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21

NOTICE

4-8

PEOPLE

9

CULTURE

10

SPA & GALLERY

12

RECREATION

14 - 15

KIDS CLUB ACTIVITIES

16 - 17

DINING OFFERS

18 - 22

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21년 3월 9일 (화) / March 9 (Tue) 2021
· 휴관 시설
피트니스, 사우나, 사우나 라운지, 트룬골프 아카데미, 몽상클레르, 멤버스 라운지, 클럽 컨시어지, 키즈클럽,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 정상 운영 시설
실내 수영장, 스파 & 갤러리
· Facilities subject to closing
Fitness, Sauna, Sauna Lounge, Troon Golf Academy, Mont St. Clair, Member's Lounge, Club Concierge, Kids Club,
Club Member's Restaurant.
· The Indoor Pool, Spa & Gallery will be open for business as usual.

사우나 패밀리데이 Sauna Family Day
2021년 3월 사우나 패밀리데이 운영 여부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We will announce the Family Day’s operation in March 2021.
트룬골프 아카데미 운영 시간 Troon Golf Academy Operating Hours
6:00 – 22:00 (직원 상주시간 7:00 - 21:00)

Banyan Tree Club & Spa Seoul

가족과 함께하면 더 행복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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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년 회원 바우처 발급 안내
2021 Membership Voucher Issuance Notice

2021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객실 바우처와
레스토랑 바우처를 모두 전자 바우처로 제공해 드립니다.
※ 레스토랑 바우처는 테이블당 최대 2매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객실 바우처와 레스토랑 바우처는 2월 1일부터 차년도 1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희망하시는 날짜에 예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만료 전 소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2021 주차스티커 수령 안내
2021 Parking Permit Sticker
2021 주차스티커가 새로이 제작되어 클럽 컨시어지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기존 주차 스티커를 사용하고
계시는 회원님께서는 클럽 컨시어지에 방문하시어 2021 주차 스티커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For those still using pervious parking permit stickers, please visit Club Concierge to obtain 2021
parking permit stickers.

문의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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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휴사 안내
Strategic Partnership
씨마크 호텔, 유 리트리트, 기억의 사원과의 제휴 서비스에 대한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씨마크 호텔 SEAMARQ HOTEL
강릉 경포의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씨마크 호텔은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하고,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국내
최초의 럭스티지 (Luxury+Prestige) 호텔입니다.
주요 서비스
전 객실 주중 15%, 주말 10% 할인 (BAR Rate 기준)
식음료 10% 할인
서머스위트 (사우나) 50% 할인
스위트 객실 이용 시 서머스위트 (사우나) 무료 이용
※ 2인 기준 조식 및 클럽 인피니티 (실내, 실외 수영장 및 짐), 미니바, 키즈클럽 이용 포함
※ 제외기간: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여름 성수기,
겨울 성수기 (크리스마스 시즌, 해돋이 시즌)

유 리트리트 U Retreat
계곡과 산으로 둘러싸인 유 리트리트는 자연속의 힐링을 즐기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로써 웰니스와 안락한 휴식을 담고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과
영감’, ‘비밀스럽고 완벽한 장소’ 유 리트리트에서 일상 생활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요 서비스
전 객실 월 - 목 15%, 금,일 10%, 토 5% 할인 (판매가 기준)
※ 인원추가, Extra bed, 취소규정은 유 리트리트 내부 규정에 따름
※ 크리스마스, 연말 등 일부 기간 토요일 기준 할인 (5%) 적용

유 리트리트 카페 이용 시 전 품목 20% 할인

기억의 사원 Memory Maker
깊은 산 속에 자리한 기억의 사원의 모든 객실에서는 북한강과 그 뒤에
펼쳐지는 장락산맥이 자리잡아 때때로 발밑에 웅장하게 펼쳐지는 짙은
운무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공간에 부속된 시설은 실내 월풀, 실외
스파, 실외 욕조에서 개인 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프라이빗한 시설로
완벽한 쉼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전 객실 10% 할인 (판매가 기준)
※ 인원 추가, Extra bed, 취소규정은 기억의 사원 내부 규정에 따름
※ 제외기간: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
여름성수기 (21년 세부 일정 미정)
겨울성수기 (크리스마스 시즌 및 연말 시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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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기
억
의
사
원

기억의 사원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제휴사 '기억의 사원'을 소개합니다.
기억의 사원은 서울 근교의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원형의 문을 지나고
여러 연못들과 건물들을 차례로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사원이 우리의 옛 절들처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사원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마침내 완성됩니다.

문의 02 2250 8077

NOTICE
‘라일라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유화 클래스 : 빛을 담은 풍경
Oil Painting Class with Lylastudio
3월 유화클래스에서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색감과 자유로운
화풍을 따라 풍경이 가진 인상을 그려보는 시간을 준비
했습니다.
기간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3월 1일 (월) -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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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플 목공방’과 함께하는 목공 클래스 : 아날로그 라디오
Wood Class with Waple : Analogue Radio
힐링 문화공간 와플 목공방과 함께 직접 나무를 손질하고
버닝펜을 이용해 나만의 문구를 새겨 완성시키는 아날로그
라디오를 만들어 보세요.
기간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3월 11일 (목)
14:00 - 16:00
오사갑
회원 140,000원
비회원 130,000원 (재료비 포함)
액티비티 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엠엠엠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가죽공예 클래스 : 레더 트레이
Leather Craft Class with MMM Project : Leather Tray
3월 가죽공예 클래스에서는 레더 트레이 만드는 시간을 준비
했습니다. 소품들을 정리하는 용도와 인터리어 효과까지
겸비한 매력있는 레더 트레이를 만들어보세요.
기간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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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 (목)
14:00 - 17:00
황진우
회원 110,000원
비회원 130,000원 (재료비 포함)
보드룸 A (호텔동 2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PEOPLE
반얀트리 서울 트룬골프 아카데미 강성옥 프로 인터뷰
Troon Golf Academy Kang Seong Ok Pro Interview
반얀트리 서울 트룬골프 아카데미에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분석 패키지 레슨을
진행합니다. 패키지 레슨 진행에 앞서 회원분들께 명쾌한 코치로 인정받고 있는
강성옥 프로를 만나 골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PGA 강성옥 프로입니다. 저는 메리어트, 포시즌, 콘래드 등 여러 호텔의
골프 클럽에서 프로 교육 및 운영을 하였으며, 20여년의 레슨 지도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경력을 토대로 반얀트리 서울 트룬골프 아카데미에서 3년째
골프 레슨을 하는 프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골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프로님에게 골프란 무엇인가요?
중학교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축구, 스키, 아이스 하키를 하다가 고등학교 입학 후 부모님의 권유로 골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골프는 저에게 평생 친구와 같은 느낌입니다.
프로님의 취미가 골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가시간에도 골프를 즐기시나요?
운동하는 걸 무척 좋아해서 헬스, 사이클, 야구, 등산 등 취미가 많습니다. 여가시간에는 주로 아이들과 같이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반얀트리 서울 트룬골프에는 상당수의 수준급 회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레슨이 다른곳에서 하는 것 보다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곳에서 레슨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원님들 중에 대부분 구력도 많으시고, 실력도 수준급이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프로급으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을 레슨하다보니 저 또한 꾸준한 몸 관리와 연습을 통해 레슨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가끔
필드 레슨도 나가보면 오히려 연습장에서 레슨 받으실 때 보다 더 잘 치시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긴장
될 때도 많다니까요^^
이제 곧 골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시즌을 마무리하고 봄시즌 맞이하면서 전시즌과는 달라진 나의 모습을
뽐낼 수 있는 노하우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골프 연습은 매일 일주일 10분씩 하는 것과 일주일 한번 70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연습장에
못오시는 경우에는 빈 스윙이라도 집에서 10분 정도 연습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연습시작 10분 동안 본인이 가진 힘의 50%로 연습을 하시면 비거리와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힘을 빼는 동작을 하면서 공을 치시면 재대로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느끼실 수 있고 비거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재단장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분석 레슨 패키지를 론칭했는데요. 이번 레슨 패키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론칭한 분석 레슨은 4개의 초고속 카메라로 임팩트 직전, 임팩트 순간, 임팩트 이후 영상을 분석, 측정,
수행이 가능한 스윙 분석기 GC쿼드와 함께합니다. 초급자분들은 집중이 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에서 스윙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분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측정 및 교정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골프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초고속 카메라가 클럽 페이스와 공의 회전을 99% 측정하기 때문에 공이 잘 못 날아가는
원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거리와 벗어난 거리를 확인하면서 볼
궤적의 원인, 임팩트 순간 클럽 데이터를 모두 실측하여 실제 라운딩과 동일한 그래픽으로 레슨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린 스피드 및 땅의 강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감 있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측정한 분석 데이터는 장기간 보존 및 관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스윙 분석이 가능하오니, 이번 레슨을 통해 골프
실력을 향상시켜 보세요!
마지막으로 프로님은 ‘나는 어떤 선생님이다’라고 회원님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습량이 적더라도 빨리 감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레슨 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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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아티스트 탐색 프로젝트 - 지니 리 개인전 <관계>
작가 소개
지니 리 Jeanie Lee (b.1973 - )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보스톤, 보스톤
Solo Exhibitions (selected)
2020 Lost and Found, 갤러리 플래닛, 서울
2017 HOLLOW, 갤러리 엠, 서울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18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 K현대미술관, 서울
기간
장소
문의

2021년 3월 17일 (화) – 4월 30일 (수)
클럽동 로비, 호텔동 로비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갤러리 플래닛 02 540 4853

2021년 첫 번째 아티스트 탐색 프로젝트로 반얀트리 클럽동에서 지니 리 (b.1973~ ) 작가의 회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2021년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작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미시적 이야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관계’를 탐구하는 팝아트 형식의 작품 10
여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유년기와 청년기에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경험했던 문화와 그로 인해
생겨난 감성들을 기억 속 오브제에서 찾는 여정의 결과물들로 밴드에이드 반창고, 믹스테이프 등 작가의
학창시절을 소환하게 하고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사물들을 그린 것들입니다.
오브제 연작들과 함께 소개되는 인물 연작, ‘치카 Chica' 그리고 ’치코 Chico’는 스페인어로 각각 여성과
남성을 뜻하는데, 작가의 무의식 속에 새겨진 익명의 초상들입니다. 그들은 주위의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
보아온 인물들이거나 주변 사람들, 또는 이들의 이미지들이 혼합된 것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오브제 연작과 인물 연작 모두 대중매체의 광고처럼 간결함을 유지하면서도 세밀함을 놓지 않기에
시선을 끌어당기는 힘을 지닙니다.
이렇게 작가가 그려내는 사물들은 대중문화와 대량 상품들에서 모티프를 가져오지만 그 이미지들을
단순히 복제하고 재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 기억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흔적들을 되짚고, 이와 함께 동시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감성과 마주합니다. 21
세기 들어 가속화된 디지털의 세계는 인간들 간의 관계를 재설정해버렸고, 이러한 상황은 진정한 관계란
무엇일지를 질문하며, 관계 맺음을 더욱 갈망하게 했습니다. 지니 리의 작품들은 그녀의 개인적 일상,
기억에서 출발하여,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다다릅니다. 2020
년의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은 인간들을 더욱 고립시키며 ‘관계’를 그리워하게 하는데, 지니 리의 작품 속
오브제들은 이 시기에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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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 GALLERY

Banyan Tree
Ceramic Oil Burner
반얀트리 오일 버너

“Made by hand, crafted with heart”

Banyan Tree Gallery 02 2250 8115, 8116

SPA & GALLERY
반얀트리 스파 - 화이트데이 스페셜 ‘로맨틱 프로포즈’ 스파 패키지
Banyan Tree Spa - ‘Romantic Proposal’ Spa Package
Find Romance at Banyan Tree Spa - 반얀트리 스파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연인을 위한
‘로맨틱 프로포즈’ 스파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둘만을 위한 완벽한 안식처, 스파 스위트룸에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하세요.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로 근육을 풀어주는 ‘스웨디시 바디 마사지’,
뭉친 근육에 집중해 통증을 완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부분 집중 마사지’, 붉은 장미 꽃잎을 띄운
욕조에서 즐기는 로맨틱한 휴식까지. 둘만의 프로포즈 데이를 더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은은한 장미향이
풍기는 ‘반얀트리 로즈 아이필로우’를 스페셜 기프트로 선물해 드립니다.
2021년 2월 1일 (월) - 3월 31일 (수)
기간
11:00 - 21:00
시간
프로그램 120분 트리트먼트
- 60분 스웨디시 바디 마사지
- 30분 부분 집중 마사지
여성 30분 익스프레스 페이셜 or 헤드 앤 숄더 마사지
남성 30분 풋 마사지 or 헤드 앤 숄더 마사지

혜택
가격
장소
문의

- 30분 입욕
반얀트리 회원 25% 할인
2인 600,000원 / 정가 800,000원
반얀트리 스파
02 2250 8115, 8116

반얀트리 갤러리 인숍 - 갤러리 지반
Banyan Tree Gallery Inshop - Gallery G.Van
Only One for Only One
오직 한 분만을 위한 단 하나의 마스터피스를 제작해온 30년 전통의 국내 최고 파인주얼리 브랜드, ‘갤러리
지반’이 갤러리 인숍에 다시 찾아 옵니다. 반얀트리 여성 회원을 위한 특별하고 우아한 주얼리와 갤러리
인숍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남성 회원을 위한 스페셜 남성용 주얼리 컬렉션을 만나 보세요.
갤러리 인숍 한정 특별 프로모션
- 나를 위한 선물을 하시는 분께 <리세팅 쿠폰>을 드립니다.
- 내 사람을 위한 선물을 하시는 분께 <골프 볼마커>, <원석 마스크 스트랩> 중 한 가지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드라이 플라워 카드>를 드립니다. (*커플 제품 구매 시 추가 할인 적용)

기간
시간
장소
문의

2021년 3월 1일 (월) - 3월 31일 (수)
10:00 - 20:00
갤러리 인숍 (클럽동 로비층)
010 6351 7321
www.gallerygvan.com
갤러리 지반 압구정점 02 3438 6035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1층)

갤러리 인숍 입점 문의 02 2250 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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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피트니스 이용 안내
Notice of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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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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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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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얀트리 피프틴 프로그램
Banyan Tree Fifteen Program
반얀트리 인스트럭터가 제공하는 피프틴 프로그램과 함께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기간
시간

상시
6:00 - 22:00

강사
장소

반얀트리 트레이너
피트니스 1F

가격
문의

무료
02 2250 8118, 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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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룬골프 분석 패키지 레슨
Troon Golf Package Lesson
반얀트리 서울 트룬골프 아카데미에서 새롭게 런칭한 분석패키지를 소개합니다. 분석패키지는 기존 레슨
프로그램과 분석 프로그램을 겸한 회원 맞춤형 레슨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분석패키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골프 실력 향상을 경험해 보세요.
레슨 대상 성인 회원
레슨 가격
1) 분석 프로그램 가격
레슨 시간

1회

2회

3회

50분

140,000원

260,000원

390,000원

1회

5회

10회

타석 30분

99,000원

385,000원

660,000원

타석 60분

165,000원

640,000원

1,100,000원

타석 30분
+ 분석 50분

-

491,000원
(타석 3회 + 분석 2회)

852,000원
(타석 7회 + 분석 3회)

타석 60분
+ 분석 50분

-

644,000원
(타석 3회 + 분석 2회)

1,160,000원
(타석 7회 + 분석 3회)

시설 이용료 : 33,000원 (레슨 외 시설 이용 고객 대상)
2) 분석 패키지 가격
레슨

기존 레슨

분석
패키지

문의

트룬골프 02 2250 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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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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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와이어 공예_동물 친구
Wire Craft_Animals

와이어 공예_나의 마음
Wire Craft _Heart Wreath

일직선의 철사를 이리저리 구부려 입체감이
살아있는 동물모양의 장식품을 만들어 보세요.

와이어로 하트 모양의 오브제를 만들어 가족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와이어 공예_캐릭터 모빌
Wire Craft_Character Mobile

와이어 공예_무드등
Wire Craft_Mood Lighting

와이어를 원하는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 모빌에
대롱대롱 메달아 보세요.

LED 스탠드를 와이어로 장식하여 차분함과
아늑함이 가득한 무드 등으로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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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지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KIDS CLUB ACTIVITIES
하와이안 또띠아 피자
Hawaiian Tortilla Pizza

바지락 크림 수프
Manila Clam Chowder

또띠아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파인애플과 햄을
올려 맛있는 하와이안 피자를 만들어 보세요.

양파와 감자, 바지락이 풍성하게 씹히는 고소한
바지락 크림 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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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33,000원
만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우엉 꼬마 김밥
Burdock Mini Gimbap

오버나잇 오트밀 & 과일 칵테일
Overnight Oatmeal & Fruit Punch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뿌리 채소 우엉으로
꼬마 김밥을 만들어 보세요.

오트밀과 요거트 위에 과일과 견과류를 올려
영양 가득한 오버나잇 오트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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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33,000원
만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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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헬시 앤 테이스티
Healthy and Tasty
계절의 기운을 머금은 제철 채소와 과일, 달콤한 디저트가 포함된 샐러드 바 ‘헬시 앤 테이스티’를
만나보세요. 통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함께 여유로운 점심 식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상시
*3월 2일 - 3월 28일은 월 - 목 운영
시간 12:00 – 14:30 (Last Order 14:00)
메뉴 데일리 수프, 제철 채소와 과일 디저트 등으로
구성된 샐러드 바
가격 성인 1인 55,000원
(메인 메뉴 주문 시 1인 30,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장소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문의 02 2250 8000

베리 베리 베리 디저트 뷔페
Very Vary Berry Dessert Buffet
설렘 가득한 봄을 베리베리베리 디저트 뷔페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신선한 생딸기, 딸기 디저트, 피자,
볶음밥 등 요리와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의 차까지 풍성한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간

2020년 12월 4일 (금) - 2021년 3월 28일 (일)
*금, 토, 일 및 공휴일 운영

시간

1부: 12:00 - 14:00, 2부: 14:30 - 16:30
3부: 17:00 - 19:00, 4부: 19:30 - 21:30

메뉴

생딸기, 베리 크로플, 딸기 치즈 케이크,
딸기 헤이즐넛 피자, 블랙 페퍼 크랩 등으로
구성된 딸기 뷔페

가격

성인 1인 68,000원, 어린이 1인 48,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장소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문의

02 2250 8000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식음 업장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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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달달한 밤
Sweet Moonlight
남산과 도심의 야경이 반짝이는 문 바에서 엄선한 와인, 풍성한 플래터를 함께 즐겨보세요. 봄 밤의
은은한 달빛과 함께 로맨틱한 저녁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년 3월 1일 (월) – 5월 31일 (월)
시간 18:00 – 21:00
메뉴 BBQ 플래터
(채끝 등심, 대하, 닭고기, 구운 야채 등),
부라타 치즈와 구운 파프리카, 디저트
와인 1병 (스파클링, 레드, 화이트 중 택 1)
가격 2인 190,000원
장소 문 바 (21층)
문의 02 2250 8000

화이트 데이 스페셜
White Day Special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화이트 데이 디너를 문바에서 계획해보세요. 셰프의 스페셜 플래터와
샴페인, 초콜릿 기프트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기간

2021년 3월 14일 (일)

시간

18:00 – 21:00

메뉴

화이트 데이 스페셜 세트 메뉴
샴페인 1병 Dangin Fays Champagne Brut N/V
토이셔 초콜릿 6구

가격

2인 360,000원
*회원 10% 할인 혜택 제공

장소

문 바 (21층)

문의

02 2250 8000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식음 업장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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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팔도미식 – 경기도편
Taste the Province – Gyeonggi-do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는 ‘팔도미식’과 함께 전국 곳곳의 별미를 즐겨보세요. 경기도
편에서는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봄나물 솥밥과 달래 된장찌개 등 토속 음식을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기간 2021년 3월 1일 (월) - 3월 31일 (수)
시간 11:30 – 17:00
메뉴 팔도 미식 30,000원
(봄나물 냉이 솥밥, 차돌 달래 된장찌개, 육회 김부각)

포천 느린마을 막걸리 18,000원
장소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문의 02 2250 8157

클럽 스페셜 - 한우 쌈밥 정식
Club Special
클럽 스페셜로 고소한 한우 구이와 쌈밥을 준비했습니다. 풍성한 쌈 채소와 정성껏 차려낸 반상을
함께 즐기며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년 3월 1일 (월) - 4월 30일 (금)

시간

11:30 – 22:00

메뉴

한우 양념 구이, 쌈 채소, 갈치 속젓,
차돌 냉이 된장찌개, 계란 찜, 개인 반상 등

가격

1인 63,000원 (2인 이상 주문 가능)

장소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문의

02 2250 8157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식음 업장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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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효도 孝道 한상차림
Be Good to Your Parents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정성껏 차려낸 상차림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생신, 어버이날
등 가족의 특별한 자리를 더욱 빛내드립니다.
기간 2021년 3월 13일 (토)부터 상시 운영
* 최소 3일전 예약 필수
시간 11:30 – 22:00
메뉴 한상 차림 식사
(특선죽, 보리굴비, 모둠전, 간장게장, 갈비구이,
성게 미역국 반상, 한식 병과 등)

몽상클레르 생크림데코 케이크 1개 & 와인
꽃다발 및 생화 테이블 센터피스
가격 4인 730,000원 (와인 1병 포함)
8인 1,340,000원 (와인 2병 포함)
*인원 추가 시 1인 140,000원
장소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문의 02 2250 8157

스트로베리 디저트 세트
Strawberry Dessert Set
제철 딸기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생크림, 마카롱을 음료와 함께 즐겨보세요. 고운 색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울 디저트를 음료와 준비해드립니다.
기간

2021년 2월 1일 (월) - 3월 31일 (수)

시간

9:00 – 21:00

메뉴

생크림을 곁들인 생딸기
몽상클레르 마카롱 2구
음료 2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핫/아이스 초콜릿 중 선택)

가격

32,000원

장소

몽상클레르

문의

02 2250 8171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식음 업장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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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고메 시티 투어
Gourmet City Tour
페스타식으로 풀어낸 유러피안 메뉴로 마치 유럽의 도시를 여행하듯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미식 투어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년 1월 14일 (목) – 3월 31일 (수)

시간

런치 12:00 – 15:00 (Last Order 14:00)
디너 18:00 – 22:00 (Last Order 20:30)

메뉴

페스타식으로 풀어낸 유러피안 코스 요리

가격

런치 1인 70,000원
디너 1인 130,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장소

페스타 바이 민구

문의

02 2250 8170

화이트 데이 스페셜
White Day Special
페스타 바이 민구에서 화이트 데이를 기념해 준비한 스페셜 디너 코스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년 3월 13일 (토) - 3월 14일 (일)

시간

18:00 – 22:00 (Last Order 20:30)

메뉴

화이트데이 스페셜 디너 코스

가격

1인 130,000원 또는 180,000원
(2인 이상 주문 가능)
*와인 페어링 추가 시 1인 66,000원

장소

페스타 바이 민구

문의

02 2250 8170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식음 업장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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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Soul, electrified.
The new Taycan.
미래형 스포츠카의 기준이자
새로운 포르쉐 시대의 개막,
The new Taycan을
포르쉐 센터 용산에서 만나보세요.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Taycan 4S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선택사양 /5 인승 동일 ) 축전지 정격전압 722.7V, 축전지 용량 129.2Ah, 공차중량 2,305kg,
1회충전주행거리 289km, 복합연비 2.9km/kWh, 도심연비 2.8km/kWh, 고속도로연비 3km/kWh, 복합 Co2 배출량 0g/km
※ 차량 이미지는 실제 모델과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적용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포르쉐 공식딜러 YSAL
포르쉐 센터 용산
전시장ㅣ02-6263-0911
서비스ㅣ02-6331-7911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