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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K the way of unity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활발한 참여로 상류 사회를 대변하는 프레스티지 클럽으로 자리잡았
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정치·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 셀러브리티로 구성되어 있는 인적 네트
워크는 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얀
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2018년에 이러한 회원 네트워크를 바탕으
로 회원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블링크(BLINK)를 론칭했습니다. 

2020년에는 뷰티, 패션, 문화, 리빙, 컨설팅, 자동차, 푸드, 레스토랑, 
메디컬, 헬스, 건축 및 인테리어 등 클럽 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업종의 66개사가 블링크의 제휴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층 풍성해진 
2020 블링크의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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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는 미래지향적 삶(미와 건강)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편안한 라이크라 원단으로 실생활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과 세계 최고의  
텐셀100%침구제품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꾸준히 가꾸는 여성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과 향기로운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판매 상품  · 몸의 순환과 근육강화, fit한 몸매 보정에 도움을 주는 편하고 아름다운 기능성 속옷
 · 텐셀 100% 최고급 숨 쉬는 침구 세트
 · 몸의 산소 공급을 돕는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 발찌 세트
 · 줄기세포 배양액 10만 ppm 다량 함유된 앰플 등 젊음을 깨워주는 프리미엄 화장품 세트

회원 우대혜택 · 회원 특별 우대 10% 포인트 미리 적용 (10%할인효과),  
   추가 사은품(원적외선 가공된 특별 스카프, 장갑 등) 제공, 회원 우선 예약
 · 매장 방문시 기능성 팬티 선물 증정
 · 정확한 사이즈 측정 및 체형교정 상담으로 시착 서비스 가능함

구매방법 · 오프라인 : (서울본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B/D 1F. 명품관
 · 온라인 : 검색창에 메르시라이프 (온라인 전용 계열회사) www.merci-life.com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대표번호 1588-2219, 서울(02)573-3448 (전화상담 후 방문 및 온라인 구매), 
 상담시 회원임을 밝혀주세요

DINNO CO.,LTD ㈜디이노 
㈜디이노는 프랑스 no.1 헤어살롱 브랜드 ‘쟈끄데상쥬’와 현대백화점에 입점된 프리미엄 헤어살롱 ‘아이벨르’, ‘아이벨르팜므’를  
전개하고 있는 30년 전통의 헤어살롱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국내 60여개의 매장을 강남 압구정 등 1급 중심상권 위주로 전개
하고 있으며 프라이빗 서비스를 표방하는 상위 1%를 위한 프리미엄 살롱으로 포지셔닝 되어있습니다.

판매 상품  펌, 염색, 케어 등 헤어 시술

회원 우대혜택 아이벨르 압구정 본점 방문 시 회원 우대 혜택 
 · 첫 방문 시술 시 : 모든 시술 40%할인 (펌, 염색, 드라이, 컷)
   +17만원 상당 무료 케어권 증정 (1인 1회에 한함)
   * 남성 그루밍 케어권     * 리놀린 단백질 모발 케어권     * 두피스켈링, 모근강화 풀케어권 중 택 1
 · 두번째 방문 시술 시: 23만원 상당의 블랙테라피 케어권 증정

구매방법 유선 예약 후 아이벨르 압구정 본점 방문 
 *사전 예약 필수      *예약 시 반얀트리 클럽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아이벨르 압구정 본점 02-512-5082

YVESOM 입솜 
전제품 20가지 유해성분 및 26가지 알러지 성분을 배제하여 좋은 성분들로만 제조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연주의 천연 화장품입니다.

판매 상품  피부청정, 미백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천연 화장품

회원 우대혜택 · 진주 콜라겐 벨벳 마스크 (SOS 진정, 미백, 물광 효과) 50% 할인가 20,000원
 · 펩타이드 아이래쉬 앰플 (속눈썹 모근 강화 및 증모 영양제) 1+1, 할인가 36,000원
 · 롱래스팅 톤업 BB크림 SPF 24/PA++ (민감성 피부 진정 천연 비비) 20% 할인가 25,600원
 · 스피룰리나 퓨리파잉 앰플 (안색개선 미백 효과) 20% 할인가 28,800원
 · 스피룰리나 토너 (약산성 각질케어 토너) 1+1, 할인가 29,000원 
 · 티트리 머드 비누 (딥클렌징 천연비누) 20% 할인가 7,200원 
 · 순면 부직포 고급화장솜 1+1, 할인가 3,900원 

구매방법 전화 주문 가능(1800-5035)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1800-5035

SWISS PERFECTION ㈜스위스 퍼펙션
세계 최초 활성세포 코스메틱, 스위스 퍼펙션은 유해 환경인자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최적의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뛰어난 피부 재생 능력으로 노화의 흔적을 감소시키며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재구성합니다.

판매 상품  스킨케어 제품 / 스위스퍼펙션 스파

회원 우대혜택 · 제품 5% 할인 (전국 백화점 매장 및 스파 전 지점에서 구매)
 · 스파 연회원권 구매 시 제주스파 패키지 제공
   (셀룰라 트리트먼트 Full Body & Face 2hr 10min 2인+제주 나인브릿지 56평형 단독 빌라 1박/2인 조식 포함)
 · 스파 10회 이용권 구매 시 1회 스파 케어권 증정

구매방법 스위스 퍼펙션 전국 백화점 매장 및 스파 방문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5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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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ZENA 새라제나
새라제나는 ‘새롭다’라는 뜻의 새라(SERA)와 ‘자아’라는 뜻의 제나(ZENA)를 합성한 한글 네이밍이며, 바이오 콜라겐과 식물줄기 
세포추출물 특허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판매 상품  스킨케어 제품, 바이오 콜라겐 화장품 (콜라겐 에센스 젤, 콜라겐 고농축 앰플 등)

회원 우대혜택 새라제나 전 제품 30% 상시 할인
 첫 구매시 새라제나 샘플 2종 키트 증정 (상품 랜덤)

구매방법 매장 방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8-10)
 새라제나 온라인 몰 구매 (www.serazena.com)
 *회원 가입 필수(가입 시 반얀트리 코드란에 BT77SZ 기재)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새라제나 온라인 몰 회원 가입 시 반얀트리 코드란에 BT77SZ 기재

문의 02-2167-9139

KUOCA PREMIUM BLENDS 쿠오카
쿠오카는 유기농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저자극 고효능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쿠오카 크림과 세럼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이탈
리아 Alba산 최고급 화이트 트러플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인공향료, 인공색소, 화학방부제를 100% 배제하여 피부자극을 줄였
습니다. 천연화장품 장인이 성수동 코스메틱 키친에서 신선한 원료로 블렌딩하여 제조한 1개월 이내의 제품만 판매합니다. 좋은  
원료가 만드는 최상의 스킨케어, 그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판매 상품  크림, 세럼 등 기능성 기초 화장품류

회원 우대혜택  홈페이지(www.kuoca.com) 구매 시 온오프라인 최저가에서 10% 추가 할인

구매방법 www.kuoca.com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2205-5559

TRUEFITT&HILL 트루핏앤힐 
216년 전통의 세계 최초의 Barbershop으로 기네스에 등재한 브랜드이며 영국왕실의 로얄 워런트를 부여받은 최고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이다.

판매 상품  청담 본점 Barbershop에서 헤어 커트와 쉐이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매장이나  
 온라인 몰에서(www.truefittandhillkorea.com) 향수, 스킨 로션 및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판매 한다.

회원 우대혜택 청담 본점에 찾아오셔서 서비스를 받거나 제품 구입 시 10% 상시 DC

구매방법 매장 방문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11-1805

SILK'N 실큰코리아
2006년 이스라엘에서 창립한 ㈜실큰코리아는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미용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No.1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입니다. 계열사 병원용 의료기기 장비 회사인 인모드(Inmode Ltd)와 가정용 피부관리 의료기기 회사인  
홈스킨이노베이션즈(HomeSkinovations Ltd.)의 전문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한 홈케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  제모기, 고주파 미용기기, 안티에이징 의료기기, 진동 클렌저 등

회원 우대혜택 정가 50% 할인 (페이스 타이트, 실루엣, 글라이드 익스프레스)

구매방법 고객센터(080-246-1234)로 전화 상담 후 홈페이지 구매(www.silkn.co.kr)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시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시

문의 080-24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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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K 로사케이
로사케이는 파리지엔 감성을 바탕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백과 악세서리를 만듭니다. 로사케이 백은 창의적 감성을 담은  
클래식한 디자인에 높은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합니다.

판매 상품  핸드백, 지갑 및 액세서리

회원 우대혜택 노세일 정책 제품에 한해 30%할인 (로사케이 온라인 직영몰 내 VIP 카테고리 운영)

구매방법 로사케이 온라인 직영몰 구매(www.rosakshop.com)
 *직영몰 회원가입 필수(추천인란에 “BANYAN TREE”기재)
 *추천인에 “BANYAN TREE”를 기재하여 가입하신 고객 대상 VIP 카테고리 운영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시

문의 02-597-6701

BOCCOMI 보꼬미
보꼬미는 특별한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고,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상품 컨셉을 도출하고 내가 원하는 컨셉을 반영한 제품까지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핸드 메이드 제품만을 제작해 오고있는 특수 피혁 핸드 크래프팅 전문업체로, 최고 퀄리티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한 에프터 서비스로 더욱 고객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판매 상품  가죽가방 (악어 백, 특수피혁제품). 가죽 문구류, 지갑, 악세서리, 가죽 옷

회원 우대혜택 정가의 20%할인(주문제작 제외)

구매방법 전화상담 후 매장 및 온라인 구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3443-3119

SUHYANG NETWORKS 서양네트웍스 
서양네트웍스는 영유아부터 키즈라인까지 유아동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국내 유일의 라인업 브랜드 블루독, 유아마
켓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밍크뮤, 트렌디한 감성의 키즈 셀렉샵인 리틀그라운드, 국내 최초의 유아동 SPA브랜드인 래핑
차일드 등을 전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유아동 마켓을 이끌어 온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비자의 니
즈와 변화하는 마켓을 분석하여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개편하고, 끊임없는 브랜드 개발을 통해 마켓 내 리더로서의 역할
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  국내외 감성 브랜드들을 만나볼 수 있는 키즈 셀렉샵
 유아동 의류, 액세서리, 코스메틱 등

회원 우대혜택 · 리틀그라운드 상시 10% 할인
 · NOBADS 상시 10% 할인
 · 첫 구매 시 Special Gift 증정 (10만원 상당의 코스메틱 세트 / 배송 or 재방문시 증정)
 *멤버십 가입 필수     * 사용기간 2020년 1~12월
 *세일 및 행사상품 제외     * Special Gift는 첫 구매금액이 20만원 이상 시 증정
 *NOBADS는 유해성분을 배제하고 자연에서 온 좋은 성분들로만 채운, 신생아부터 전 연령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Healthy & Natural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구매방법 전국 리틀그라운드 오프라인 매장 방문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1577-0087

KANEI TEI 카네이테이
카네이테이는 미군 빈티지 군용텐트를 재활용하여 가방, 악세서리 제품을 만듭니다. 꾸며내고 완벽하게 다듬어서가 아닌, 상처나
고 녹슨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보여주는 것이 카네이테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입니다.

판매 상품  의류, 가방, 악세서리

회원 우대혜택 15% 할인 혜택

구매방법 웹사이트(www.kaneitei.com)에 들어오셔서 주문 전 오른편 하단에 위치한 말풍선을 클릭하고 
 ‘반얀트리’라고 말씀해 주시면 15% 할인 쿠폰을 발급해 드립니다.

회원인증 방법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5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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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ARDI KOREA ㈜파사디코리아 
열정적 아름다움이란 뜻의 passardi는 멋과 개성을 소중히 하는 정열적인 분들을 위한 캐릭터 골프웨어 브랜드입니다.

판매 상품  골프웨어, 골프 악세서리류(캐디백, 골프공, 장갑, 모자 등)

회원 우대혜택 지정 매장에서 방문 구매 시, 추가 10% 할인 해택, 구매금액에 따른 추가 사은품 제공

구매방법 파사디 반포 직영매장에서 구매 시, 반얀트리 회원 확인 후 즉시 할인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18-1810

SEOUL AUCTION 서울옥션
서울옥션은 1998년 설립된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로 2019년부터 강남에 신사옥을 열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홍콩
에서 진행되는 메이저 경매, 부담없는 가격으로 구성된 온라인 경매, 미술시장을 하나씩 알아가는 아카데미 등 미술품 경매, 기획
전시 및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되는 서울옥션에서 예술의 가치와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판매 상품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미술품 경매를 통해 한국 근현대 및 고미술 그리고 해외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진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제로 베이스’ 경매는 작품이 모두  
 0원에서 시작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께 미술품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서울옥션을  
 통해 젊은작가의 작품부터 대가의 명작까지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나아가 판매뿐 아니라 위탁업무를 통해서도 고객님의 소중한 작품을 최상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모십니다.

회원 우대혜택 서울옥션 정회원 가입 시 혜택 제공
 · 가입비 20%할인 (정회원 연회비 : 200,000+부가세)
 · 유현수 셰프가 운영하는 ‘두레유’ 한식 레스토랑 평창동 지점 코스메뉴 15% 할인 (음료 및 주류 제외)

구매방법 · 서울옥션 정회원으로 가입 후 누구나 경매에 참여 가능, 서면응찰, 현장응찰, 전화응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매에서 작품 구매 가능 
 ·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서울옥션 홈페이지(https://www.seoulauction.com/)에 가입하실 경우  
   준회원 자격으로 온라인 경매 참여 가능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39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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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A ALEXIS 까사알렉시스
까사알렉시스는 친자연적 소재를 활용하여 네덜란드의 자연주의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인더스트리얼 빈티지 스타일의 
제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러피언 컨템포러리 퍼니처 브랜드 입니다.

판매 상품  수입가구 및 소품

회원 우대혜택 가구 구매시 5~10% 할인

구매방법 어센틱점 (서울 강남구 학동로 150 범일빌딩)
 도산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14 논현빌딩)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45)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12-0879

MOI ㈜엠오아이
MOI는 인테리어용 패브릭 디자인 회사이며 국내 호텔들의 커튼과 베딩을 제작, 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 컨셉의 침구, 커튼,  
카페트, 가구, 인테리어 소품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패브릭 베이스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해드립니다. 

판매 상품  커튼, 베딩, 패브릭 가구

회원 우대혜택 10~20% 할인 
 회원 대상 특별 인테리어 컨설팅

구매방법 전화 상담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10-9170-3333
 www.themoi.kr

DNE 디앤이
LG시스템 에어컨, 가전, 환기, 중앙공조, AHU판매 시공과 기계설비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을 겸업하는 회사입니다.

판매 상품  냉난방기, 공조기기, 기계설비 등

회원 우대혜택 컨설팅 비용 무료
 최저가 제품 가격 제공

구매방법 유선 상담 후 구매
 상담 예약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www.lgdne.com
 02-2232-8866

MELATONE 메라톤
메라톤은 40년 된 HPL 아시아 최대규모의 회사입니다. 2018년에는 12월 압구정 쇼룸 오픈, 2019년 1400억, 강마루 최초  
개발, 40개국에 수출 등의 성과를 냈으며. 하이브랜드의 가구를 가공&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  건축, 인테리어 자재(HPL), Flooring, 가구

회원 우대혜택 구매시 20% 할인 

구매방법 오프라인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53길 15
 온라인 : www.melatome.co.kr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620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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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LE KOREA 밀레코리아
밀레는 120년 전통의 세계적인 독일 프리미엄 가전 기업으로 1899년 설립되어 4대째 내려오고 있는 가족 기업입니다. 주방  
가전과 생활가전을 생산, 판매하여 프리미엄 가전의 대명사로서 글로벌 가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밀레는 전세계 가전  
업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제품을 최대 20년 내구성을 기준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부품을 20년 이상 보유하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  주방가전 – 오븐, 전기레인지, 커피머신,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생활가전 – 드럼세탁기, 의류건조기, 진공청소기 등

회원 우대혜택 구매 시, 10% 추가 할인 (밀레코리아 공식 매장,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입 시)

구매방법 매장 방문 혹은 온라인 직영몰 구매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3451-9451,9478

VILLAGE BABY INC 빌리지베이비
빌리지베이비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이 필요하다는 문구에서 시작한 기업으로, 임신, 출산 준비물 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
합니다. 만족도 높은 고품격 임신 축하 선물 및 임직원 출산 선물을 제공하며, 대형 대학병원, 스튜디오 그리고 다수의 기업이  
빌리지 베이비의 임신 선물, 출산 선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출산 선물을 통하여 가족 친화적인 회사 문화를  
형성하고, 소중한 분의 임신과 출산을 따뜻하게 축하할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  임신, 출산 단계별 선물 큐레이션 서비스, 임직원 출산 축하 선물

회원 우대혜택 맞춤형 임신, 출산 선물 구매 시 5~10% 할인 및 추가 사은품 제공, 기업 로고 각인 서비스 제공

구매방법 전화 상담 및 온라인 구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구매처 : 070-8065-4291 / www.vilagebaby.kr

SALTYHEARTY 솔티핫티
솔티핫티는 모든 제품에 사랑을 담아 디자인하고, 내 아이에게 입히고 싶은 좋은 소재만을 엄선하여, 활동적이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과 브랜드 컨셉을 우선시하는 프리미엄 펫 디자인 브랜드입니다. 우리 가족의 일부, 아이들과 같이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감각적인 스타일을 선물합니다.

판매 상품  사계절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반려 동물 의류 및 쿠션 등

회원 우대혜택 · 5-20% 할인
 · 추가 사은품 제공
 · 마일리지 추가 적립

구매방법 · 전화 상담 후 방문 및 온라인 구매
 · 구매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45, 1층, www.saltyhearty.com

회원인증 방법 · 오프라인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 온라인 : 회원가입 후 Q&A 게시판에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첨부

문의 02-790-0501

AUDIO GALLERY 오디오갤러리
오디오갤러리는 GOLDMUND. FOCAL, NAIM AUDIO, SCREEN INNOVATIONS, WOLF CINEMA 등 최고의 홈 오디오와  
영상브랜드를 독점 수입하는 기업입니다. 오디오갤러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리스닝 룸과 홈시어터 데모시스템을 갖추고  
트렌드를 제시하는 홈 엔터테인먼트의 리더입니다.

판매 상품  라이프스타일, 하이엔드, 럭셔리 오디오 및 홈 시네마 시스템

회원 우대혜택 제품 상시 20% 할인 (일부제품 및 백화점 제외)
 골드문트 시어터 대관료 파격 할인 (8인 기준 4시간 약 100만원)

구매방법 본사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7길 3 오디오갤러리 빌딩)
 골드문트 청담 (서울 강남구 삼성로 754 J&K빌딩 4,5층)
 포칼 파워드바이 네임 (서울 강남구 삼성로 754  J&K 빌딩 1층)
 www.audiogallerystore.com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926-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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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GO GALLERY 이고갤러리
하우스 갤러리 이고는 동서양 앤틱을 전시하며, 인문학과 함께하는 앤틱 테이블 스타일링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앤틱  
애호가들과 테이블 웨어 속의 숨은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앤틱 컬랙션과 함께 티 파티를 즐기며 홈 인테리어와 따뜻한 홈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판매 상품  서양 앤틱 테이블 웨어와 공예품, 조선 목가구와 장식 소품, 인문학과 함께하는 
 앤틱 테이블 세팅 클래스, 앤틱 홈 인테리어

회원 우대혜택 회원 5% 할인

구매방법 전화 상담 후 방문 구매, 블로그와 인스타를 통한 문의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31-276-4981, 02-6221-4988

HAT CASE FLOWERS 햇 케이스 플라워 
평범한 디자인의 꽃 대신 개성있는 꽃 상품을 제안하고 판매합니다. 계절별로 다양하고 풍성한 꽃을 가정 및 사업장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경우 Hat Case Flowers 이전 상품 수거 후 새 상품 배달합니다. 원하시는 경우 WSET Level3 와인전문가
가 꽃과 함께 선물할 와인을 추천해드립니다.

판매 상품  꽃 디자인 및 배송

회원 우대혜택 10% 할인
 매월 선착순 30분께 미니선인장 증정

구매방법 유선 상담 후 구매
 *상담 예약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70-8615-1777

HYUNWOO DESIGN 현우디자인
현우디자인은 20년 이상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회사입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1:1 개별상담을  
통해 고객의 취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가구, 패브릭(커튼, 쿠션, 침장), 카펫, 벽지 등을 고객을 위해 맞춤 스타일링 합니다.

판매 상품  JNL가구_ 
 모던함, 테크니컬함, 그리고 전통적인 노하우를 잘 접목한 가구
 HERMESHOMEFABRIC 에르메스홈패브릭과 벽지_
 디자인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Hermes, 현대의 아름답고 견고한 색상과 질감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디테일한 패브릭과 벽지
 Creation Metaphore 패브릭_ 
 Verel de Belval, Le Crin, Metaphores Hermes Textile Holding의 자회사 가구 및  
 패브릭(커튼, 쿠션, 침장류, 카펫 및 벽지 등)으로 맞춤 홈스타일링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원 우대혜택 5~15% 할인, 회원 우선예약, 세일 안내 및 행사관련 문자발송 등

구매방법 전화 사전 예약제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49-2992 사전예약제

KWEATHER 케이웨더
1997년 국내 최초 민간기상사업자로 출발한 케이웨더는 그간 축적한 기상·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 솔루션을 제공 
하는 종합 환경 솔루션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외 공기 측정기와  
환기 솔루션을 통한 종합 공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  실내 공기 측정기 -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소음 등  7가지 요소를 측정 분석해 행동요령을 제공합니다.

 실내 공기 개선 서비스 - 주거 공간, 업무 공간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의 오염된 공기를 체계적 공정을  
 통해 개선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원 우대혜택 · 실내 공기 측정기 (IAQ-미세먼지 측정기) : 320,000 (30% 할인)
 · 실내 공기 개선 서비스 (새집 증후군 서비스) : 17,000 / 3.3m² (15% 할인)

구매방법 전화 상담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36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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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UIN 가구인
가구인은 1990년 인테리어 가구 전문 회사로 설립된 이후 나만의 공간, 나만의 가구를 디자인하는 기업으로 고객님들의 생활 속
에서 함께해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품질과 가격이 강점이며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주문 제작 인테리어 가구 전문 기업입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신제품 출시와 차별화된 디자인은 물론 친환경, 품질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  인테리어 가구

회원 우대혜택 컨설팅 비용 무료, 회원 특별가 제공

구매방법 ·  유선 상담 후 구매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 방문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35-1)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2263-8995
 www.gaguin.com

PLOT 플롯
플롯은 TON (체코), TOLIX (프랑스), SIKA-DESIGN (덴마크) 등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3대 카페 체어 퍼니처 브랜드의 공식 
쇼룸입니다. 우드, 메탈, 라탄 등의 소재로 제작되어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다양한 가구들을 플롯 쇼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  가구 / TON, TOLIX, SIKA-DESIGN 독점 판매, 조명 / LOUIS POULSEN, ARTEK

회원 우대혜택 가구 구매 시 추가 7% 할인, 사은품 증정

구매방법 청담 쇼룸 방문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45)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6956-9293 
 info@pleasurealot.com
 www.pleasurealot.com

YOU&PARTNERS ㈜유앤파트너즈
고급 인재 추천 서비스부터 평판 조회 및 전문 경영 닥터 서비스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가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하는 HR컨설팅 
그룹입니다.

판매 상품  인재 추천 서비스, 인재 검증 서비스, 재취업 서비스

회원 우대혜택 · 추천 서비스 이용 시 10% 할인
 · 취업 준비생, 퇴직자 무료 상담 제공

구매방법 전화 상담

회원인증 방법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51-2091

MIN LAB 민성원연구소
아이들은 모두 다르게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능력과 환경에 맞는 목표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변화하는 입시 속에서 아이들에게 학습 전략을 제시해주기 위해 민성원연구소는 진단검사를 통하여 타고난 능력
을 알아보고, 자신의 꿈을 이룰 대학을 정하여 전략을 정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방법을 알려주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유아,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전반적인 과목별 학습 코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능개발과 함께 올바른 학습방향으로 이끌
어주고 있습니다. 1:1 로드맵 컨설팅, 내신/정시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공부원리2.0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판매 상품  종합진단검사 및 입시 교육 컨설팅

회원 우대혜택 · 종합진단검사 50% 할인 적용
 · 민성원소장님 1대1 로드맵 컨설팅 50% 할인
   (회원분의 지인 소개 시 진단검사와 민성원소장님 컨설팅 30% 할인 예정)

구매방법 1599-8884 전화상담 및 예약진행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1599-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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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 MANAGEMENT 옴니매니지먼트 
옴니매니지먼트는 미국 Educational Consulting, Financial Investment Consulting 및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기획,  
실행하는 전문 기획사로서, 미국인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사전 Interview를 통한 맞춤형 플랜으로 진행됩니다.

판매 상품  · 교육부문 : 미국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입학 및 관리, 미국 명문대학 입학(IVY LEAGUE 특화),  
                    맞춤형 영어 교육(학생 사전 인터뷰 필수,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 국내학교는 상담에서 제외)
 · 투자부문 : 미국 부동산, 미국 안전투자
 · MICE부문 : 국제 컨퍼런스, 컨벤션 및 세미나 개최

회원 우대혜택 10% 할인 적용

구매방법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2667-0030, 010-3893-3325(반얀트리 회원 담당자),
 junkim@omnimgmt.com

REAMKO REALTY ㈜림코어드바이저공인중개사
주거용/상업용 고급 부동산 분양, 매매, 임대 중개를 전문으로하는 회사로 17년간 쌓인 고객 상담 노하우와 부동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VIP 고객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  고급 주택 중개 및 분양, 부동산 컨설팅, 자산 관리 컨설팅

회원 우대혜택 거래 성사시 반얀트리 기프트 카드 증정

구매방법 유선 상담 후 구매
 *상담 예약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797-4900
 www.reamko.com

KCC 케이씨씨 오토그룹㈜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혼다 등의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KCC오토그룹입니다.

판매 상품  수입자동차

회원 우대혜택 케이씨씨모터스㈜ (혼다 자동차 공식 딜러)
 · 혜택 : 차량 구매 시 5년/10만km까지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무상교환
             차량 구매 시 회원 우대가 제공
 · 문의 : 02-6090-6000

 케이씨씨오토㈜(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 혜택 : 메르세데스-벤츠 신차 구매 시 회원 우대 할인 적용
             서비스 패키지 상품(컴팩트 패키지, 컴팩트 플러스 패키지, 워런티 플러스)구매 시  
             KCC오토 서비스 상품권 20만원 증정
             픽업&딜리버리 무상 서비스 지원
             Mercedes-Collection 액세서리 15% 할인
 · 문의 : 02-6355-0010

 케이씨씨오토모빌㈜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 혜택 : 반얀트리 회원 전용 특별 추가 프로모션 제공
             법인 기업 및 사업자 전용 리스 상품(금융 리스/잔가 보장형/유예 리스 상품 등) 제공
             회원 전용 저금리 할부 상품 제공
 · 문의 : 02-6965-6080

 프리미어오토모빌㈜ (닛산 코리아 공식 딜러)
 · 혜택 : 차량 구매 시 Special Gift 증정(닛산 여행용 가방 + 골프 우산 + 소낙스 유리막코팅 시공권)
 · 문의 : 02-6090-7345

 프리미어오토㈜ (인피티니 공식 딜러)
 · 혜택 : 차량 구매 시 Special Gift 증정 
             (INFINITI 골프백 SET + 트렁크 정리함 + 인피니티 여행용 가방 + 골프 우산)
 · 문의 : 02-6090-7345

 아우토슈타트㈜ (포르쉐 공식 딜러)
 · 혜택 : 차량 구매 시 회원 우대 가격 제공, 포르쉐 행사 초청 우대
 · 문의 : 1670-9110

 ㈜플러스렌터카
 · 혜택 : 법인고객 업무용 차량, 개인 고객 대상 월 렌트료 특별 할인 프로모션
             차량 렌트 시 회원 우대 대여료 적용, 썬팅 및 2CH 블랙박스 제공
 · 문의 : 02-2241-8278

구매방법 전화 상담
 *상담 예약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시

문의 www.k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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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TER MOTORS 마이스터모터스㈜ 
마이스터모터스㈜는 국내 최고의 폭스바겐 공식 딜러사로 국내 최우수 딜러 및 최다 판매 딜러로 선정되었으며, 시티스토어한
남/강남대치/서초/인천/목동/마포신촌/강북미아/부천/인증중고 전시장과 염창/대치/서초/인천(구월,신흥)/목동/강북미아/ 
구로천왕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  폭스바겐 수입 자동차

회원 우대혜택 방문 시 소정의 사은품 증정

구매방법 · 전화상담
 · 전시장방문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 강남대치전시장 문의: 02-564-9800
 · 한남전시장 문의: 02-747-4300
 · 서초전시장 문의: 02-588-3434
 · 강북미아전시장 문의: 02-320-9630
 · 마포신촌전시장 문의: 02-320-9600
 · 목동전시장 문의: 02-3660-9999
 · 인천전시장 문의: 032-471-6100
 · 부천전시장 문의: 032-671-4700

AUTOSTADT CO.,LTD 아우토슈타트㈜ 
아우토슈타트는 포르쉐 공식딜러로 일산, 대전, 대구 센터와 양재 인증중고차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설립된 아우토
슈타트는 10년동안 포르쉐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일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해왔습
니다. 앞으로도 포르쉐에 대한 자부심 이상의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판매 상품  포르쉐 카이엔, 파나메라, 911, 박스터, 카이맨, 타이칸 및 포르쉐 관련 부품 및 드라이빙 셀렉션 제품

회원 우대혜택 · 차량구매 시 회원 우대 가격 제공
 · 포르쉐 행사 초청 우대

구매방법 · 대표번호 : 1670-9110 (전화문의_문의 당일 담당자 상담진행)
 · 대표메일 : 911@porsche-autostadt.com  
                    (이메일 문의 / 이메일 서두에 [반얀트리] 표기_담당자 지정 후 전화연결)
                    - 이메일 문의 시 필수정보(성명, 연락처, 거주지)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1670-9110

ENTAS.,LTD ㈜엔타스
㈜엔타스는 1991년부터 매년 약 1,000만명이 애용하시는 F&B브랜드들과(*대표 브랜드 경복궁) 인천국제공항 입/출입국 면세
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중견기업입니다.

판매 상품  · F&B 외식 사업장 브랜드 : 경복궁(&블랙), 경복궁 불고기, 삿뽀로(&블랙), 고구려, 팬차이나,  
   팔진향 등 직영점 운영
 · 경복궁 선물세트 : 경복궁 갈비 선물세트, 불고기, 혼합 등 총 30여종 운영
 · 경복궁 엣홈 : HMR 제품 상시 판매

회원 우대혜택 ·  F&B 전 사업장 방문 시 5% 할인 제공
 · 선물세트 15% 할인 제공 (단체 주문 별도 협의)
 · 소속 임직원 혜택 제공 : 복지 담당자 별도 협의

구매방법 · F&B 외식 브랜드 매장 방문 : 매장 방문 시 할인 적용
 · 선물세트 : 매장 또는 비서실을 통한 단체 주문 시 유선 주문 (담당자 연결)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70-4020-5540

LEXUS CHUNWOO MOTORS 렉서스 천우모터스 
렉서스 천우모터스는 렉서스 자동차 딜러사로 현재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5곳(용산/광진/한강대로/강북/일산) 이외에 공식  
인증 중고차 장한평 전시장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판매 이외에 보험 대리점도 함께 운영, 당사 차량 구매/출고 시 또는 
타사보험 고객분들도 쉽고 간편하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  렉서스 자동차 판매 및 자동차 보험상품 판매

회원 우대혜택 내방 시 사은품 증정 (골프우산, 골프공, 골프장갑 중 택1)

구매방법 유선상담 및 방문 구매
 *상담 예약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1899-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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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 CELLAR 나라셀라㈜ 
세계 각국 800여종의 와인리스트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와인 전문샵입니다.

판매 상품  전 세계 각국 800여종의 와인과 프리미엄 사케

회원 우대혜택 · 와인타임 회원 가입 및 구매 시 최초 1회에 한해  
   독일 명품 글라스 슈퍼겔라우 비노비노 보르도(2본) 1세트 증정
 · 행사 품목 제외 일반 품목에 한해 20% 할인 혜택 제공 (단, 일부 품목 제외)

구매방법 직영점 방문
 · 압구정점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37길 26 1층, 신사동, 램프빌딩/02-548-3720)
 · 송파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테라타워 A동 지하1층 G113호/02-401-3766)
 · 여의도점 (서울시 영등포구 LG트윈타워 동관 지하1층 아케이드 내/02-3773-1261)
 · 종로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22 그랑서울 지하1층 122호/02-2158-7940)
 · 삼성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지하1층/02-2051-5300)
 · 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105(삼평동, 유스페이스1)/031-628-1020)
 · 와타플러스 해운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9 라마다 앙코르 해운대호텔 1층/051-747-4272)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405-4354

DONGWON F&B ㈜동원에프앤비
Everyday Good Friend 醫食同原(의식동원)
동원F&B는 ‘좋은 음식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종합식품 회사입니다. 동원선물세트, 동원참치, 양반김, 리챔, 양반죽, 개성만
두 등 다채로운 브랜드와 함께 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펼쳐나갑니다.

판매 상품  동원선물세트

회원 우대혜택 30~50% 할인 (B2B 또는 대량 구매 대상)

구매방법 전화 상담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 02-589-6871
 · 010-3327-2835

RED TONGUE BOUTIQUE WINEHOUSE 레드 텅 부티크 와인하우스 
레드텅은 와인 문화를 판매하는 부티크 와인하우스입니다. 엄선된 와인을 다룰 뿐 아니라 소비자 취향을 파악해 가장 적합한 와
인을 제안합니다.  수년 간의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TPO에 맞는 와인을 추천, 숨겨진 니즈를 이끌어냅니다. 이 같은 맞춤 서
비스로 인해 부티크 와인을 처음 접하는 고객도 언제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 라인업과 섬세한 컨시어지 서비스, 노하우가 
응축된 레드텅 부티크 와인하우스는 성공적인 와인 셀렉션을 보장합니다.

판매 상품  · 부티크&프리미엄 와인, 한국 대표 수제 맥주 아크(ARK), 위스키 등 주류.
 · 프리미엄 워터 네이키드(nakd).
 · 치즈, 트러플, 와인 글라스, 디캔터 등 주류 관련 아이템.
 · 명절 선물 세트, 대량 구매 기업 특판, 장소 대관 등 특별 판매 상품.

회원 우대혜택 · 와인 40% 특별 할인 (일부 품목 제외) 혜택 적용.
 · 회원 가입 및 구매 시 프리미엄 워터 네이키드(nakd) 300ml 24btl 증정(무료배송).
 · 기업 임직원 대상 와인 방문 교육, 출장 서비스, 개인 셀러 무상 관리 및 컨설팅, 
   레스토랑 예약 대행(VIP고객 접대, 가족 행사 등)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구매방법 전화 상담 및 직영점 방문 (압구정 본점, 서래점)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압구정본점 02-517-8407 / 서래점 02-537-8407

BRIOCHEDOREE 브리오슈도레
대우산업개발㈜에서 운영하는 프랑스 베이커리 카페 브리오슈도레입니다. 빵, 비엔누아즈리, 파티스리, 샌드위치 등 프랑스 국
민의 사랑을 받는 프랑스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과 중동, 남미, 북미, 중국, 일본 등 전세계 550여개 매장
을 운영 중입니다. 3년 연속 ‘프랑스 최고의 샌드위치 샵’으로 선정된 브랜드로 프랑스 현지와 동일한 최고의 샌드위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회원 우대혜택 · 10% 할인 제공
 · Catering 진행 시 추가 할인 or 제품 서비스 혜택 증정

구매방법 매장 방문 (일부 가맹점 제외)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6366-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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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E GLASS 누드글라스
Simple is beautiful! 심플하지만 차원이 다른 실용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명품 글라스 브랜드입니다.

판매 상품  글라스류 (와인잔, 위스키컵, 꽃병, 거울 등)

회원 우대혜택 B2B 거래 시 50% 할인 (기업고객 한정)

구매방법 담당 부서로 연락 시 제품 브로셔 전달드리며, 원하시는 품목 및 수량 결정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51-7005 / hlkim@starluxe.co.kr

KUSMITEA 쿠스미티
150년의 노하우로 전통과 현대성을 지키며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 내는 쿠스미티는 맛과 문화, 색상의 결합의 
산물이며, 블렌딩의 아름다움과 나눔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판매 상품  웰빙 블렌딩 티 

회원 우대혜택 기프트 세트 구매 시 10% 할인 제공
 쿠스미티 공식 기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30만원 이상 구매 시 30% 할인 제공 (기업고객 한정) 

구매방법 쿠스미티 타워팰리스점  방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타워팰리스 1층 상가동)
 쿠스미티 공식 기업 전용 온라인몰 방문
 (www.kusmiteakorea.com 페이지 내 우측 상단 ‘기업 구매’ 접속, 회원가입 승인 후 구매 가능)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33-1867/ www.kusmiteakorea.com

LNB GLOBAL ㈜엘엔비글로벌 
㈜엘엔비글로벌은 서울대학교 MBA 외국인 동기들과 창업한 스타트업으로서 실론티의 본고지인 스리랑카의 최상급 찻잎을  
사용한 프리미엄 실론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론티 베이스의 다양한 과일티, 실론 시나몬티 등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천연 올가닉 제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  · 스리랑카산 프리미엄 화이트티
 · 스리랑카산 프리미엄 실론티 4종
 · 스리랑카산 실론 과일티 3종 (망고, 사과, 딸기)
 · 스리랑카산 실론 시나몬티

회원 우대혜택 · 모든 판매 제품 5~15% 할인
 · 티 클래스 및 각종 프로모션 행사 초대권 증정

구매방법 lnbglobalcoltd@gmail.com 으로 구매 문의 메일 발송 또는 전화 문의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70-42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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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S CLINIC BLS클리닉  
리프팅의 명가 BLS클리닉은 개인의 얼굴과 체형에 맞춰 자연스러운 라인과 비율을 디자인하는 토탈 뷰티 클리닉입니다. 
보건업(피부과, 성형외과) Beauty Clinic (Dermatology, Aestetic Surgery)

판매 상품  피부레이저, 보톡스, 필러, 체형관리, 두피관리, 제모, 여성성형(산부인과 여의사)

회원 우대혜택 정규 프로그램 10% 할인 (이벤트 프로그램 제외)

구매방법 현장방문 프로그램 상담 후 결제 진행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43-4842

TS BIO TS 바이오
인류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추구하는 고객들의 헬스케어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치병 및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세포치료제를 개발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바이오 전문업체입니다. 당사는 세포보관 및 생산이 가능한 GMP를 준공하였고 일본
의 전문기업 및 의료진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였습니다.

판매 상품  줄기세포 보관상품, 면역세포 보관상품

회원 우대혜택 줄기세포 보관상품, 면역세포 보관상품에 대해 15% 할인 제공

구매방법 ㈜티에스바이오 전문 상담가와 유선 혹은 방문 상담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6929-3930 / www.tsvbio.com

D&A DERMATOLOGY 디앤에이피부과 
디앤에이 피부과는 압구정동 호산병원 내에 있으며 그 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여성외과,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등 다
양한 진료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피부, 윤곽 리프팅 시술 전문, 탈모, 모발이식 전문 병원입니다. 최
첨단 전문 장비와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피부질환의 진료 및 치료, 모발이식, 탈모치료, 레이저 및 윤곽 리프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  색소레이저, 모발이식, 탈모치료
 써마지 울쎄라, 인모드, 튠페이스, 에어젯 프리미엄 리프팅장비 다량보유

회원 우대혜택 방문상담 시 피부측정 검사 or 두피모발검사 무료제공
 화장품 구매 시 10% 할인
 레이저 시술 비용 20% 할인
 모발이식 수술 비용 20% 할인 (수술 후 두피케어 1회 서비스 제공)

구매방법 전화상담 후 디앤에이 피부과 방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71번지 호산병원 A동 6층)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3444-1003

VERNI CLINIC 베르니포레의원
베르니포레의원은 미용성형 특허를 다수 보유한 국내 최고의 비수술 안면윤곽성형 & 안티에이징 전문클리닉입니다.
이경락 대표원장님은 LG화학 자문의사이며, 보톡스, 필러, 레이저 회사의 키닥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울쎄라, 써마지, 액센트
프라임, 코레지, 젠틀맥스, 레블라이트, 아이콘, 5G옐로우레이저, V-beam, 레가또 등 최고의 레이저 설비를 갖추었으며, 쾌적한 
인테리어 및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많은 셀럽들에게 사랑을 받는 국내 최고 미용성형 클리닉입니다.

판매 상품  안티에이징, 미라클주사, 리프팅, 보톡스, 필러, 레이저, 스킨케어

회원 우대혜택 모든 시술 10% 할인

구매방법 내원하셔서 상담 후 현장 결제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35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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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LEEP CENTER 서울스페셜수면의원
불면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전문 치료 병원으로 신경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치과, 성형외과 의료진의 체계화된 
협진으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판매 상품  수면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수면장애 치료

회원 우대혜택 수면다원검사 등 비급여 치료 10% 할인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방법 서울수면센터 방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17)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70-7090-3300

BABYCELL 베이비셀
2002년에 설립된 베이비셀은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보관 시스템을 갖춘 고객 중심의 가족제대혈 은행이며 신생아 또는  
혈연 간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만 과정에서 채취된 제대혈을 일정 기간 위탁 보관하는 전문 보관 서비스 업체입니다.

판매 상품  신생아 제대혈 보관

회원 우대혜택 보관 상품 할인
 · 평생보관형(100년) : 400만원→330만원
 · 골드형(50년) : 300만원→270만원
 · 프리미엄형(30년) : 200만원→170만원

구매방법 전화 상담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80-012-3579
 www.babycell.com

YEMIWON AESTHETIC CLINIC 예미원피부과 
피부과 서울의대 출신 의료진으로 구성된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및 다크서클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판매 상품  피부 절개 없는 눈밑지방 치료,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전문

회원 우대혜택 · 방문 상담 시 자외선 차단제 증정 
 · 첫 시술 비용 10% 할인 혜택 제공

구매방법 예미원 피부과 방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51 여천빌딩 701호)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55-7277
 www.yemiwonfaceline.co.kr

OGANASKIN DERMATOLOGY 오가나피부과
오가나피부과는 적기에 가장 필요한 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피부 문제를 바로 잡는 1대1 맞춤커버를 제공합니다.

판매 상품  홈페이지 참고

회원 우대혜택 시술비용 20% 할인 (비급여 항목)

구매방법 전화 상담 or 홈페이지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42-8885 
 www.oganask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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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IN PLASTIC SURGERY 오스킨성형외과
오스킨성형외과는 안티에이징 전문 병원으로 눈밑지방, 다크서클을 비롯한 다양한 눈 수술과 리프팅 수술 및 시술 전문 병원
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와 피부 클리닉 원장님의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수술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꾸준한 레이저 치료와  
주사치료,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전문 클리닉으로 안티에이징 치료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상안검 및 하안검 수술, 리프팅 수술, 안티에이징 및 탄력 치료, 여드름 및 색소 치료

회원 우대혜택 모든 시술 및 수술 20%할인

구매방법 2060오스킨성형외과 방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서영빌딩 7층)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55-2324 
 www.oskinps.co.kr

OSKIN LAB 오스킨랩
오스킨랩은 “아이와 나”라는 콘셉트로 아이 피부에 도움이 되는 저자극 프리미엄 제품과 부모의 피부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리미
엄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미용에 관한 여러 콘텐츠와 1:1상담을 제공하고 피부타입에 맞는 다양한 화장
품을 추천하고 판매합니다.

판매 상품  오스킨랩 데일리 리페어 수딩크림
 오스킨랩 데일리 리페어 인텐시브 크림
 퍼펙트 리페어 아이크림
 아이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저자극 프리미엄 제품, 피부타입별 기초화장품 (예민, 지성, 건성 피부 등)

회원 우대혜택 제품 구매 시 20% 할인
 연관 병원 코스메틱 피부관리 20% 할인 (2060오스킨성형외과)

구매방법 CS 센터의 확인 문자 수신 후 제품 구매
 *문자 발송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60오스킨성형외과 방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서영빌딩 7층)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10-5253-2324, 02-555-2324 (2060오스킨성형외과) 
 www.oskinlab.com

U YOU CLINIC 유유클리닉 
아름다운 페이스라인 및 바디라인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너뷰티(inner beauty)를 섬세하게 디자인하여,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드리는 청담동 소재 private well-aging clinic입니다.

판매 상품  · 페이스 디자인 : 유유 V핏 주사, 리프팅 레이저(울쎄라, 써마지, 실), 비수술 안면윤관, 
                            모공/흉터치료, 색소/피부관리, 보톡스, 필러
 · 바디 디자인 : 유유 S핏 주사, 비만/체중감량, 국소라인교정(최첨단장비), 바디리프팅, 
                         순환관리, 수술 후 부작용 관리
 · 컨디션 디자인 : 수액 영양치료, 갱년기 클리닉, 골프 컨디션 케어, 보험 진료

회원 우대혜택 전품목 시술 및 관리 10% 할인
 바디라인 체형관리 10회 패키지 20% 할인
 첫 내원 상담 시 바쿠메드(진동순환치료) 1회 제공

구매방법 내원 상담 필요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18-8426

DR.HWANG'S 'HAIRHAIR' CLINIC 황성주털털한피부과
세계모발이식학회 회장 역임, 아시아모발이식학회 회장 역임, 대한모발이식학회 회장 역임, 대한민국 의사들을 위한 모발이식  
교과서 대표저자인 황성주박사의 황성주털털한피부과 모발이식 클리닉입니다. 모든 진료와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황성주 
박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판매 상품  모발이식, 비절개모발이식, 헤어라인교정(남성/여성), 두피문신, 두피관리, 털털샴푸(탈모기능성샴푸)

회원 우대혜택 모발이식/비절개모발이식/헤어라인교정 20% 할인

구매방법 본원 방문 후 반얀트리 회원증 제시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4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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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OK INC ㈜한독  
1954년 설립된 한독은 60여년간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
들과 다양한 제휴를 맺으며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한독은 세계적인 식품회사 다논(Danone)의 특수영양식 
전문회사 뉴트리시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우수한 품질의 메디컬뉴트리션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뉴트리시아 제품으로 뇌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판매 상품  <뇌 건강을 위한 영양제품>
 수버네이드 (뇌에 도움을 주는 DHA, EPA 함유)
 테라큐민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강황의 커큐민 함유

회원 우대혜택 정기 고객 프로그램 가입시 구매 혜택제공

구매방법 유선 상담 후 구매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정기고객 전용 상담센터 080-850-1199
 구매상담 1833-9980
 mall.handok.co.kr

DENPS 덴프스
Denps는 세계적인 낙농국 덴마크에서 시작된 글로벌 브랜드로 사람, 자연, 건강의 조화를 중시하는 북유럽식 철학을 담고 있
습니다. 세계적인 유산균 기업,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과 함께하는 ‘덴마크 유산균이야기’, 유럽 고품격 원료의 프리미엄 비타민  
‘트루바이타민’ 등 현대인의 건강습관을 위한 제품을 선보이며 건강한 삶의 트렌드를 제시해 나갑니다.

판매 상품  건강기능식품 (덴마크유산균이야기, 트루바이타민, 트루오메가Q10, 트루다이어트, 트루루테인,
  트루프리바이오틱스, 트루화이바 등)

회원 우대혜택 Denps 전 제품 판매가의 10% 할인

구매방법 전화 상담
 *상담 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1566-5203

JAI YOGA MEDITATION 자이요가명상
2004년 첫 문을 연 JAI는 바쁘고 스트레스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의 몸을 건강하게, 머리를 맑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요가 + 명상 +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청담본원과 한남점, 압구정점, 분당점 4개의 센터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진행되며, 빈야사요가, 리프레쉬릴랙스요가, 실버요가, 임산부요가, 명상까지 다양하고 전문
적인 요가, 명상수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  요가, 명상 수강 멤버십

회원 우대혜택 멤버십 등록 시 15% 할인

구매방법 청담점, 한남점, 압구정점, 분당점 전화 혹은 방문상담 후 등록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청담점 02-3443-9642, 한남점 02-793-9642, 압구정점 02-3447-9642, 분당점 031-713-9642

GEARS KOREA 기어스코리아 
세계적으로 검증된 GEARS 분석 장비와 TRUE SPEC 피팅시스템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GEARS: 8대의 3D모션 카메라로 클럽, 스윙, 볼 데이터 실측분석 / 골프MRI라 불림
· TRUE SPEC: 클럽 커넥스를 활용해 샤프트 300여개와 헤드 50종류를 시타 할 수 있고 피팅 퓨어링 시스템으로 
  불량률 없는 제품으로 피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최고의 골프 레슨
  안성현 프로(전 국가대표 코치 및 SBS 해설), 김위중 프로(헤드 프로, KPGA TOUR 2승), 
  하기원 프로(G TOUR 4승, 대상 2회), 김남훈 프로(전 국가대표, 아시안 게임 메달 리스트)
· 골프 기능 트레이닝
  국두홍 교수(전 국가대표 체력 코치, 칼럼리스트)

판매 상품  · GEARS 스윙 분석 / TRUE SPEC 피팅
 · 레슨 / 골프 기능트레이닝
 · G FORE / MARK & LONA / MIURA / 클럽 및 용품 판매
 · 트랙맨 스튜디오 대여(1시간 3만원)

회원 우대혜택 · 기어스캡쳐1: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클럽 분석 체험 (무료)
 · 기어스캡쳐2: 스윙 및 클럽 정밀분석 (90분) 10% 할인
 · 트루스팩 피팅: 10% 할인

구매방법 반얀트리 회원인증 후 이용 가능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45-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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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VISTA COUNTRY CLUB 비에이비스타 컨트리클럽   
자연을 그대로 살린 국제 규모의 명문 코스를 자랑하는 비에이비스타 컨트리클럽은 ‘세계적인 코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는 신념으로 이천시와 용인시의 경계 지역인 대덕산을 경계로 자연암 등 자연의 신비한 지형과 기복을 그대로 살린 54홀의 명
코스를 선보입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의 선율을 지닌 54홀의 코스는 능선의 지형에 따라 정교한 플레이를 유도하며, 변화무쌍한 
코스와 빠르고 기복이 심한 그린과 분화구식 잔디벙커, 홀 전체를 에워싼 벙커들과 자연의 요소를 예술적, 기술적 조형으로 승화
시켜 한국 최고의 명문코스로 손꼽힙니다.

판매 상품  골프코스

회원 우대혜택 그린피 할인 혜택(1인 회원 대우, 동반인은 할인 적용)
 *주중(월~금) 그린피 Player1 70,000원, Player2 150,000원, Player3 150,000원, Player4 150,000원
 *주말(토~일) 그린피 Player1 130,000원, Player2 200,000원, Player3 200,000원, Player4 200,000원

구매방법 전화예약
 *이용예정일 15일 전부터 클럽 컨시어지(02-2250-8077,8078)를 통해 예약 가능
 *취소는 4일 전 오후 3시까지만 가능
 *당일 티오프시간 안에는 노쇼 또는, 1~3일 전에 예약 취소 시 비에이비스타의 위약 규정에 따름
 (위약규정 : 마지막 예약일로부터 60일 간 부킹 정지 및 위약금(주중40만원, 주말 60만원)중 택 1)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비에이비스타컨트리클럽 031-636-3577
 예약문의 02-2250-8087, 8078

HEERIM ARCHITECTS&PLANNER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0년 설립되어, 건축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그리고 VR/AR 콘텐츠 개발 및 공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건축서비스 회사입니다. 주거, 오피스, 산업시설 등과 같이 일반 건축설계 분야뿐만 아니라, 공항, 경기장, 병원, 호텔 
등 특수설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베트남  
롱탄 국제공항,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 아제르바이잔 바쿠 올림픽 스타디움(BOS), 베트남 108 국방부 중앙병원, 
포시즌스호텔 서울,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 72타워, 세종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등이 있습니다.

판매 상품  건축 디자인, 사업기획,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실내·조경 디자인, 리모델링, 친환경설계, PCP, 부동산  
 개발 PM, VR/AR 콘텐츠 개발 및 공급 건설사업관리(CM), 공사감리(CS)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 우대혜택 · 건축설계 용역 체결 시, 무상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건축물 주요 부위 한 개소 택)
 · 건축설계 대상 건축물 준공사진 촬영 서비스(전문 사진작가 촬영 1회 제공, 300만원 상당)
 ·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 일괄 체결 시, 시공사 선정 및 구매 조달업무 무료 지원
 · 우수 고객 혜택 : 첫 거래가 완료된 반얀트리 회원에 한해 후속 사업에 대한 건축 전문가 자문 서비스 
   (건축법규 및 규모 검토 서비스 1회, 반얀트리 회원 전담전문가 배정 컨설팅)

구매방법 ·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후 오프라인 구매(계약) 가능
 · 방문상담 및 구매(계약)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39, 강동타워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3410-9000

DONGHOON DOS ㈜동훈도스
㈜동훈도스는 실내건축 디자인 설계와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호텔, 빌라, 주택, 오피스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
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른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무소(YK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 및 시공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회원 우대혜택 인테리어 설계비 50% 감면 (디자인 빌드 계약시), 준공 사진첩 제공

구매방법 ㈜동훈도스 02-6250-1527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625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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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DESIGN 에이티디자인
a.T.Design에서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간을 통해 클라이언트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BDDW, Lindsey Adelman 등  
폭넓은 디자인 가구와 빈티지 가구를 제안드리고 있지만, 단순 제안을 넘어 디자인 러그, 다양한 패브릭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테이스트에 맞춰 다각도로 스타일링 해드립니다. 

판매 상품  가구

회원 우대혜택 15% 할인

구매방법 매장 방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80길 33, 2층)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17-3011

YES LIGHTING ㈜예스라이팅 
경관조명기구, LED를 이용한 투광등, 수중등, 태양광 조명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판매 상품  LED 조명, 외부경관 조명, 태양광 조명 등

회원 우대혜택 15% 할인

구매방법 전화 상담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2266-4025

HUDSON FURNITURE 허드슨퍼니처
HUDSON FURNITURE는 뉴욕 미니멀리스트 가구 디자이너 Barlas Baylar가 설립한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입니다. 견고한  
메탈과 높은 퀄리티의 플렉시글라스, 그리고 허드슨 퍼니처만의 고급 원목이 세련된 디자인을 만나 놀라운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의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허드슨 퍼니처 가구는 웅장한 느낌을 주면서도 사용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이 간직한 오랜 
세월과 그 형태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선보입니다.

판매 상품  가구

회원 우대혜택 20% 할인

구매방법 매장 방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80길 33, 4층)

회원인증 방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참 및 제시

문의 02-5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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