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명 (국문)

  *회사명 (영문)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업종 카테고리

BANYAN TREE CLUB & SPA SEOUL BLINK 2021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블링크 (BLINK) 참여 신청서

 

※ 제휴 및 홍보 내용란에 기재된 사항은 브로슈어 및 홍보물 제작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양식에 맞추어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회사 및 상품 소개서, 회원 대상 클래스 또는 프로모션 제안서 등은 별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 사항

건축, 인테리어 문화 뷰티

회사 소개 (공백 포함 250자 이내로 작성)

판매 상품 (공백 포함 100자 이내로 작성) 

반얀트리 회원 우대 혜택 

구매 방법 (상세히 기재)

제휴 및 홍보 내용

1)  구매 및 문의 연락처 : 

2)  구매처 

     - 오프라인 (주소 기재) : 

     - 온라인 : 

        (온라인 구매가 불가한 경우 생략 가능)

3) 반얀트리 회원 인증 방법

1.

2.

3.

4.

리빙   

푸드, 레스토랑 헬스 기타 (                                )

의료 컨설팅 패션자동차

전화 팩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판매 상품 

  회원 우대 혜택

  구매 방법 

  

  회원 인증 방법

  문의

※ 블링크(BLINK) 신청 및 진행 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정보 

<제휴 및 홍보 내용 예시 (블링크 브로슈어 기재) >  

담당자 정보 

대표자명 : 

연락처 : 

이메일 :

담당자명 :                            

유선 전화 : 

이메일 :

브로슈어 수령 주소 : 

소속팀 / 직위 :                         

핸드폰 : 

신청인(법인)                              (인) 

* 첨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기업 로고 파일(AI 또는 PNG 파일)

당사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에게 위 혜택을 제공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클럽 멤버십 회원권, 객실 및 연회장

5-15% 할인, 추가 사은품 제공, 금액 리워드 혜택 제공, 마일리지 추가 적립, 회원 우선 예약, 무료 컨설팅, 할인 쿠폰 

전화 상담 후 방문 및 온라인 구매 (구매처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60, www.banyantree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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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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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2250 8085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리조트로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소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얀트리 클럽은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폭 넓은 회원 연령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BLINK
THE WAY OF 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