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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SPA & GALLERY 

RECREATION 

KIDS CLUB ACTIVITIES

DINING OFFERS

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21년 7월 6일 (화) / July 6 (Tue) 2021

· 휴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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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운영 시설

  실내 수영장, 스파 & 갤러리,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오아시스

· Facilities subject to closing

  Fitness, Sauna, Sauna Lounge, Troon Golf Academy, Mont St. Clair, Deli &, Member's Lounge, 

  Club Concierge, Kids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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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패밀리데이 Sauna Family Day

2021년 7월 사우나 패밀리데이 운영 여부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We will announce the Family Day’s operation in July 2021.

트룬골프 아카데미 운영 시간 Troon Golf Academy Operating Hours

6:00 – 22:00 (직원 상주시간 7: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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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스파의 노하우를 담은 맞춤형 두피·헤어 케어

지친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휴식의 시간

02 2250 8115, 8116

H E A D  S 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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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아이.엠 i.M 

아이.엠(i.M)은 프리미엄 신형 RV 차량을 기반으로 공기 살균기 설치와 매일 방역을 

실시하여 24시간 클린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운행되며 태블릿 PC와 와이파이 존이 운영되어 즐겁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회원 바우처 발급 안내

2021 Membership Voucher Issuance Notice

2021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객실 바우처와 레스토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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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얀트리 서울의 새로운 제휴사 세이지우드와 아이.엠을 소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휴사 안내

Strategic Partnership

세이지우드 SAGEWOOD

자연에 더 가까이 가고자,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울창한 삼림의 계절감과 푸른 바다의 

풍요를 공간에 들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천천히 흐르는 이곳에서 소탈한 하루를 

보내며, 일상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여유와 건강한 삶이 있는 완벽한 휴식을 누리게 

될 것 입니다.

주요 서비스 

세이지우드 홍천 | 그린피 10% 할인 (토요일 1부 제외) / 호텔 10% 할인 (펜트하우스 제외)

세이지우드 여수경도 | 그린피 주중 10%, 주말 5% 할인 / 콘도 판매가의 15~45% 할인

※ 호텔/콘도 제외기간: 여름 극성수기, 12/24, 12/31, 구정/추석 연휴

문의  컨시어지 02 2250 8077 

주요서비스

- 상시 10% 할인 (자동 결제 등록시)

- 아이.엠 어플 다운 및 회원 가입 후 쿠폰코드(IMBYTREE)를 [메뉴 > 쿠폰] 에서 등록

* 쿠폰 등록 가능 기간 : 2021년 7월 31일 (토)까지

- 공항 예약 서비스 및 콜센터 예약 가능



기간

작가

장소

내용

2021년 7월 1일 (목) - 9월 30일 (목)

김도연, 김유준, 박해수, 윤산, 정미애

블룸비스타 1F (B,C동)

금번 단체전은 5명 작가의 각기 다른

작품세계를 신규 QR 큐레이팅 작품

설명과 함께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전시전

Group Exhibition

구성

가격

문의

[음식류] 양갈비, 부채살, 돈목살, 새우

소시지, 구이용 야채 등 

[장비류] 캠핑의자 / 테이블, 바비큐 그릴

화로대, 장작 등 (숯 포함)

132,000원 (2인 기준) 

※ 1 site 당 최대 4인 이용 가능

031 770 8930

프로모션 | 아웃도어 바비큐

Promotion | Outdoor BBQ

Bloomvista Outdoor BBQ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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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날짜

시간

가격

장소

강사

문의

날짜

시간

가격

장소

강사

문의

2021년 7월 14일 (수)

14:00 - 15:00

회원 130,000원

비회원 150,000원 (재료비 포함)

키즈클럽 액티비티룸 (클럽동 5F)

김한나 대표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2021년 7월 15일 (목)

14:00 - 16:00

회원 70,000원

비회원 80,000원 (재료비 포함)

키즈클럽 액티비티룸 (클럽동 5F)

위민지 대표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7월 가드닝 클래스는 모던분재와 이끼볼 만드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식물, 돌, 이끼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감각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는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7월부터 ‘스테이라탄’과 함께 라탄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첫 

수업은 라탄 채반 만들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직접 만든 채반으로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세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인기 클래스인 유화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을 칠하며 나만의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기간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7월 5일 (월) - 7월 26일 (월) *매주 월요일 

10:00 – 13:00, 14:00 - 17:00

최희수

회원 4회 400,000원

비회원 4회 440,000원 (재료비 포함)

키즈클럽 액티비티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보타닉에이치’와 함께하는 가드닝 클래스 : 모던분재

Gardening Class with Botanic H  

‘스테이라탄’과 함께하는 라탄 클래스 : 채반

Rattan Class with Stay Rattan 

‘라일라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유화 클래스

Oil Painting Class with Lylastudio 



7

PEOPLE

라탄클래스 - 스테이라탄 인터뷰

Rattan Class – Stay Rattan Interview

무더운 여름,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라탄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클래스 진행에 앞서 '스테이라탄'의 위민지 대표를 만나 라탄 공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테이라탄’ 이름이 참 따뜻합니다. 스테이라탄이라고 이름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테이라탄(Stay Rattan)’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라탄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제 모습이 좋아서 <라탄에서 

머무르고 있는 저의 이야기> 라는 뜻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라탄은 서울 마포구 이대역 사거리에 

위치한 라탄 공방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공방이지만 문을 열면 전면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푸르른 은행나무와 

라탄이 함께 공존하며 도시 안에서도 자연의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테이라탄을 찾았던 손님 중, 아니면 수강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프로포즈 이벤트용으로 반지 케이스와 선물을 담을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 클래스를 등록하신 남자 

수강생님이 계십니다. 여자친구분이 라탄 공예를 좋아하여,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 중이신데요, 직장인이라 

퇴근하고 매주 공방에 오셔서 배우기 쉽지 않으실 텐데도 주 1회씩 꼬박꼬박 나오셔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가세요. 프로포즈 잘 끝나고 나면 여자친구분이랑 함께 바구니 만들러 온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방 운영하시면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라탄 공예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공예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라탄 공예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스테이라탄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라탄 공예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드리는 것은 

물론, 본인이 목표했던 소품을 직접 완성해내는 기쁨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와 성취감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지치고 쉼이 필요할 때, 무언가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스테이라탄은 언제나 편하게 찾는 곳,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라탄 공예가 요즘 뜨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라탄 공예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라탄 공예는 별다른 준비물 없이 나무와 물만 있어도 예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제가 

만든 라탄 소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하였을 때 참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등나무라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하는 공예라는 점 외에도, 다양한 결과물과 무한한 활용성 또한 라탄 공예가 가지고 있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탄은 특유의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요, 여름철 만들기 좋은 라탄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철에 만들 수 있는 라탄 소재 아이템은 참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라탄 가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휴양지나 피서지에서나 많이 볼 수 있었던 라탄 가방이었지만, 요즘에는 휴가지뿐만 아니라 간단히 피크닉을 

갈 때나 일상에서도 고루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의 라탄 가방 클래스가 실제로 인기도 많고 수요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나무를 만지는 라탄 디자이너 스테이라탄의 위민지라고 

합니다. 직장 다닐 때 취미생활로 하던 라탄 공예가 어느덧 제 일상이 

되었고, 라탄을 통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비우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만든 <스테이라탄>이라는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라탄을 엮으며 그 안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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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커스 그랜드 오프닝

GRAND
OPENING

JULY 5. 2021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Banyan Tree Club & Spa Seoul)이 명동에 위치한 

은행연합회 건물 내 레스토랑 및 카페, 연회장을 2021년 7월 5일(월)부터 리뉴얼 오픈 운영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은행연합회 16F

BankersClub-Mgr@banyantree.com  | 02 3705 5111

Bankers Club by Banya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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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 뱅커스 클럽 F&B 팀장 인터뷰

F&B Director Helen Paek Interview

남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도심 속 미식 여행,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F&B를 책임지고 있으며 

7월부터 새롭게 뱅커스 클럽을 맡게 된 백화연 팀장을 만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당하고 계신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팀장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아침 일찍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이른 오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상쾌한 음악과 함께 그 날의 업무를 

기록하며 오늘 하루도 잘 해내겠다는 마음을 다집니다. 호텔의 식음 서비스는 조리팀부터 서비스팀, 그리고 

식음을 구상하고 알리는 마케팅팀까지 모두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조율과 소통으로 하루를 채우고, 그 결과물이 짜릿한 미각과 편안함 느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저와 많은 

직원들이 함께 서로 의지하며 버라이어티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도 음악과 함께 합니다. 

거의 일로 시작하여 일로 마감하는 씩씩한 하루이지만 힐링을 위한 ‘쉼’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보람 있었던 업무는 무엇인가요?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고객에게 안전한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변경되는 방역 수칙을 

체크하며 그에 따라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팀원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고객 

만족이라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얀트리 서울 / 뱅커스 클럽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객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시간과 여유를 되찾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직원들과 

반얀트리 서울 / 뱅커스 클럽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극복 방법도 궁금합니다.

호텔리어는 감정 노동자에 속하죠. 사람마다 만족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족시킬수 있을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쉬운 극복 방법은 ‘역지사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고객의 입장이 되어 필요를 최대한 헤아리려 합니다.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반얀트리에서 뱅커스 클럽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뱅커스 

클럽은 어떤 곳인가요?

뱅커스 클럽은 서울의 중심인 명동의 전국 은행 연합 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금융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과 휴식에 필요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서울 중심가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뷰를 가진 16층의 ‘뱅커스 클럽 바이 반얀트리’ 레스토랑과 1층의 ‘카페 앤 

바이 반얀트리’라는 영업장이 7월 5일 (월) 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치 :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 연합회 | 문의 : 02 3705 5111

새로운 시작이 기대가 됩니다. 뱅커스 클럽 오픈을 앞둔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러 직원들의 땀방울과 의지로 진행하는 반얀트리 서울의 외부 사업 1호이기에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얀트리의 트렌디함과 고품격 서비스를 호텔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선보이는 것 자체로 큰 경험이 

될 것이며, 지금 이 시작이 또 다른 곳의 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에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객실팀으로 입사하여 

현재는 F&B 팀장을 맡고 있는 백화연입니다. 오는 7월 5일 (월) 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뱅커스 클럽의 F&B도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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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7월 특별전_아트 바캉스 

Exhibition_Art Vacance

전시 기간

장소

문의

2021년 7월 7일 (수) – 8월 2일 (월)

클럽동 로비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갤러리 플래닛 02 540 4853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7월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아트 바캉스>라는 타이틀로 경쾌한 분위기의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과 미술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에디션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를 

진행합니다. 판화를 포함해 사진이나 조각, 영상매체에 이르기까지 작가나 미술시장이 정한 원칙에 따라 

한정된 수만큼 작품을 만드는 것을 현대미술은 ‘에디션 미술(Edition Art)’이라고 구분합니다. 최근에는 

소장 가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가들의 깊이 있는 작품세계를 담고 있으면서도, 

이를 복수의 에디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공유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진 등과 함께 

미술시장의 주류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 팝아트 대가들과 작가들의 고유한 작품 

형식과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오가는 ‘대중성’을 함께 지닌 밝고 

경쾌한 즐거움을 주는 전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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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 GALLERY

반얀트리 갤러리 인숍 - 그란

Banyan Tree Gallery Inshop - THE GRANN

프리미엄 호텔 타월, 그란 - 독일의 유서 깊은 호텔 타월 제조사에서 제작한 프리미엄 타월과 로브를 

갤러리 인숍에서 만나 보세요. 순수 면 100%, 형광 증백제 FREE, 코마사 630GSM의 고밀도로 완성된 

그란 타월은 물기를 빠르게 흡수하고 일반 수건 사이즈보다 넉넉하여 사용감이 편리합니다. 베스트셀러 

호텔 타월과 샤워 후 걸치는 목욕 가운, 세탁 가능한 배스 매트까지. 7월 한 달간 반얀트리 회원을 위해 

준비한 특별 프로모션과 기프트 세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기간

시간

장소

문의

2021년 7월 1일 (목) - 7월 31일 (토)

10:00 - 20:00

갤러리 인숍 (클럽동 로비층)

02 6356 1223 / grann.kr / 

인스타그램 @grann_korea

                  02 2250 8113

| 갤러리 인숍 한정 특별 혜택 | - 7월 생일 고객 50% 할인 혜택 적용

- 15만원 이상 구매 시 배스 타월 1장 증정

- 커플 로브 구매 시 키즈 로브 증정

- 기프트 세트 22% 특별 할인, 답례품 대량 구매 시 추가 할인 적용

반얀트리 스파 - 네츄라비세 ‘다이아몬드 코쿤 컬렉션’ 페이셜 트리트먼트 

Banyan Tree Spa - Natura Bisse ‘Diamond Cocoon’ Facial Treatment

반얀트리 스파는 스페인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네츄라비세(Natura Bisse)의 ‘다이아몬드 코쿤 컬렉션’ 

페이셜 트리트먼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다이아몬드 코쿤 컬렉션’은 미세먼지나 오존, 담배 연기, 블루 

라이트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해 물질과 생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라인으로 

피부에 남아 있는 독성 물질과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고 건강한 피부 장벽 생성에 필요한 필수 

미생물을 유지시켜 줍니다. 높은 자외선 지수로 세심하고 꼼꼼한 피부 관리가 필요한 여름철, 피부 

보호와 손상된 피부 재생, 그리고 유해 물질 디톡스까지 모든 관리가 가능한 ‘다이아몬드 코쿤 컬렉션’을 

반얀트리 스파에서 경험해 보세요.  

기간

시간

프로그램

혜택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7월 중 별도 공지

11:00 - 21:00

60분 페이셜 트리트먼트

반얀트리 회원 상시 10% 할인

198,000원 / 정가 220,000원

반얀트리 스파

02 2250 8115, 8116

갤러리 인숍 입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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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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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트레드밀 블루투스 사용법>

1. 블루투스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헤드셋 아이콘을 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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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결된 장치에 이어폰 모델명이 생성되면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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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시간

강사

장소

가격

문의

상시

6:00 - 22:00

반얀트리 트레이너

피트니스 1F

무료

02 2250 8118, 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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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이용 안내

Notice for Using Sauna

RECREATION

1. 사우나 운영 시간은 6:00 - 22:00입니다. (22:00 이후 탕 내, 외부 전체 소등)

2. 샤워 후 입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 여러분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탕 안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사우나 내에서 유리 제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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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2 2250 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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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자연의 느낌이 가득 담긴 나무조각들을 이용하여 

숲 속 동물 친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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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흙으로 집 모양을 만들고 나뭇가지와 돌로 

지붕과 창문을 꾸며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별도 공지

14:30 – 15:20

27,500원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나뭇가지를 노끈으로 엮어 액자를 만들고 사진이나 

나뭇잎을 넣어 흔들흔들 모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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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모양의 나뭇가지에 알록달록 털실 옷을 입혀 

나뭇가지 가족 인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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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물 미술 놀이_동물 친구들

Nature Craft_Animal Friends

자연물 미술 놀이_액자 모빌

Nature Craft_Photo Mobile

자연물 미술 놀이_통나무집

Nature Craft_Log Cabin 

자연물 미술 놀이_인형

Nature Craft_Pup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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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영양이 풍부한 아보카도가 들어가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른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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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대신 계란 지단을 넣어 영양만점 저탄고지 

식단 키토 김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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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깻잎, 소고기를 겹겹이 쌓고 각종 채소를 

넣어 맛있는 밀푀유 전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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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새우, 햄과 밥을 볶고 치즈를 듬뿍 올려 

노릇노릇 맛있는 치킨 도리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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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 에그 샌드위치

Avocado Egg Sandwich 

밀푀유 전골

Millefeuille

키토 김밥

Keto Gimbap 

치킨도리아

Chicken D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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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남산의 바람이 불어오는 문 바의 야외 테라스에서 프라이빗 

바비큐 디너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그릴 위에 바비큐를 직접 구우며 

가까운 이들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즐겨보세요. 

한가로운 주말 느지막이 일어나 다채로운 브런치 뷔페를 즐겨보세요. 

메인 요리로는 감칠맛 나는 크랩 요리를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6월 5일 (토) - 8월 1일 (일) *토, 일 운영

12:00 - 14:30 

샐러드와 디저트 섹션, 라이브 섹션

(아보카도와 매콤한 오징어, 훈제연어와 케이퍼, 치즈 치킨 와플, 디저트 등)

크랩과 전복 플래터 (칠리 크랩 or 갈릭 크랩 or 블랙 페퍼 크랩 중 선택) 

오늘의 수프, 물회 카펠레니, 커피 또는 차

성인 1인 125,000원, 어린이 1인 70,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서머 브런치 스페셜

Summer Brunch Special

프라이빗 바비큐 디너

Private BBQ Dinner

자쿠지와 데이베드가 있는 문 바의 야외 테라스에서 도심의 

야경을 배경으로 프라이빗한 파티를 계획해보세요.  

쁘띠 이비자

Petit Ibiza

기간

시간

포함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4월 12일 (월) - 10월 31일 (일)

17:00 - 22:00 *3일 전 예약 필수

BBQ 플래터 (쇠고기 채끝등심, 양갈비, 대하, 닭고기, 소시지 등)

샐러드와 디저트, 맥주 8병, 에비앙 2병

*맥주를 샴페인으로 변경 시 140,000원 추가 

*맥주를 위스키로 변경 시 250,000원 추가 

4인 440,000원 

문 바 20F 야외 테라스 

02 2250 8000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1년 6월 1일 (화) - 9월 30일 (목)

17:00 - 22:00 (이용시간 최대 4시간) *3일 전 예약 필수

샴페인 세트 450,000원 (4인)

(푸드 플래터와 디저트, 드라피에 까르뜨 도르 브뤼 1병, 웰컴 드링크)

위스키 세트 550,000원 (4인)

(푸드 플래터와 디저트, 글렌킨치 12년 1병, 웰컴 드링크)

*회원 10% 할인 혜택 제공

문 바 20F 야외 테라스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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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입맛을 돋워줄 여름 별미 국수 4종을 

준비했습니다.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는 ‘팔도미식’으로 미식 유람을 

떠나보세요. 전라도 편에서는 은은한 향취와 아삭한 식감의 죽순 

솥밥, 두툼한 새우 떡갈비, 구수한 배추 우거지 된장국 등 향토 

반상을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1년 7월 1일 (목) - 8월 31일 (화) 

11:30 - 22:00 

동치미 막국수, 비빔 막국수, 김치말이국수, 

성게 들기름 막국수

*곁들임 찬으로 돼지수육이 제공됩니다. 

(단, 성게 들기름 막국수 제외)

28,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2021년 7월 1일 (목) - 8월 31일 (화) 

*최소 3일 전 예약 필수

11:30 - 22:00 

토종닭 전복 삼계탕, 토종닭 능이 삼계 온반

48,000원 

*테이크아웃 시 5,000원 추가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2021년 7월 1일 (목) - 7월 31일 (토) 

11:30 - 17:00

팔도미식 30,000원

(죽순 솥밥, 새우 떡갈비, 배추 우거지 된장국)

홍길동 생막걸리 18,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팔도미식 - 전라도 편 

Taste the Province – Jeolla-do

클럽 스페셜 - 여름 별미 

Club Special

토종닭을 이용한 보양식과 함께 여름철 지친 기력을 회복해보시기 

바랍니다. 셰프가 준비한 삼계탕을 테이크아웃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름 보양식 스페셜 

Samgyetang Special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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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전망이 펼쳐지고 남산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페스타 

루프탑 바에서 여름밤의 낭만에 취해보세요. 로제 와인 1병과 

브루스케타가 함께 제공되는 로즈맨틱 서머 세트와 샴페인, 진토닉, 

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기는 버블 딜라이트를 비롯해 칵테일, 와인 

등을 다채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민구 셰프가 엄선하여 구성한 페스타 초이스 런치 & 테이스팅 

디너로 페스타 바이 민구의 대표적인 메뉴들을 한 자리에서 

다채롭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시간

혜택

장소

문의

기간
시간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6월 15일 (화) - 9월 30일 (목) 

*매주 일, 월 휴무 

18:00 - 22:00

회원 15% 할인 제공 (프로모션 메뉴 제외)

페스타 3F 루프탑 바

02 2250 8170

2021년 6월 25일 (금) - 상시
9:00 - 21:00  
반얀트리 커피 20회 이용권 120,000원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에 한함)

*유효기간 2개월 / 최대 1일 2회 본인 사용, 타인 양도 금지  

*한정수량 100개 소진 시까지

반얀트리 원두 1kg 정기 배송 서비스 69,000원
*4회 이상 주문 시 10% 할인 제공

델리 앤
02 2250 8171

2021년 7월 5일 (월) - 상시

런치 12:00 - 15:00

디너 18:00 - 22:00  

서머 스페셜 코스

런치 1인 70,000원 

디너 1인 130,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페스타 초이스 런치 & 테이스팅 디너

Festa Choice Lunch & Tasting Dinner

페스타 루프탑 바 안내

Festa Rooftop Bar

델리 앤에서 선보이는 합리적인 구성의 커피 이용권 및 원두 배송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반얀트리 커피 구독 서비스

Coffee Subscription Service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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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가 구워주는 바비큐와 풍성한 만찬을 즐기며 오아시스 수영장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해보세요.

오아시스 풀사이드 바비큐 뷔페

Oasis Poolside BBQ Buffet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6월 26일 (토) - 8월 29일 (일) *상시

18:00 - 21:00 

바비큐 뷔페 스테이션

(LA갈비, 양갈비, 닭고기, 대하, 바닷가재 등)

샐러드, 피자, 볶음밥, 치킨윙 등

디저트 및 커피 또는 차

*성인 대상 무제한 생맥주 제공

성인 1인 129,000원 

어린이 1인 73,000원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 

02 2250 8000

오아시스 카바나에서 생일 파티, 브라이덜 샤워, 베이비 샤워까지 프라이빗하고 이색적인 하루를 

계획해보세요. 호텔 셰프가 준비한 음식과 함께 개별 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바나 셀러브레이션

Cabana Celebration

기간

시간

포함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5월 1일 (토) - 10월 운영 종료 시 

*최소 3일 전 예약 필수 

6월 26일 (토) - 8월 29일 (일)

주간 10:00 - 17:00, 야간 18:30 - 22:00

8월 30일 (월) - 10월 10일 (일)

주간 11:00 - 18:00

벌룬 데코레이션 (레터링 서비스 제공)

BBQ 플래터, 몽골리안 비프 피자 등

샴페인, 소프트 드링크, 생수

몽상클레르 케이크 *와인 1병 선물 증정

디럭스 | 주간 1,800,000원, 야간 1,600,000원

스위트 | 주간 2,500,000원, 야간 2,200,000원

그랜드 | 주간 3,000,000원, 야간 2,700,000원 

*4인 기준

*회원 10% 할인 혜택 제공

오아시스 

02 2250 8000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The new 911 S Cabriolet - 배기량 : 2981cc, 자동 8단, 도심연비 7.3km/l, 고속도로연비 9.8km/l, 복합연비 8.2 km/l, 복합 CO2 배출량 및 등급 210g/km, 5 등급 공차중량 1,61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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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스포츠카들의 비교 대상이 되곤 하지만
어떤 스포츠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존재감.
포르쉐 센터 용산에서 새로워진 911을 만나보세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존재감.
Timeless Machine.
The new Porsche 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