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2020



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20년 12월 1일 (화) / December 1 (Tue) 2020

· 휴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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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운영 시설

  실내 수영장, 스파 & 갤러리,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 Facilities subject to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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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ndoor Pool, Spa & Spa Gallery, Club Member’s Restaurant Will be open for business as usual.

12월 사우나 패밀리데이 운영 여부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We will announce the Family Day's operation in December.

트룬골프 아카데미 운영 시간 Troon Golf Academy Operating Hours

6:00 – 22:00 (직원 상주시간 7:00 - 21:00)

3 - 6

8 - 9

10 - 11

12

14

16 - 18

20 - 23

24 - 30

NOTICE

EVENT REVIEW

PEOPLE

CULTURE

SPA & GALLERY

RECREATION

KIDS CLUB ACTIVITIES

DINING OFFERS

큰 변화로 힘들었던 올 한 해,

사랑과 따뜻함으로 연말을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한마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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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윈터 빌리지 

Winter Village @The Oasis

크리스마스 마켓

장소

운영 기간

주요 시설

문의

날짜

시간

대상

참가비

장소 

문의

운영 시간

미니 트레인 운영 안내

올겨울 남산의 설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윈터 빌리지에서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이는 조명,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줄 미니 트레인까지 다양한 볼거리로 유럽의 작은 마을에 온 듯한 감성을 느껴보세요. 

· 윈터 빌리지 내에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니 트레인은 별도의 요금 없이 이용 가능한 무료 시설입니다.

· 기상 상황 등 안전상 이유로 사전에 공지 없이 조기 운행 마감 또는 휴장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운행 시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기 시에는 1.5m의 간격을 두고, 열차 내 좌석에는 동반자 외 동일 공간 탑승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탑승 정원에 따라 직원의 탑승 가능 여부 확인 후 승차가 이루어지오니, 안내에 따라 대기 라인을 준수해 주십오시오.

윈터빌리지에서 반얀트리 서울 회원분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합니다. 

30여 곳의 셀러들이 참여해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2020년 12월 5일 (토) - 2021년 2월 21일 (일)

대형 트리와 윈터 하우스, 미니 트레인

02 2250 8000

2020년 12월 19일 (토)

12:00 - 19:00

반얀트리 서울 회원 및 회원 가족

무료 

오아시스 윈터빌리지 

02 2250 8077 8078

주중 주말 및 공휴일 *페스티브 시즌 (12월 24일 - 12월 31일)

12:00 – 12:20 12:30 – 12:40

13:00 – 13:20 13:00 – 13:10 13:30 – 13:40

14:00 – 14:20 14:00 – 14:10 14:30 – 14:40

15:00 – 15:20 15:00 – 15:10 15:30 – 15:40

16:00 – 16:20 16:00 – 16:10 16:30 – 16:40

정비 시간 정비 시간

18:00 – 18:20 18:00 – 18:10 18:30 – 18:40

19:00 – 19:20 19:00 - 19:10 19:30 – 19:40

주중 12:00 - 20:00

주말 및 공휴일 12:00 - 21:00

페스티브 시즌 (12월 24일 - 12월 31일) 12: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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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년 연회비 납부 안내
2021 Annual Dues Notice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도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

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국내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당사도 방역 및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잘 이겨내고 있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에는 회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 클럽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2021년 연회비를 인상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

러스로 인한 클럽 시설 일부 휴장 관련해서는 첨부와 같이 보상안을 마련하였으니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2021년 새해에

는 회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 없이 정상적인 클럽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되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1년 연회비 안내 | 

2021년 연회비는 2020년 대비 2% 인상되었습니다.

· 연회비 성인 1인 12개월 기준 4,108,000원 + 부가세 10% = 4,518,800원 (세금 포함)

| 연회비 납부 안내 |

계좌 송금 현장 결제

KEB하나은행 101-890068-05604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주)

클럽 컨시어지 데스크에 방문하여

현금 혹은 카드로 결제

| 납부 기한 및 연체료 안내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회원 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회비 납부가 납부 기한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클럽 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회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일 경과 시점인 2021년 1월 30일 이후 연 12%의 연체료가 발생됩니다. 또한, 연회비 미납 

금액(연체료 포함)은 추후 탈회 시 입회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 코로나19 보상 안내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임시 휴장에 따른 보상으로 레스토랑 전자 바우처가 발행되며 성인 회원에게는 5만원권 5매, 미성년 

회원에게는 5만원권 2매가 지급됩니다.

※ 2020년 9월 14일 이후 이후 신규 입회하신 회원 또는 휴장 전체기간 동안 휴회하신 회원, 연회원은 바우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우처 발급 기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 바우처 이용 기간 : 2021년 2월 1일 – 2022년 1월 31일

- 사용 가능 업장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레스토랑 전 업장에서 사용 가능

                               (몽상클레르, 샵인샵의 리테일 아이템, 인룸 다이닝 제외)

                           

| 연회비 문의 |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 연회비는 구좌별로 청구되며 구좌의 연회비 총액 미납 시 회원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 만 24개월 및 만 18세 회원의 경우, 연령 도달 시점부터 연회비가 계산되어 일괄 청구되었습니다. (일할 계산 - 10원 단위 절사)

※ 2021년도 사우나와 트룬골프 락커비는 연회비와 합산 청구되며, 각 업장에서 분리 납부도 가능합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개인(대표회원) 4,430,800원 4,518,800원

추가 성인 2,952,400원 3,010,700원

추가 미성년 2,215,400원 2,259,400원

무기명 법인 1인 6,329,400원 6,455,900원

무기명 법인 2인 10,547,900원 10,758,000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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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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멤버십 포인트 우수회원 선정 안내
Membership Point Privilege Program 

※ 상기 기준은 2021년 우수회원 선정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1 우수회원 산정 기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연간 누적 포인트

※ 매년 1월에 우수회원이 선정됩니다.

※ 우수회원 발렛파킹 쿠폰은 양도될 수 없습니다. 

· 우수회원 혜택

Gold-Honor Member 포인트 최다 적립 회원

Gold Member 80만 포인트 이상 적립 회원

Silver Member 50만 포인트 이상 -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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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3

· 회원 공지 방법: 대상자 개별 컨택 및 2021년 2월 뉴스레터 공지

· 2020 우수회원 혜택 제공 기간: 2021년 2월 1일 - 2022년 1월 31일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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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멤버십 포인트 안내

Membership Point Guide

문의

문의

문의

예약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객실 예약과 02 2250 8000

멤버십 포인트 사용 안내

- 보유 가용 포인트가 5,000포인트 이상일 경우 포인트를 이용하여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 회원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서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그네틱 카드, 회원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카드)

-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신 포인트만큼 가용 포인트를 차감합니다.

- 포인트 사용이 제외되는 일부 업장 및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 필요한 공지사항 및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회원님의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회비 청구서가 등록된 자택 및 회사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었으니 청구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필히 알려 주시기 바라며, 제때 

회원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클럽 컨시어지에서 

본인확인용 사진 촬영 및 등록이 가능하오니 최근 사진으로 갱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정보 업데이트 안내 
Update Your Member Information

멤버십 포인트 소멸 안내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2월 31일까지이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진되지 않은 포인트는 2021년 1월 1일자로 일괄 소멸되오니 소멸 전 

사용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포인트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 멤버십 포인트 적립내역 및 소멸 예정 포인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y Pa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객실 바우처 및 레스토랑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기한 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 1월 1일 - 차년도 1월 31일 (13개월 간)

•2021년 : 2월 1일 - 차년도 1월 31일 (12개월 간)

2020 객실 바우처 및 레스토랑 바우처 유효기간 안내
Validity of 2020 Room and Restaurant 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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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EVIEW

11월 한달 동안 매주 월요일, ‘라일라 스튜디오’와 함께 명화 

모작을 통해 유화기법을 익히고 깊이 있는 톤과 색채를 만드는 

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라일라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유화 클래스 : 명화그리기

Oil Painting Class with Lylastudio

[후기]

12월 유화클래스에서는 계절이 느껴지는 그림 그리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을 하늘, 눈 내리는 풍경, 봄 햇살이 비치는 

정원 등 계절을 담은 아름다운 풍경들을 그려보세요.

엠엠엠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가죽공예 클래스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더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매력을 갖게 되는 나만의 가죽 여권케이스를 만들어보세요.

날짜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12월 7일 (월) - 12월 28일 (월) *매주 월요일 

10:00 – 13:00, 14:00 - 17:00

최희수

회원 4회 360,000원, 비회원 4회 400,000원 (재료비 포함)

키즈클럽 액티비티 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2020년 12월 24일 (목)

14:00 - 16:00

황진우

회원 120,000원, 비회원 140,000원 (재료비 포함)

보드룸 A (호텔동 2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라일라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유화 클래스 : 계절이 느껴지는 그림 

Oil Painting Class with Lylastudio 

‘엠엠엠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가죽공예 클래스 : 여권케이스

Leather Craft Class with MMM Project : Passpor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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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센터피스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하늘을 닮은 청량한 색감의 꽃들로 

매력적인 센터피스를 만들며 기분좋은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슬로우드’와 함께한 목공클래스가 지난 10월 28일 클럽동 

액티비티 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나만의 

취향을 담은 인센스 홀더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시작해 각기 다른 느낌으로 마무리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후기] ‘블레스 유 플라워’와 함께하는 플라워 클래스 : 센터피스

Flower Class with Bless You Flower : Centerpiece

‘슬로우드’과 함께하는 목공 클래스 : 인센스홀더

Wood Class with Slowood : Incense Holder

[후기]

[후기]

12월 클래스에서는 연말 느낌을 가득 담은 ‘플라워 리스’ 만드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밝으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나만의 리스를 만들며 설레는 연말을 준비해보세요. 

12월부터 힐링 문화공간 와플 목공방과 함께 새로운 목공클래스를 

선보입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느낌으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은은한 조명을 만들어보세요. 

날짜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날짜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12월 7일 (월)

14:00 - 16:00

최민지

회원 110,000원, 비회원 130,000원 (재료비 포함)

보드룸 B (호텔동 2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2020년 12월 10일 (목)

14:00 - 16:00

오사갑

회원 140,000원, 비회원 160,000원 (재료비 포함)

액티비티 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블레스 유 플라워’와 함께하는 플라워 클래스 : 플라워 리스

Flower Class with Bless You Flower : Flower Wreath

‘와플 목공방’과 함께하는 목공 클래스 : 우드 조명  

Wood Class with Waple : Wood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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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공예 클래스 - ‘엠엠엠 프로젝트’ 인터뷰

Leather Craft Class – ‘MMM Project’ Interview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엠엠엠 프로젝트’와 함께 11월부터 

가죽공예 클래스를 새롭게 진행합니다. 제품, 그래픽, 공간 디자이너 등 여러 

디자이너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엠엠엠 프로젝트의 리더들을 만나 가죽공예의 

특별한 매력을 알아보았습니다.

1. MMM프로젝트의 간단한 소개와 가죽공방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엠엠엠(Make Me More)프로젝트는 한국전쟁 이후 형성되어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등포시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지어진 

2. 가죽 공예라고 하면, 다루기 힘들고 생소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가죽이라는 소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생소한 이유는 아마도 주변에서 접해볼 기회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장인들이 만들어 내는 작품이라는 이미지 때문일 것 같습니다. 

가죽을 영리하게 다루는 방법들을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쉽게 가죽공예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크기의 소품들은 가죽 

소재가 가진 고급스러움과 강한 내구성 때문에 초보자가 만들어도 바로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작품이 됩니다. 

4. 특히, 겨울에 어울리는 아이템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죽이란 소재 자체가 워낙 겨울과 잘 어울려서 고르기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브라운 계열의 여권케이스, 캐리어 

네임택 등 여행 용품들을 꼽고 싶습니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가죽소재가 낭만적인 겨울여행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5.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가죽의 느낌, 색상, 모양이 다 다를 것 같은데 클래스를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맞춰서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이 함께 고민해 다양한 성별이나 연령층의 취향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기획을 통한 제품 디자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색상 

형태 등을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수업도 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가죽 공예 공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MMM프로젝트만의 노하우나 강점은 무엇인가요?

다들 하는 방식으로 하는 일반적인 가죽공예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도 '특별함'을 담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미술을 전공한 디자이너들이 모이다 보니 수업이나 제품, 패키지 등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준비합니다. 

제품의 포장, 작은 엽서 하나까지 매력적인 제품으로 기억되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의 특별함인 것 같습니다.

8.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가장 예쁜 제품을 누구나 쉽게"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지만, 완성도는 명품만큼 뛰어난 가죽공방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가장 예쁜 제품을 누구나 쉽게"라는 모토 아래 많은 분들을 수업으로 만나 뵙는 게 현재의 가장 큰 목표인 만큼, 

당분간 수강생 분들의 공간적인 제약을 없앨 수 있는 온라인클래스 개발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3. 가죽공예라 하면 지갑, 가방 등이 쉽게 떠오르는데, 이외에 요즘 떠오르는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갑, 가방도 마찬가지지만 가죽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보호하거나 수납하는데 활용되는 소재입니다. 소재의 튼튼함 

때문인데요. 그래서 충격에 약한 제품을 보호하는 소재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각종 태블릿 PC, 에어팟, 핸드폰, 차량용 

키 케이스 등 케이스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소재의 튼튼함을 활용해 캠핑용품, 액세서리 등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6. 공방을 찾았던 손님 중, 아니면 수강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의미를 담은 선물’을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몇 년째 공방에 다니고 계시는데요. 지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그 사람에게 어울릴만한 제품을 제작하시고, 직접 디자인한 시그니처 각인을 찍어 선물을 하고 계세요. 그 분의 지인들에게도 

잊지 못할 선물이 되겠지만, 본인에게도 취미로서 의미 있는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수강생입니다.

아담한 2층짜리 건물을 우리의 취향대로 통째로 리노베이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쪽방으로 잘게 쪼개져있던 건물의 벽을 

자유로운 형태로 철거하여, 작은 방들이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는 생경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편안한 느낌을 가진 이 공간에서 

가죽이란 소재를 이용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과 재미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가죽 DIY 굿즈와 공예 수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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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수 바리스타 인터뷰 

Do Hyung Soo Barista Interview

카페 ‘파이브브루잉’의 대표이자 국내외 바리스타 대회 우승자 도형수 

바리스타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컬래버레이션하여 Private Brand 

원두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도형수 바리스타와 함께한 반얀트리만의 커피 

이야기, 지금 함께하시죠.

1.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수의 바리스타들이 존재합니다. 

바리스타 포화상태에서 바리스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로 저의 바리스타 경력이 15년째 입니다. 제가 시작할 시점으로 돌이켜보면 

2. 다른 바리스타와는 다른 도형수 바리스타님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쟁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 독보적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바리스타님께서 생각하시는 맛있는 커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 기본적인 맛과 향이 밸런스가 좋아야겠죠. 원재료 즉 원두와 메뉴에 대해 조금만 이해한다면 맛있는 커피 그 기준은 

타이밍에 있다고 봅니다.

5.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책도 쓰셨고, 교수님으로도 활동 중이신데요. 모두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하다 보니 여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커피에 관련한 저의 생각을 공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7. 반얀트리 시그니처, 반얀트리 스페셜 원두는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건가요?

무언가 평범하면서 맛있는, 무언가 평범하면서 매력있는, ‘무언가 평범함’은 밸런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맛, 신맛, 쓴맛이 적절하게 느껴지는 게 균형감이 좋은 커피에요. 균형감이 좋은 커피는 목 넘김이 부드럽고 마셨을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런 균형감을 통해 맛과 향이 매력적이고 자꾸 생각나는 특별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8. 반얀트리 시그니처, 반얀트리 스페셜 원두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세요.

'반얀트리 시그니처'는 데일리 커피로 신맛, 단맛, 쓴맛의 조화가 적절하여 부드러운 마우스필과 발란스가 좋은 커피이고, 

반얀트리 스폐셜'은 캐릭터가 강한 커피로 Enzymatics계열의 산미와 Sugar browning계열의 단맛과 향들의 조화가 돋보이는 

커피입니다.

9. 앞으로 커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궁금합니다.

커피를 항상 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커피사업을 바탕으로 바리스타의 가치를 높이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체계가 

필요한 바리스타 전문 에이전시 회사를 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커피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방 문화부터 인스턴트 커피. 우리나라는 알고보면 커피 문화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마도 커피의 중독성이 이러한 

문화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6. 바쁜 와중에 이번에는 반얀트리와 협업해 원두를 개발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보통 때였으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사실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이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단시간에 모든 일들이 블록을 쌓듯 차근차근 완성되었습니다. 저 또한 바라던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온것 

같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존재 하였지만 지금처럼 전문성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6년만 해도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조금은 수월했었죠. 사실 저는 디자인과 미술 쪽에 관심이 많아 전공을 살려 그 분야에서 일을 해왔었고 커피 일도 

라떼아트를 보고 영감을 받아 바리스타 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에스프레소의 거품 크레마와 우유의 거품을 이용하여 스케치를 

하듯 완성된 라떼아트가 저를 결심하게 만들었죠. 그 후 바로 학원 수강신청을 하고 파트타이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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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2020년 12월, 반얀트리 클럽동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티스트 탐색 

프로젝트로 윤병운(b.1976~ )작가의 회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12월 15일

(화)부터 2021년 1월 31일(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대표작들로, 

미술애호가들에게 눈 내린 고요한 풍경으로 널리 알려진 ‘Silence’ 시리즈 10

여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병운 작가가 2010년부터 그려온 작품들은 

눈으로 덮힌 고요한 풍경을 통해 환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명했던 풍경은 눈발에 가려 흐릿해지고, 눈이 가득 덮인 

나무들 사이로 조각상, 자동차 혹은 동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득 담은 겨울 동화처럼 보입니다. 실제 풍경을 

묘사한 것 같은 작품은 사실 그가 창조한 가상의 세계이며, 그의 작품은 실제와 

가상을 넘나들면서 보는 이들에게 멜랑콜리와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소품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모노톤에 가까운 

색감이 금욕적이고 절제된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흐릿한 풍경이 흡사 겨울의 

고요함이 내려앉은 북유럽의 백야를 떠올리게도 하고,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윤병운 

작가는 실제와 가상을 넘나들면서 일상과 꿈, 현실과 비현실, 현실과 신화 

사이의 풍경을 자신만의 회화적 어법으로 묵묵히 표현해왔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윤병운 작가의 고요한 눈 

풍경을 마주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병운 개인전 <Silence>
2020년 12월 15일 – 2021년 1월 31일

작가 소개

윤병운 Yoon Byungwoon (b.1976 -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Solo Exhibitions (selected)

2020 Greetings (한새갤러리, 부산)

2017 Five Windows 다섯 개의 창 

         (갤러리조선, 서울)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20 황금삼각지대 (살롱 아터테인, 서울)

          SIXTEEN (김현주갤러리, 서울)

2019 끈질기게, 끈질긴 (d/p, 서울)

          Si (필갤러리, 서울)

          사람과 도시 그리고 사이 

          (Biki갤러리, 서울)

          그 해, 겨울이야기

          (강릉아트센터,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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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yan Tree Gallery | 02 2250 8115, 8116

크리스마스엔

사랑의 향기를 선물하세요

로맨틱한 추억을 만들어줄 12월의 향기, 로즈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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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 GALLERY

반얀트리 스파 X 네츄라비세 페이셜 트리트먼트 

Banyan Tree Spa X Natura Bisse Facial Treatment

어떤 자리에서도 가장 빛나야 할 당신을 위해 

반얀트리 스파는 연말을 맞이해 12월 한 달 동안 페이셜 트리트먼트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숙련된 

테라피스트의 완벽한 마사지 테크닉에 혁신적인 하이테크놀로지로 독창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여주는 

스페인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네츄라비세의 제품력이 더해져 피부 활력을 찾아주고 피부 속까지 탄력 있게 

가꾸어 드립니다. 페이셜 트리트먼트가 진행되는 동안 팔과 얼굴, 어깨, 데콜테, 두피까지 상체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세심한 마사지로 혈액 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 즉각적으로 달라진 피부를 선사합니다. 반얀트리 

스파에서 눈부신 보석처럼 광채로 빛나는 피부를 확인해보세요. 

기간

시간

가격

 

혜택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12월 1일 (화) - 12월 31일 (목) 

11:00 - 21:00

60분 페이셜 트리트먼트 220,000원

60분 프리미엄 페이셜 트리트먼트 390,000원

90분 프리미엄 페이셜 트리트먼트 490,000원

- 60분 페이셜 트리트먼트 15% 할인

- 60분 / 90분 프리미엄 페이셜 트리트먼트 선택 시, 

   30분 등 마사지(정가 120,000원) 추가 

반얀트리 회원

반얀트리 스파

02 2250 8115, 8116

반얀트리 갤러리 인숍 - 나일로라

Banyan Tree Gallery Inshop - NYLORA

건강하고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패션 애슬레저룩을 선보이는 나일로라(NYLORA)가 갤러리 인숍에 

다시 찾아옵니다. 나일로라는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편하고 아름답게 입을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내로라하는 패션 피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VINCE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한 Carolyn Jang의 퀄리티 높은 캐시미어 니트 웨어와 라운지 웨어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하이엔드 애슬레저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나일로라는 2020년 11월 

갤러리아 백화점 컨템퍼러리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정식 입점했습니다.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서의 

확장성을 제안하는 나일로라의 도시적이고 세련된 애슬레저룩을 반얀트리 갤러리 인숍에서 경험해 보세요.

기간

시간

장소

문의

2020년 12월 1일 (화) - 12월 31일 (목)

10:00 - 19:00

갤러리 인숍 (클럽동 로비층)

나일로라 02 499 5295

입점 기념 회원 대상 특별 이벤트

- 50만원 이상 구매 시 나일로라 트래블백 증정

- 70만원/100만원 이상 구매 시 반얀트리 스파 바우처 증정

* 결제 금액 기준

* 금액별 차등 적용

* 선착순 증정

갤러리 인숍 입점 문의  02 2250 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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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를 대비해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독일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쏘몰을 만나보세요. 클럽동 사우나 데스크에서 제품 전시와 함께 단독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쏘몰 팝업 전시 안내

Notice of Orthomol Pop-up Display

기간

혜택

장소

문의

2020년 11월 1일 (일) - 2021년 2월 28일 (일)

1. 오쏘몰 이뮨 멀티 비타민 & 미네랄 37일분 (30일분+7일분) 구매시 25% 할인 

- 홈페이지: www.dmall.co.kr

- 시크릿넘버: BYM11010228

2. 사우나 데스크에서 미네랄 오쏘몰 이뮨 1일분 증정

- 매월 2회(날짜 랜덤 지정), 1일 선착순 100명 한정 

클럽동 2층 사우나 데스크

사우나데스크 02 2250 8120

동아제약 고객만족팀 080 9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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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트룬 프리베 프리빌리지 – 트룬 어드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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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 플레이 할 수 있으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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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2 2250 8125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피트니스 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공용물품 미제공 안내

피트니스에서는 공용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이어폰을 지참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유산소 

기구에 구비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마스크 착용 안내

실내 체육시설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피트니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마스크를 미소지하신 

회원님께서는 사우나 데스크에서 KF94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며,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트니스 이용 안내

Notice of Fitness Club

<신형 트레드밀 블루투스 사용법>

1. 블루투스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해드셋 아이콘을 터치한다.

3. 블루투스 이어폰 페어링 버튼을 3초간 누른 후 화면에 기기 모델명을 터치한다.

4. 연결된 장치에 이어폰 모델명이 생성되면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된다.

기간

시간

가격

강사

장소

문의

상시

6:00 - 22:00

무료

반얀트리 트레이너

피트니스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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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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룬골프 이용 규정 안내

Guidelines for the Use of Troon Golf

RECREATION

타석 이용 규정

- 타석은 타석 배정기를 통해  배정 가능합니다. (유선 예약 불가)

- 타석은 하루 제한된 횟수(시간)내에서 한번에 최대 2회(60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수기

3월 - 11월

이용 횟수 (시간)

3회 (90분)

비수기

1월, 2월, 12월

이용 횟수 (시간)

4회 (120분)

단위 : 1회 (30분)

*이용률에 따라 일일 이용 횟수(시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예약 방지를 위해  타석 배정표는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고, 배정표 분실 시에는 타석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석은 배정표에 표시된 시작, 종료시간에 맞추어 운영되오니 예약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석 이용 시작 20분 내 미작동 시 예약된 타석은 자동 취소되며, 일일 이용횟수(시간)에서 차감됩니다.

- 타석 예약 및 이용은 회원 본인에 한해 가능하며 다음은 패널티 부과 대상입니다.

   · 회원 정보를 이용한 비회원의 타석 배정

   · 비회원 동반인과 타석 교차 이용

   · 가족회원, 타회원 등의 정보를 이용한 본인 외 타석 이용

- 본인 확인을 위한 트룬골프 직원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타석 이용은 회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타석 상황에 따라 동반객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자의 타석 이용은 불가하며, 트룬골프는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 연습 스윙은 배정된 타석 내에서만 가능하며 항상 주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석에서는 타인의 움직임, 골프채, 골프공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석 앞 페어웨이로 나가거나 볼을 줍는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 타석 이용 후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정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 파손 및 타인 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트룬골프 내 비치되어 있는 물품은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 퍼팅 연습장에서 퍼팅 외 어프로치 및 스윙 연습을 절대 금합니다. 

- 벙커 연습장 사용 후 다음 이용자를 위해 정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티 규정

- 도용 및 본인외 사용 사실 확인 시 아래와 같이 도용자 및 피도용자 모두 불이익을 받습니다. 

패널티 도용자(회원) 도용자(비회원) 피도용자

1차 3일 이용제한

타석 이용료의

5배 부과

1일 이용제한

2차 7일 이용제한 7일 이용제한

3차 30일 이용제한 30일 이용제한

4차 90일 이용제한 90일 이용제한

문의  트룬골프 02 2250 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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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눈가, 팔자 부위에 탄력을 경험해보세요’ 

needly.co.kr

홈 에스테틱 브랜드

2020 AUGUST

눈가&팔자 홈케어 만족도 95%

GLOWPICK 설문당 100명
엔도스킨 보톡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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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yan Tree  Club & Spa Seoul  10th  Anniversary

개관 10주년 기념 제 1회 어린이 백일장 전시회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반얀트리와 함께한 나의 추억”을 주제로 진행된 어린이 백일장 작품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남산을 배경으로 글과 그림을 통해 

가족, 친구들과 반얀트리가 함께한 따뜻한 이야기를 가득히 담은 아이들 작품 전시에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참여 어린이 작가

고윤재, 고준영, 김누리, 김시윤, 박계영, 박라율, 박서윤

박소정, 박진서, 우서연, 이재희, 정현우, 최윤서, 최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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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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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의 토이 체인을 엮어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손으로 조물조물 반죽을 뭉쳐 예쁘게 송편 

모양의 비누를 빚어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가로 세로 실을 엮어 포근한 감성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크리스마스 조명을 

만들어 내방을 환하게 채워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마스크 스트랩

Mask Strap 

크리스마스 장식 

Christmas Ornaments

송편 비누 

Half-moon-shaped Soap 

윈터 빌리지

Winter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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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한입에 쏙쏙 들어가는 주먹밥과 새콤달콤 시원한 

과일 물김치를 만들어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33,000원

만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맛과 향이 매력적인 사과를 만두피에 넣어 

바삭한 사과파이를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33,000원

만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제철을 맞은 겨울 과일로 청을 만들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33,000원

만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하얀 치즈 가루가 눈처럼 뿌려진 달콤한 단호박 

샐러드와 담백한 햄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33,000원

만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유자청

Yuja Compote

사과 파이

Apple Pie 

과일 물김치와 주먹밥

Mulgimchi & Rice Ball

단호박 샐러드와 샌드위치

Grilled Sweet Pumpkin Salad & Sandw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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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12월 4일 (금) – 2021년 3월 28일 (일)

*금, 토, 일 및 공휴일 운영

*12월 25일, 26일, 27일은 페스티브 스페셜로 별도 운영

1부 12:00 – 14:00, 2부 14:30 – 16:30

3부 17:00 – 19:00, 4부 19:30 – 21:30

*12월 2부제, 1월 - 3월 4부제

생딸기, 베리 크레페, 딸기 메이플 베이컨 팬케이크, 

딸기 헤이즐넛 피자, 블랙 페퍼 크랩 등으로 구성된 

딸기 뷔페

성인 1인 68,000원, 어린이 1인 48,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는 ‘섬의 별味’로 미식 유람을 떠나보세요. 강원도 조도 편에서는 굴 

솥밥, 숯불 닭갈비, 사골 배춧국 등 조도의 토속 음식을 선보입니다.  

돌아온 딸기 뷔페의 시즌을 맞아 신선한 생딸기, 딸기 디저트, 피자, 떡볶이 등 요리와 미국의 프리미엄 

티 브랜드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의 차까지 풍성한 구성의 디저트 뷔페를 만나보세요.

베리 베리 베리 디저트 뷔페

Very Vary Berry Dessert Buffet

팔도미식 “섬의 별味” – 강원도 조도 편

Taste The Island – Gangwon-do “Jodo”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0년 12월 1일 (화) – 12월 31일 (목)

*12월 25일은 페스티브 메뉴로 운영

11:30 – 17:00

섬의 별味 28,000원

(굴 솥밥, 숯불 닭갈비, 사골 배춧국)

메밀 막걸리 18,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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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0년 12월 1일 (화) – 12월 31일 (목)

*12월 24일 저녁, 25일 점심, 31일 저녁은 

 페스티브 메뉴로 운영

11:30 – 22:00 (Last Order 21:30)

간장게장정식 63,000원

장어솥밥정식 63,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새해 아침을 맞아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둥글고 납작한 떡과 속이 꽉 찬 만두, 알록달록한 고명이 

올라간 떡만둣국을 정성스럽게 선보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입맛을 돋워줄 클럽 스페셜 정식을 만나보세요.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간장게장과 

쫄깃한 식감의 장어가 올라간 솥밥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즐길 수 있습니다.

클럽 스페셜 – 간장게장정식, 장어솥밥정식

Club Special – Soy Sauce Marinated Crab, Eel Pot Rice

신년 스페셜 – 떡만둣국

New Year Special – Sliced Rice Cake and Dumpling Soup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1월 1일 (금)

11:30 – 22:00 (Last Order 21:30)

서울식 떡만둣국

30,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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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11월 1일 (일) – 2021년 1월 31일 (일)

*12월 24일, 25일, 31일은 페스티브 스페셜로 운영

18:00 – 02:00 (Last Order 24:00)

그뤼에르 치즈 퐁듀

푸드 플래터

(쇠고기, 컬리플라워, 바게트, 그린 올리브 등)

글렌피딕 18년 1병

650,000원 (2인)

문 바 21F

02 2250 8000

은은한 달빛 아래 야경이 펼쳐지는 문 바에서 품격 있는 루이 로드레 크리스탈 샴페인과 플래터로 

연말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뜨끈하고 녹진한 치즈 퐁듀를 찍어먹기 좋도록 구성한 플래터, 오랜 여운을 

선사하는 위스키와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치즈 퐁듀와 위스키

Cheese Fondue & Whisky

크리스탈 문 세트

Crystal Moon Set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0년 11월 1일 (일) – 2021년 1월 31일 (일)

*12월 24일, 25일, 31일은 페스티브 스페셜로 운영

18:00 – 02:00 (Last Order 24:00)

샴페인 1병과 페어링 플래터 900,000원

샴페인 5병과 페어링 플래터 4,000,000원

*샴페인 5병과 페어링 플래터 이용 시 문 바 21층 

전체 대관 가능

*회원 10% 할인 혜택 제공

문 바 21F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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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설레는 마음을 담아 연말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과 연말 파티 분위기를 더해줄 샴페인으로 

크리스마스 기프트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제철 딸기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생크림, 마카롱을 음료와 

함께 즐기며 소중한 사람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12월 1일 (화) – 12월 31일 (목)

9:00 – 21:00 

어린이 선물 세트  35,000원부터

어린이 인형, 몽상클레르 구움과자

샴페인 선물 세트  109,000원부터

샴페인 1병, 몽상클레르 크리스마스 케이크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

02 2250 8171

2020년 12월 1일 (화) – 2021년 1월 31일 (일)

9:00 – 21:00 

생크림을 곁들인 생딸기

몽상클레르 마카롱 2구

음료 2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핫초콜릿 중 선택)

32,000원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 클럽 멤버스 라운지

02 2250 8171

스트로베리 디저트 세트

Strawberry Dessert Set

크리스마스 기프트 세트

Christmas Gift Set

몽상클레르의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 케이크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세요. 

사전 예약

판매 기간

시간

종류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12월 1일 (화) – 12월 17일 (목)

        2020년 12월 18일 (금) – 12월 25일 (금)

9:00 – 21:00 

크리스마스 스페셜 케이크 4종

노엘 세라비, 노엘 생크림, 노엘 쇼콜라, 딸기 타르트

32,000원부터 

*사전 예약 시 10% 할인 혜택 제공 *회원 할인 중복 불가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

02 2250 8171

크리스마스 스페셜 케이크

Christmas Special C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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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12월 17일 (목) – 2021년 1월 3일 (일)

*12월 24일 - 27일, 31일은 별도 코스 운영

런치 12:00 - 15:00

디너 18:00 - 22:00 

페스티브 스페셜 코스

런치 1인 80,000원

디너 1인 120,000원, 160,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샴페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으로 연말 모임의 분위기를 한껏 더해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된 와인 셀렉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나는 페스타 바이 민구에서 연말 송년 모임을 준비해보세요. 강민구 페스타 

총괄 셰프가 페스티브 시즌을 맞아 준비한 페스티브 스페셜을 런치와 디너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페스티브 스페셜

Festive Special

페스티브 와인 셀렉션

Festive Wine Selection

기간

시간

종류

장소

문의

2020년 12월 1일 (화) – 2021년 1월 31일 (일)

12:00 - 22:00

샴페인 6종, 화이트 와인 4종, 레드와인 4종

특가 샴페인 2종

뵈브 클리코 옐로 레이블 

200,000원 → 160,000원

크룩 그랑 뀌베 브뤼 

620,000원 → 490,000원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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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하여 반얀트리 서울에서는 페스티브 시즌 스페셜이 펼쳐집니다.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와 문 바, 페스타 바이 민구,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까지 다채로운 프로모션으로 다가오는 

연말 뜻깊은 시간을 계획해보세요.

페스티브 시즌 스페셜 

Festive Season Special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크리스마스 이브 스페셜 디너 뷔페 크리스마스 스페셜 런치 뷔페 이어 앤드 스페셜 디너 뷔페

기간 2020년 12월 24일 (목) 2020년 12월 25일 (금) 2020년 12월 31일 (목)

시간
1부 17:30 - 19:30 

2부 20:00 - 22:00
11:30 - 14:30 18:00 - 21:30

메뉴
스페셜 뷔페

무제한 와인

스페셜 뷔페

무제한 스파클링 와인

스페셜 뷔페

무제한 와인 

가격 성인 1인 150,000원, 어린이 1인 75,000원 

크리스마스 이브 디너 플래터
베리 베리 베리 디저트 뷔페 

페스티브 스페셜
연말 스페셜 디너 코스

기간 2020년 12월 24일 (목)
2020년 12월 25일 (금) 

- 12월 27일 (일)
2020년 12월 31일 (목)

시간
1부 17:30 – 19:30

2부 20:00 – 22:00 

1부 12:00 – 14:00

2부 14:30 – 16:30

3부 17:00 – 19:00

4부 19:30 – 21:30

1부 17:30 – 19:30 

2부 20:00 – 22:00 

메뉴
스페셜 디너 플래터

웰컴 샴페인 2잔

딸기 디저트 뷔페

무제한 샴페인

스페셜 디너 코스

웰컴 샴페인 1잔 

가격
성인 2인 300,000원

*회원 15% 할인 제공

성인 1인 88,000원

어린이 1인 48,000원

*회원 15% 할인 제공

성인 1인 139,000원

*회원 15% 할인 제공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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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바>

페스티브 시즌 & 뉴 이어스 이브 스페셜 

기간 2020년 12월 24일 (목), 25일 (금), 31일 (목)

시간
1부 18:00 – 20:00

2부 21:00 – 01:00 

메뉴
1부 페어링 코스 및 샴페인 2잔, 레드 와인 2잔

2부 스페셜 플래터와 위스키 1병

가격

1부 창가석 360,000원 (2인 기준) | 일반석 300,000원 (2인 기준)

2부 450,000원 (2인 기준) 

*회원 10% 할인 제공

<페스타 바이 민구>

크리스마스 스페셜 런치 크리스마스 스페셜 디너
이어앤드 스페셜 

런치 코스

이어앤드 스페셜 

디너 코스

기간
2020년 12월 24일 (목) 

- 12월 27일 (일)

2020년 12월 24일 (목)

 - 12월 27일 (일)
2020년 12월 31일 (목) 2020년 12월 31일 (목)

시간
1부 11:30 – 13:00

2부 13:30 – 15:00 

1부 17:30 – 19:30

2부 20:00 – 22:00

*12월 27일은 1부제

(18:00 - 22:00)

12:00 – 15:00
1부 17:30 – 19:30

2부 20:00 – 22:00

메뉴 스페셜 런치 코스, 디너 코스

가격 성인 1인 100,000원 성인 1인 180,000원 성인 1인 100,000원 성인 1인 180,000원

DINING OFFERS

<이벤트>

산타와 함께하는 포토 타임 & 

선물 추첨
제희 퀸텟 라이브 공연 어린이 인형 포토존

기간 2020년 12월 24일 (목) 2020년 12월 24일 (목)
2020년 12월 14일 (월) 

- 2021년 1월 4일 (월)

시간 18:00 - 22:00 18:00 - 22:00 상시

장소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페스타 바이 민구

문 바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페스타 바이 민구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 공연은 약 15분간 진행되며, 업장별 공연 시간이 상이합니다.

문의 02 2250 8000



모험, 여가 등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며 
어느 도로에서든 다른 사람과 함께 스포츠카의  
매력을 공유할 수 있는 포르쉐 신형 카이엔을
포르쉐 센터 용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The new Cayenne 배기량 2,995cc, 자동 8단, 도심연비 6.9km/L, 고속도로연비 8km/L, 복합연비 7.3km/L, 복합 CO  배출량 및 등급 235g/km, 5등급, 공차중량 2,135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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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AL

ㅣ
ㅣ

The new Cayenne을 
포르쉐 센터 용산에서 만나보세요.
Sportscar Together. 
The new Cay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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