원한 육수를 넣은 동치미 

막국수와 새콤달콤한 비빔 막국수를 클럽 레스토랑에서 

만나보세요.

클럽 레스토랑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 원기 회복에 으뜸인 

삼복탕과 들깨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여름 특선 ‘막국수’ 
Season Special “Cold Noodles”

여름 특선 ‘보양식’ 
Season Special “Ginseng Chicken Soup” 

기간

메뉴

장소

문의

2019년 8월 1일 (목) - 8월 18일 (일) 12:00 – 22:00

2019년 8월 19일 (월) - 8월 31일 (토) 11:30 - 22:00

*3일 전 예약 주문 필수

삼복탕 43,000원

들깨 삼계탕 39,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000

학창 시절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추억의 도시락’으로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을 만끽해보세요.

클럽 스페셜 ‘추억의 도시락’ 
Club Special 'Dosirak Special'

기간

메뉴

장소

문의

2019년 8월 1일 (목) - 8월 18일 (일) 12:00 – 22:00

2019년 8월 19일 (월) - 8월 31일 (토) 11:30 - 22:00

동치미 막국수, 비빔 막국수 25,000원

매실 막걸리 칵테일 8,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000

기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8월 1일 (목) - 8월 18일 (일) 12:00 – 22:00

2019년 8월 19일 (월) - 8월 31일 (토) 11:30 - 22:00

도시락 (제육 볶음, 데일리 국, 장아찌, 고등어 구이)

1인 33,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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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19년 7월 30일 (화) 부터

9:00 - 21:00 

타르트 펫슈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

02 2250 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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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제주 은갈치 솥밥, 시원한 보말 물회 등 제주 향토 음식을 선보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복숭아에 프로마쥬 크림으로 속을 가득 채워 여름 한정 디저트를 선보입니다. 

제철을 맞은 복숭아의 향긋하고 달콤한 맛을 느껴보세요.

토반 – 제주도 편 
Local Delicacies – Jeju-Do 

몽상클레르 '여름 시즌 한정' - 타르트 펫슈
Mont St. Clair 'Summer Special' - Tarte Pêches

기간

메뉴

장소

문의

2019년 8월 1일 (목) - 8월 18일 (일) 

12:00 – 17:00

2019년  8월 19일 (월) - 8월 31일 (토) 

11:30 - 17:00

토반 28,000원

(제주 은갈치 솥밥, 보말 물회, 돔베 수육)

우도 땅콩 막걸리, 제주 감귤 막걸리 15,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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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포함

문의

2019년 7월 15일 (월) – 9월 1일 (일)

풀사이드 바비큐 (7/19 - 9/1)

조식 뷔페 –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7/15 - 8/18)

조식 뷔페 –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8/19 - 9/1)

거버 오가닉 파우치 2종

거버 오가닉 병타입 퓨레 3종

02 2250 8000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의 풀사이드에서 바비큐 뷔페가 펼쳐집니다. 참숯에 구워 은은한 숯 향과 풍부한 

육즙을 느낄 수 있는 소고기 등심, 양고기, 소시지를 비롯해 싱싱한 해산물을 샐러드, 디저트와 함께 

즐겨보세요. 

영유아 뉴트리션 전문가 거버와 함께 과일과 채소의 맛과 영양을 담은 거버 오가닉 파우치와 거버 

오가닉 병 타입 퓨레를 준비했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와 풀사이드 바비큐 디너 뷔페에서 우리 아이를 

위한 프리미엄 베이비푸드를 만나보세요.

오아시스 풀사이드 바비큐 뷔페 
Oasis Poolside BBQ Buffet 

거버 존
Gerber Zone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19년 6월 28일 (금) - 9월 1일 (일) 

18:00 - 21:00

*8월 13일 대관 행사로 이용 불가

소고기 등심, 양고기, 소시지 등 바비큐 메뉴

및 샐러드, 디저트 등

성인 99,000원

어린이 55,000원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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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이벤트

가격

장소

문의

예약

2019년 7월 6일 (토) - 9월 29일 (일) 

*매주 월요일 휴무

19:00 - 02:00 (화요일 – 일요일) 

겟올라잇 반얀트리 호텔점 병 단위 주문 시 

발드르 투인원 선스틱 1개 증정

입장료 10,000원 

*회원 및 투숙객 입장 무료

페스타 루프탑 바

02 2250 8000 

02 2250 8170

런치와 디너 사이,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에 반얀트리 서울의 프라이빗 빌라에서 초록빛 

정원과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을 바라보며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페스타 바이 민구에서는 커피 앤 

스위츠 타임 동안 프릳츠 커피 컴퍼니의 원두로 내려 진하고도 부드러운 커피, 샴페인, 와인을 강민구 

페스타 총괄 셰프의 터치로 완성된 디저트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바 ‘겟올라잇(Get All Right)’이 반얀트리 서울 페스타 루프탑에 오픈했습니다. 도심 야경이 

펼쳐지고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페스타 루프탑에서 여름밤의 열기를 더할 화려한 

라이브 공연을 즐겨보세요. 

페스타 바이 민구 ‘커피 앤 스위츠 타임’
Coffee & Sweets Time at Festa by mingoo

페스타 루프탑 바 “겟 올 라잇” 
Festa Rooftop Bar “Get All Right” 

기간

시간

장소

문의

상시 운영

15:00 – 17:00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http://oskinlab.com/

신세계분주니어와 오스킨온라인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계절용

인텐시브 크림

여름, 간절기용

수딩크림

연약한�아이�피부를�위한�첫번째�선택 !
저자극�영유아�프리미엄�화장품�브랜드
오스킨랩을�만나�보세요.

P r e m i u m  B a b y  c r e a m

오스킨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