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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20년 4월 7일 (화) / April 7 (Tue) 2020

· 휴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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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클럽

· 정상 운영 시설

  실내 수영장, 스파 & 갤러리

· Facilities subject to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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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b Concierge, Kids Club

· The Indoor Pool, Spa & Spa Gallery will be open for business as usual.

사우나 패밀리데이 Sauna Family Day

트룬골프 아카데미 운영 시간 Troon Golf Academy Operating Hours

6:00 – 22:00

3 - 6

7

8

10 - 11

12 - 13

14 - 15

17

18 - 22

NOTICE

PEOPLE

CULTURE

SPA & GALLERY 

RECREATION 

KIDS CLUB ACTIVITIES

GLOBAL BANYAN TREE

DINING OFFERS

2020년 4월 12일 (일), 26일 (일) / April 12 (Sun), 26 (S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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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월 21일 (화) 실내수영장은 수질 관리로 인해 휴관합니다.

     April 21 (Tue) 2020 Indoor Pool will be closed to general cleaning of the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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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3월에 진행되었던 ‘비직계 가족 추가 입회 프로모션’이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4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스해지는 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간

혜택

문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개인 및 가족회원

2020년 4월 30일 (목) 까지

- 성인 추가      레스토랑 바우처 30만원

- 미성년 추가   레스토랑 바우처 20만원

회원사업팀 02 2250 8099

※ 대상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비직계 가족 추가 입회 프로모션

Extended Family Member Admissio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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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0년 객실 바우처 유효기간 안내 

Validity of 2020 Voucher

객실 업그레이드 프로모션 안내

Room Upgrade Promotion

객실 특별 할인 프로모션 안내

Room Special Offers

회원 객실 바우처는 전자 쿠폰으로 발급되며, 2020년에 한하여 1월 1일부터 13개월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 2021년부터는 2월 1일부터 차년도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객실 예

약 시 바우처 사용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객실은 예약 상황에 따라 희망하시는 날짜에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만료 전 소진해주시기 바

랍니다.

무료 객실 바우처로 투숙하시는 회원님들께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드립니다.

반얀트리 서울의 호텔동 객실을 회원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 주말 및 성수기는 숙박 희망자가 몰려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문의 

객실  예약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객실예약과 02 2250 8074

기간

혜택

기간

가격

2020년 4월 30일 (목) 까지

무료 및 할인 바우처 1장 사용 시 객실 2단계 업그레이드 (Namsan Pool Suite 이상 객실 예약 제외)

※ 금, 토요일 및 공휴일 체크인 제외   ※ 예약 확정 시 취소 및 변경 불가

2020년 4월 30일 (목) 까지

- Namsan Pool Deluxe 354,750원      - Namsan Pool Premier 396,000원

- Namsan Pool Suite 511,500원         - Namsan Pool Premier Suite 676,500원

※ 조식 불포함    ※ 할인 혜택 적용 시 객실 무료 및 할인 바우처 중복 사용 불가

※ 예약 확정 시 취소 및 변경 불가    ※ 금, 토요일 및 공휴일 체크인 제외

객실예약과 02 2250 807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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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경관을 간직한 울릉도의 기운을 담은 HEALING STAY KOSMOS. 

머무시는 동안 음과 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기운생동(氣韻生動)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버킷 리스트 

리조트(Bucket List Resort) 입니다.

힐링 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

HEALING STAY KOSMOS

객실 이용 시 10~20% 할인

※ 성수기(10%) : 공휴일 전날, 4월~8월, 10월 

     비수기(20%) : 3월, 9월, 11월, 12월

     Black out date : 12월 24~26일, 31일

※ 인원 추가, Extra bed, 취소 규정은 코스모스 리조트 내부 규정에 따름

※ 1월~2월 리조트 휴장기간

※ 최소 2주 전 예약 필수

※ 예약 시 반얀트리 회원임을 밝힌 후, 방문 시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카드 어플리케이션 제시

선사(JH페리) 20~30% 할인 (JH페리는 후포 ↔ 울릉 운행)

※ 최소 2주 전 예약 필수

※ 예약 시 코스모스 리조트 투숙객임을 밝힌 후, 방문 시 예약확인서(예약 완료 시 E-mail 및 SMS로 

발송) 제시

054 791 7788

070 7094 8001~5

· 주요 서비스

· 코스모스 예약 문의

· JH페리 예약 문의 

NOTICE

제휴사 안내

Strategic Partnership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회원님들에게 온라인 최저가로 제공되는 신규 제휴 서비스를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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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3월 클럽동 전시 ‘Little Forest’ 채혜선 작가 인터뷰

Chae Hyesun Artist Interview 

3월 한달동안 클럽동에서 작품 전시를 진행한 채혜선 

작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작가의 작품에서 

전달되는 새로움과 친근함, 생동감과 따뜻함은 물론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 그렇다면 작가님의 그림 중에서 가장 아끼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에 나온 최신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리 가족이 제 차 앞으로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는 간신히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뒷차들은 어땠을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모 오리를 

따르는 새끼 오리 몇 마리가 줄지어 도로는 건너가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서라도 

룽키가 오리 가족들에게 도로를 건너면 위험하다고 말해주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오리 가족이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이 생생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담은 그림에 큰 

애정이 가고 가장 아끼게 된 것 같습니다.

4. 그림의 매력을 말씀해주세요.

재료 준비부터 작업까지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점점 완성되는 그림을 보면서 육체적인 고통도 

잊을 만큼 행복감을 느낍니다. 첫 번째를 시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밑 작업을 이어가며 달라지는 색채를 보면 

개인적으로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작업을 하면서도 희열을 느낍니다. 그림을 

그리며 느끼는 평온함과 위안이 커 아침이면 빨리 그림을 그리고 싶어 오늘도 작업실로 달려갑니다. 저의 그림을 

통해 감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이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마음의 위안을 잠시나마 

느낀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2. 작품을 구상할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제 그림에는 골프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골프장이 인공적이며 자연을 파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동물들이 무리 지어 살고 있음에 놀라곤 합니다. 고라니 떼와 멧돼지, 날아가는 까치들과 공작, 

물속의 물고기들과 그 위를 떠다니는 오리 가족까지.. 골프장 또한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골프를 

치면서 보고 느끼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에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또 요즘은 유기견들과 고양이들이 골프장에서 

가끔 보입니다. 그런 동물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저의 그림에서 표현됩니다. 

1.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림을 통해 나의 생각을 표현을 한다는 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자연스럽게 미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전공으로 도예를 하다 보니 그림하고는 

많이 멀어졌어요. 더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육아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림을 그리지 못했지요. 

하지만 삶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어릴 적 욕구가 점점 커져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작업실을 구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다시 붓을 잡았지만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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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어떤 풍경

2020년 4월 8일 – 5월 4일

2020년 4월, 반얀트리 클럽동에서는 윤정선 작가의 회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윤정선 작가는 보이는 풍경에 자신의 심리적인 

풍경의 이미지를 더해 화면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수)부터 5월 4일 (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어떤 풍경>은 

작가의 근작들을 중심으로, 아련한 회상을 느낄 수 있는 작품 10여점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작품 속 풍경은 대부분 사람이나 군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상적 형상과 대상이 오히려 매우 추상적일 수 있으며,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가 풍경 속 주체가 되어 그 안에 들어가 보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 풍경은 작가 자신만이 알고 

추억하는 공간이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나와 만났던 사람들은 항상 지나쳐 사라지지만 우리가 만났던 그 공간과 풍경은 항상 그 곳에 남아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그림으로 시각화 하고 싶고 감정을 위한 배경으로써의 풍경을 그리고자 한다" (윤정선작가 노트 중)

윤정선의 작품에는 건축물이 많이 등장하고, 색감과 구도로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사람은 유동적으로 옮겨 다니지만 

사람이 지나온 장소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작가는 건물이나 장소를 주로 그리지만 작품의 

주인공은 사람으로 간접화법을 통해 건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건물도 보이는 외부와 밖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가 존재하고, 

사람도 밖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듯이 그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을 창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작가의 유학생활을 통해 순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억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닌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고 생각하며 작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정선 작가는 독특한 색감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세상은 회색빛으로 온통 무채색인데 세상과 본인의 거리감을 

마치 필터를 넣은 것과 같은 색감을 사용합니다. 점점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작가만의 밝고 다양한 색감으로 

세상과 가까워진 느낌을 나타냅니다.

사물과 풍경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많은 순간을 함께 하지만 이내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내재된 느낌을 표현하는 작가의 작품을 통해 고객들의 경험과 기억이 자극되기를 희망합니다. 아크릴의 깊은 맛과 분위기를 

다시 탐구하며 소소한 일상이 담긴 상상을 서정적으로 화폭에 담아 회화의 매력을 환기시키는 윤정선 작가의 그림이 기억 한 

조각을 떠올리는 블랙홀 같은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이미지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통로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사라지고 변해가는 장소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마음을 같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2019

2017

■ 작가 소개                                                   

윤정선 Yoon Jeongsun

빨간 벤치, 도로시살롱

슬프지 않은 풍경: Unbeautiful-scape,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스치는 담, 소소갤러리

2020

2019

담다: 유리-윤정선 기획 2인전, 드로잉 룸

Time to say Hello, 로얄갤러리

십이월전, 도로시살롱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담양 광주신세계갤러리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 금호미술관

Summer Collection 2019, 홍콩 SA+Hong Kong

현대미술로 바라본 여성인권 위안부 특별전, 

군포문화예술회관 갤러리영통

Do the right thing!, 국회의원관 제2로비전시관

발신자 조회,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Solo Exhibitions

Group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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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 GALLERY

반얀트리 스파 – 반얀 블로섬 스파 패키지 회원 한정 프로모션

Banyan Tree Spa – Banyan Blossom Spa Package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반얀 블로섬” 스파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뭉친 근육을 풀고 누적된 피로를 회복해주는 60분 간의 전신 마사지, 무거운 목과 어깨에 

집중해 통증을 완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30분 헤드 앤 숄더 집중 마사지’까지. 신체의 균형이 깨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요즘, 반얀트리 스파에서 나를 돌보는 휴식의 시간을 가져 보세요. 테라피스트의 세심하고 정성어린 손길로 활기를 

불어넣어 몸과 마음이 봄꽃처럼 생기 있고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본 패키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예약 가능)

기간

시간

프로그램

혜택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4월 1일 (수) - 4월 30일 (목)

11:00 - 20:00

· 60분 바디 마사지 (발리니스, 딥티슈, 타이 

   에센스, 타이 클래식, 젠틀터치 중 선택)

· 30분 헤드 앤 숄더 마사지

회원 25% 할인

*반얀트리 에센셜 오일(정가 35,000원 상당) 증정

정가 330,000원 / 회원 247,500원

반얀트리 스파

02 2250 8115, 8116

안마의자 또한 결국 가구의 일부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어 

국내 수제작 가구 브랜드 카레클린트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누하스가 만나 클래식, 모던 2가지 타입의 가구형 

안마의자를 선보입니다. 각각의 안마의자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디자인성을 가미했으며 기존의 

묵직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했던 안마의자에서 탈피하여 

인테리어 가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다양한 질감과 컬러를 가진 천연 소가죽과 패브릭으로 

제작되어 안마 기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만족할 수 있는 

카레클린트X누하스 라이프스타일 가구형 안마의자를 4

월에도 갤러리 인숍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라이프스타일 안마의자의 시작

문의기간

시간

장소

카레클린트 청담점 1599 4797

누하스 아뜰리에 02 3409 7100

2020년 3월 1일 (일) - 4월 30일 (목) 

10:00 - 19:00

갤러리 인숍 (클럽동 로비층)

· 입점 기념 특별 이벤트

- 갤러리 인숍에서 안마의자 체험 시, 몽상클레르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증정 (*체험 후 고객카드 작성 시)

· 갤러리 인숍 한정 프로모션

- 반얀트리 회원 +5% 추가 할인   - 안마의자 구매 시, 32만원 상당의 원목 사이드 테이블 증정

· 카레클린트 전국 매장 및 누하스 아뜰리에에서 반얀트리 회원카드 제시 시, 클래식·모던 타입 안마의자 +5% 추가 할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4월의 도장 이벤트 

반얀트리 스파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님께 10주년 기념 프로모션(Let it Bloom) 쿠폰 도장을 적립해 드립니다.

갤러리 인숍 입점 문의  02 2250 8113

반얀트리 갤러리 인숍 – 카레클린트 X 누하스

Banyan Tree Gallery Inshop -  KAARE KLINT X NOU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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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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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2 2250 8118, 8120

세신 안내
Scrub Amount

반얀트리 사우나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20분 패키지 결제 시, 10주년 기념 프로모션 (Let it bloom)

쿠폰 도장  1개 적립

세신 Treatment (Male, Female 동일)

Scrub 30mins 44,000원

Massage 30mins 66,000원

Massage 60mins 110,000원

Package 120mins 198,000원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여러 스킬과 기초체력을 키우는 

테니스를 즐겨보세요.

조민국 코치의 테니스 PT 클래스
Tennis PT Class with Minkook Cho

날짜

가격

대상

인원

강사

준비물

장소

문의

상시 

1회 71,500원 *8회 패키지 결제 시 1회 무료

8세 이상 키즈회원 및 성인회원

10명

조민국 코치

운동복, 운동화 *라켓 대여가능

테니스 코트

02 2250 8118, 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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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부르는 12월의 향기, 로즈우드 일랑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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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룬골프 내 현관 입구는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물품 보관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트룬골프 이용 

시 개인 물품 보관은 외부에 위치한 보관 구역 및 클럽 거치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회원님들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2 2250 8125

트룬골프 현관 내부 개인 물품 보관 안내

Notice to the Personal Items Storage

※ 보관 구역에는 1시간 이상 보관하실 수 없으며, 해당 시간 이상 보관 시 트룬골프에서는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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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꼬마농부가 되어 방울토마토가 자라는 모습을 

직접 관찰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4월 4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알록달록 스팽글과 시침핀을 이용하여 반짝이는 

달걀을 만들어 보세요.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4월 11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6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드림캐쳐를 만들어 행복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4월 18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하얀 캔버스를 알록달록 나비로 예쁘게 꾸며보

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4월 25일 (토)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꼬마농부 - 방울 토마토 심기

Little Farmer - Plant Cherry Tomatoes

드림캐쳐

Dream Catcher 

반짝반짝 작은 달걀

Twinkle! Twinkle! Little Egg

종이놀이 - 나비

Paper Art - Butter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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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몸에 좋은 채소가 듬뿍 들어간 쫄깃쫄깃 맛 

좋은 자장면을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4월 5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얇게 구운 크레이프에 생크림과 과일이 듬뿍 

올라간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4월 12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으깬 감자로 동글동글 한입에 쏙 들어가는 

맛있는 고로케를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4월 19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넓고 얇은 직사각형의 파스타 면 위에 호박과로 

가지를 넣어 담백한 라자냐를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0년 4월 26일 (일)

14:30 – 15:20

33,0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자장면

Noodles with Black Soybean Sauce 

감자 고로케

Potato Croquette

크레이프 케이크

Crape Cake 

라자냐

Lasa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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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ANYAN TREE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스파 리조트로 꼽히는 반얀트리 카보 마르케스는 서핑, 절벽 

다이빙, 승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소이자 ‘천공의 섬’ 또는 ‘태평양의 진주’로 불리는 

아카풀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얀트리 카보 마르케스는 아카풀코 국제 공항에서 차로 20분 거리, 

아카풀코 시내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와는 비행기로 3시간 

밖에 걸리지 않아 휴양을 떠나기에 좋은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반얀트리 카보 마르케스는 4개의 침실 및 스파 파빌리온을 갖추고 있는 프레지덴셜 풀빌라를 비롯해 

47개의 풀빌라가 마련되어 있어 가족 및 친구들과의 여행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호텔 내에는 

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샤프론, 멕시코 현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라 나오 등 다양한 레스토랑을 

비롯해 온전한 휴식 시간을 선사하는 반얀트리 스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푸르고 광활한 바다와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펼쳐지는 반얀트리 카보 마르케스에서 

멕시코의 강렬한 정취에 매료되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 혜택

- 객실 20% 할인 

- 식음료 20% 할인 (인룸 다이닝, 데스티네이션 다이닝 제외/특정 레스토랑 제외)

- 스파 20% 할인 (개별 프로그램 이용 시)

- 갤러리 상품 15% 할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는 전 세계의 절경 속에서 그곳과 하나 되어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지친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반얀트리 호텔을 만나보세요.

천공의 섬 아카풀코서 만나는 반얀트리 카보 마르케스 

Banyan Tree Cabo Mar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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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4월 4일 (토) 부터

*주말에 한해 운영

12:00 – 14:30 (Last Order 14:00)

데일리 스프, 제철 채소와 과일, 디저트 등으로 

구성된 샐러드 바

성인 1인 55,000원 

*단품 메뉴 주문 시 성인 1인 30,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푸르른 봄을 맞아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는 계절의 기운을 머금은 제철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속을 

따뜻하게 해줄 데일리 스프, 달콤한 디저트 등 한층 더 다채로워진 샐러드 바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4월 1일 (수) – 4월 30일 (목) 

*상시 운영

12:00 – 14:30 (Last Order 13:30)

라이스 페이퍼 롤, 새우와 부추 크리스피 롤, 

타이 치킨 샐러드 롤, 쇠고기와 버섯 인볼티니,

헤이즐넛 다쿠아즈, 핑크 룰라드 등

커피 또는 차

2인 플래터 90,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돌돌 말은 롤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스프링 브링스 롤 프로모션이 봄을 맞아 펼쳐집니다. 입맛을 돋워줄 

타이 치킨 샐러드 롤, 라이스 페이퍼 롤, 쇠고기와 버섯 인볼티니까지 다양한 종류의 롤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스프링 브링스 롤

Spring Brings Roll

헬시 앤 테이스티 샐러드 바 

Healthy and Tasty Salad Bar



19

DINING OFFERS

클럽 스페셜로 감칠맛과 고소함이 어우러지는 된장 

소갈비와 담백하고 짭조름한 수원 소갈비를 다채로운 

쌈채소와 함께 풍성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모션 

‘섬의 별味’로 미식 유람을 떠나보세요. 무의도 편에서는 

인삼 영양 솥밥, 데침 쌈, 냉이 조개된장국 등 무의도의 

토속음식을 선보입니다. 

봄을 연상시키는 색감과 담음새가 특징인 디저트가 향긋한 

차와 함께 펼쳐집니다. 애프터눈 퀄리티 타임 스프링 

에디션을 즐기며 여유로운 오후를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2일 (월) - 4월 30일 (목)  

11:30 – 21:30

된장 소갈비, 수원 소갈비, 쌈채소, 콩비지 뚝배기

개인 반상 (국, 명이 장아찌, 우렁쌈장, 열무물김치 등) 

1인 50,000원  *2인 이상 주문 가능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4월 1일 (수) - 4월 30일 (목)   

11:30 – 17:00 

섬의 별味 28,000원

(인삼 영양 솥밥, 데침 쌈, 냉이 조개된장국)

소성주 막걸리 18,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2020년 4월 1일 (수) – 5월 31일 (일) 

15:00 – 17:30 (Last Order 17:00)

헤이즐넛 다쿠아즈, 판나 코타, 핑크 마들렌, 딸기 랑그드샤, 

핑크 룰라드, 쏠티 카라멜 도넛 등

커피 또는 차

2인 59,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애프터눈 퀄리티 타임 '스프링 에디션'

Afternoon QualiTea Time ‘Spring Edition’

팔도 미식 ‘섬의 별味’ – 무의도 편

Taste the Island –  "Muuido”

클럽 스페셜 – 소갈비 구이

Club Special - Grilled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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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바에서 엄선한 와인과 그라넘 셰프가 풍성하게 구성한 

페어링 메뉴로 소중한 사람과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세요. 

도심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문 바에서 

향긋하고 균형 잡힌 풍미가 인상적인 위스키와 다채롭게 

구성된 플래터로 품격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과 남산의 야경이 펼쳐지는 문 바에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계획해보세요.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1일 (일) - 5월 31일 (일)

18:00 – 21:00 (Last Order: 20:00) 

와인 1병 (스파클링, 레드, 화이트 와인 중 택1)

푸드 플래터 (마르게리타 피자, 쇠고기 채끝 등심과 대하 구이 등)

2인 190,000원 

문 바 21F 

02 2250 8000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상시 운영

18:00 – 02:00 (Last Order 01:00)

반얀 세트   600,000원

(글렌피딕 18년 1병, 샤퀴테리 플래터,스파클링 워터 2병)

남산 세트   720,000원

(발베니 17년 1병, 샤퀴테리 플래터,  스파클링 워터 2병)

문 바 21F 

02 2250 8000 

2020년 4월 1일 (수) – 9월 30일 (수)

19:00 – 21:00

와인 1병 (스파클링, 레드, 화이트 와인 중 선택)

푸드 플래터 (훈제연어와 엔다이브, 부라타 치즈와 프로슈토, 

쇠고기 채끝 등심과 바닷가재 등)

케이크 (초콜릿 또는 생크림 중 선택)

플라워 데코레이션, 포토 데코레이션 (사진 2장 인화 및 액자)

골든듀 주얼리 상품권 10만원 (온·오프라인)

*3일 전 사전 예약 필수

2인 490,000원 

문 바 21F 

02 2250 8000 

프러포즈 & 기념일 패키지

For My Fiancé & For My Parents 

더 리즈너블

The Reasonable

달달한 밤

Sweet Moon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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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0년 3월 27일 (금) - 4월 30일 (목)

9:00 - 21:00

체리 블로섬 쇼트 케이크 8,500원

체리 블로섬 마카롱 4,000원

체리 블로섬 앙팡 4,000원

*회원 10% 할인 혜택 제공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

02 2250 8171

DINING OFFERS

사우나 라운지에서 든든하게 속을 채울 수 있도록 모닝 세트를

출시합니다. 샌드위치와 제철 과일이 들어간 생과일 주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며 상쾌한 아침을 맞아보세요.

벚꽃을 닮은 핑크빛 디저트 몽상클레르의 체리 블로섬 

에디션이 돌아왔습니다. 알록달록한 파스텔 색감에 쫀득한 

식감까지 갖춘 체리 블로섬 에디션을 놓치지 마세요.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에서 신선한 빵과 달콤한 

케이크를 비롯해 각종 파스타 면과 치즈, 와인, 육가공품, 

소스 및 오일 등 다채로운 델리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상시 운영

7:30 – 9:00 

터키 모르타델라 에그 샌드위치, 메이플 베이컨 에그 샌드위치, 

아메리카노, 생과일 주스 (오렌지, 자몽, 데일리 주스)

샌드위치와 커피 15,000원, 샌드위치와 주스 18,000원

*샌드위치 1개 추가 시 9,000원

사우나 라운지

02 2250 8161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상시 운영

9:00 – 21:00 

빵, 케이크, 파스타 면, 치즈, 오일, 향신료 등

몽상클레르 반얀트리 호텔점

02 2250 8171

몽상클레르 델리 제품 판매

Notice for Mont St. Clair

체리 블로섬 에디션

Cherry Blossom Edition 

사우나 라운지 모닝 세트 

Sauna Lounge Morning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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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16일 (월) - 5월 31일 (일)

오가닉 와인 셀렉션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샴페인)

110,000원 부터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봄의 별미가 듬뿍 들어간 페스타 초이스 런치와 페스타 

테이스팅 디너를 선보입니다. 제철 재료를 강조한 요리들로 

자연이 주는 본연의 맛을 즐겨보세요.

페스타 바이 민구에서 순수한 자연 그대로를 담은 오가닉 

와인을 다채롭게 선보입니다. 유기농법으로 빚어진 오가닉 

와인 셀렉션으로 자연이 주는 마리아주를 경험해보세요. 

페스타 바이 민구에서 펼쳐지는 채소 중심의 메뉴 어번 

그린 셀렉션으로 푸르고 싱그러운 다이닝을 경험해보세요.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상시 운영

런치 12:00 - 15:00 (Last Order 14:00)

디너 18:00 - 22:00 (Last Order 20:30)

페스타 초이스 런치 1인 65,000원

페스타 테이스팅 디너 1인 120,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0년 3월 1일 (일) – 4월 30일 (목)

런치 12:00 – 15:00 (Last Order 14:30) 

디너 18:00 – 22:00 (Last Order 21:00)

어번 그린 셀렉션 (페스타 리코타 치즈 그린 샐러드, 

두부와 참깨 엔다이브 샐러드, 봄나물 유기농 토마토 콤포트 등)

비타민 코르디알 (캐럿 루이보스 티, 레몬 페퍼민트 티, 밀크 얼그레이)

어번 그린 셀렉션 단품 7,000원 – 35,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어번 그린 셀렉션 

Urban Green Selection 

오가닉 와인 셀렉션

Organic Wine Selection

페스타 초이스 런치 & 페스타 테이스팅 디너

FESTA Choice Lunch & FESTA Tasting Din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