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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DINING OFFERS

MONTHLY CURATION

Club Monthly Closing Day

2022년 6월 7일 (화) |  June 7 (Tue) 2022

휴관 시설

피트니스, 사우나, 사우나 라운지, 골프레인지, 델리 앤, 멤버스 라운지, 클럽 컨시어지, 키즈클럽,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정상 운영 시설

실내 수영장, 스파 & 갤러리

Closing Facilities

Fitness Centre, Sauna, Sauna Lounge, Golf Range, Deli &, Member's Lounge, Club Concierge,

Kids Club, Club Member’s Restaurant 

Operating Facilities

Indoor Swimming Pool, Spa & Gallery

2022년 6월 12일 (일), 26일 (일)  | June 12 (Sun), 26 (Sun) 2022

만 10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 동반 하에 입장이 가능하며,

24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성별에 맞는 사우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Children aged 10 and under may enter with parental supervision and those who are older than 24 months

are required to use the Sauna proper for their gender.

골프레인지 운영 시간   6:00 – 22:00 (직원 상주 시간 07:00 – 21:00)

Sauna Family Day

Golf Range Operating Hour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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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HOTEL

2022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객실 바우처와 레스토랑 바우처

를 모두 전자바우처로 제공해 드립니다. 

※ 레스토랑 바우처는 테이블당 최대 3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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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 회원 바우처 발급 안내

Notice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열두 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개관 12주년을 맞아 회원 여러분께 특별한 혜택을 선사합니다.

혜택 제공일 2022년 6월 2일 (목)

※ 멤버스 라운지, 사우나 라운지, 몽상클레르, 델리 앤 제외

※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개관 12주년 기념 혜택

객실 30% 할인 *Best Available Rate 기준

다이닝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식사 20% 할인, 음료 및 주류 15% 할인

*패키지 및 프로모션 제외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문 바

페스타 바이 민구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

스파

반얀트리 회원 한정 35% 할인

* 전신 마사지, 스파 패키지, 반얀트리 헤드 스파에 한함

* 테일러드 포 유어 센스 / 반얀 데이 스파 패키지 제외, 페이셜 트리트먼트 제외

* 갤러리 혜택 제외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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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2년 6월 반얀트리 서울의 개관 12주년을 맞아,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초성 퀴즈의 정답을 회원 어플리케이션에 올려주세요.

이벤트 종료 후 정답을 모두 맞히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총 12분께 샴페인 1병을 드립니다.

*12주년 축하 메시지를 함께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벤트 기간   2022년 6월 1일 - 6월 30일

당첨자 발표   2022년 7월 5일

이벤트 참여 방법   회원 어플리케이션 > My Page > 하단 Voice of Members > 문의하기(회원 문의사항)

문의   컨시어지 02 2250 8077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2021년 7월 5일부터 은행연합회 내에 새롭게 운영한 곳은 어디인가요?

 

반얀트리 스파의 ‘하이 터치, 로우 테크’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보였던, 두피와 모발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와 목, 어깨, 림프 순환 마사지를 통해 모발의 건강을 찾아주는 스파는 무엇일까요?

호텔 1층에 위치한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평일 점심에 제철 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메뉴들로 제공되는 샐러드 바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Q1.

Q2.

Q3.

3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개관 12주년 기념 초성 퀴즈

<퀴즈 내용>

ㅂㅋㅅ  ㅋㄹ  ㅂㅇ  ㅂㅇㅌㄹ

ㅂㅇㅌㄹ  ㅎㄷㅅㅍ

ㅅㅈㅅ  ㅌㅇㅂ

NOTICE  HOTEL

* 힌트 : 회원 어플리케이션 > My Page > Members Benefits 참고

* 힌트 : 뉴스레터 11페이지 참고

* 힌트 : 회원 어플리케이션 > Offers > Dinin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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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CLASS

클래스 안내

‘박세원 강사’과 함께하는 성인 하프 클래스

1:1 하프 클래스에 참여할 성인 회원을 모집합니다.

하프에 대한 이해부터 아름다운 선율의 연주까지 개인별 

맞춤 레슨으로 배워보세요.

날짜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2022년 6월 2일 (목) – 6월 23일 (목)

*매주 목요일

11:00, 12:00, 13:00 (각 50분)

박세원 강사

회원 4회 440,000원 (하프 대여료 포함)

키즈클럽 블루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아티너스’와 함께하는 유화 클래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인기 클래스인 유화 클래스에 

함께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덧칠할수록 변해가는 색과 

질감으로 나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2022년 6월 13일 (월) - 6월 27일 (월)

*매주 월요일

10:00, 14:00 (각 3시간)

최민건 대표

회원 3회 300,000원 / 비회원 3회 330,000원

(재료비 포함)

키즈클럽 액티비티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날짜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Notice



6

수영장 이용 안내 사항

1.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은 기상 상태 및 대관 행사, 이벤트로 인해 입장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오아시스 입장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쾌적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선베드가 만석일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 이용 요금 및 아웃도어 키친 식음료비는 선결제입니다.

5.  어린이 요금 적용 나이는 25개월~만12세이며, 36개월 이하 유아동반 시 보호자(보모) 1인 유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6.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은 외부음식과 주류, 드론, 호루라기, 스피커(전자기기) 반입이 불가하며, 입장 시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음식 및 주류 보관 불가

7.  15cmx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래시가드 착용 후 이용 가능합니다.

8.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은 안전 상의 이유로 유모차의 반입  및 반려견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9.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은 금연 구역입니다.

10.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 메인(성인)풀에서는 튜브 이용이 불가합니다.

11.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 온수풀 가동 여부는 날씨 및 기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핫 서머 시즌 7월 2일(토) ~ 8월 27일(토) 기간 중 매주 토요일 & 8월 14일 (일) 야간 카바나는 별도 금액으로 운영됩니다.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 운영 안내>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 운영 안내>

구분
얼리 서머 시즌 핫 서머 시즌 레이트 서머 시즌

5/4 - 6/9 6/10 - 6/24 6/25 - 8/28 8/29 - 9/11 9/12 - 10/3

운영 시간

수영장
주간

11:00 – 19:00 10:00 – 19:00
10:00 – 21:00

*키즈풀 10:00 – 19:00
10:00 – 19:00 11:00 - 19:00

야간

카바나
주간 11:00 - 18:00 10:00 - 17:00 10:00 - 17:00 10:00 - 17:00 11:00 - 18:00

야간 미운영 18:30 - 22:00 18:30 - 22:00 18:30 - 22:00 미운영

입장 규정 회원, 투숙객 및 카바나 이용객

입장 요금

주중
성인 90,000원

어린이 72,000원

성인 100,000원

어린이 80,000원

성인 90,000원

어린이 72,000원

주말 및 

공휴일

성인 135,000원

어린이 108,000원

성인 150,000원

어린이 120,000원

성인 135,000원

어린이 108,000원

구분 얼리 서머 시즌 핫 서머 시즌 레이트 서머 시즌

단품

기간 5/4 - 6/9 6/10 - 6/24 6/25 - 7/14 7/15 - 8/28 8/29 - 10/3

시간 11:00 – 19:00
11:00 - 19:00 (월-목) 

11:00 - 17:00 (금-일)

11:00 - 19:00 (월-목) 

11:00 - 17:00 (금-일)
11:00 – 17:00 11:00 – 19:00

BBQ 뷔페

기간 5/5
6/10-12, 6/17-19, 6/24 

(금-일)

6/25-26, 7/1-3, 7/8-10 

(금-일)
매일

미운영시간 12:00 – 15:00 18:00 – 21:00 18:00 – 21:00

요금
성인 140,000원, 어린이 80,000원

* 회원은 BBQ뷔페 금액에서 15% 할인이 적용 됩니다.

오아시스 운영 안내

Notice
NOTICE  HOTEL

※ 회원 게스트 입장 요금은 공시가에서 25%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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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나 이용 안내>

<회원 초청객 바우처 이용 안내>

구분
얼리 서머 시즌

평일

핫 서머 시즌

평일

레이트 서머 시즌

평일

초청 바우처
무료 초청 바우처 5매 

사용 가능

유료 초청 바우처 5매 

사용 가능

무료 초청 바우처 5매

사용 가능

1.  카바나 이용 시 오아시스 운영 시간 동안 메인풀, 키즈풀, 자쿠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선베드는 이용 불가)

2.  카바나는 기상 상태 및 대관 행사, 이벤트로 인해 운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카바나 대여 시 식음료 기본 세트가 제공 됩니다. - 샴페인, 과일플래터, 생수, 소프트 드링크, 간식

4.  야간 카바나는 일부 기간 (6/10~9/11)에 한해 운영됩니다. 단, 7/2~8/27 매주 토요일 및 8/14 에는 별도 운영

5.  카바나 이용 시 지정 인원 외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간 카바나: 시즌별 입장 요금과 동일 / 야간 카바나: 성인 79,000원, 어린이 59,000원)

 카바나 고객이 풀사이드 바비큐 뷔페 이용 시에는 할인 요금을 적용해 드립니다. (할인가: 성인 100,000원, 어린이 55,000원)

6. 핫 서머 시즌 주말 및 공휴일 카바나 예약은 이용일의 일주일전부터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카바나 예약은 상시 가능합니다.

7. 주간 카바나의 경우 이용 당일 오전 9시 기준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라 10mm의 우천 시 100% 환불 및 취소 가능합니다.

 야간 카바나의 경우 이용 당일 오후 4시 기준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라 10mm의 우천 시 100% 환불 및 취소 가능합니다.

8. 카바나 취소 규정 

 - 3일 전 : 취소 수수료 무료 / 2일~1일 전 : 카바나 가격의 50% / 당일 취소 : 카바나 가격의 100%

9.  카바나 예약 가능 시간 10:00 ~ 20:00

예약 및 문의  02 2250 8000 (10:00 – 20:00)

*주말 및 공휴일에는 회원 초청 쿠폰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인 초청 시 회원 1인당 1일 최대 2인(어린이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쿠폰 1매 당 1인 초청 가능)

구분 주간 카바나 야간 카바나

운영기간

얼리 서머
(5/4 - 6/24)
레이트 서머

(8/29 - 10/3)

핫 서머
(6/25 - 8/28)

얼리 서머
(6/10 - 6/24)
레이트 서머
(8/29 - 9/11)

핫 서머
(6/25 - 8/28)
*7/2 - 8/27 중

매주 토요일 미운영,
8/14 미운영

요금

4인 920,000 1,020,000 760,000 840,000

6인 1,090,000 1,210,000 930,000 1,030,000

8인 1,540,000 1,680,000 1,330,000 1,450,000

12인 2,060,000 2,220,000 1,800,000 1,940,000

회원가 * 회원가는 공시가에서 20% 할인이 적용 됩니다.

초과인원 시즌별 공시가 요금과 동일 성인 79,000원 / 어린이 59,000원

NOTIC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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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Exhibition

37(a Red Chair), oil on linen, 100x100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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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영 개인전>

2022년 6월, 푸르른 녹음이 짙어지고 선명해지는 여름을 맞이하여 반얀트리 클럽동에서는 아티스트 탐색 

프로젝트 두 번째로, 송은영(b.1970~)작가의 회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2022년 6월 8일(수)부터 7월 31일

(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사실주의적 표현을 기반으로 일상적 풍경의 질서를 재구성한 회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은영 작가의 작품은 선명하고 명쾌한 색감으로 시선을 이끌며 언뜻 보기에는 어디서든 접할 법한 

실내풍경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익숙한 풍경에서 어색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는 이러한 작품의 일루션과 그 속의 사물들 그리고 관람객의 인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 익숙한 풍경에서 느껴진 어색함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원근법을 뒤틀며 서로의 

외곽선을 ‘침범’하면서 나타납니다. 송은영 작가는 이에 대해 “존재의 무게를 갖지 않는 환영이라는 숨겨진 

아이러니를 표현하기위한 의도”였다고 작가노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가는 원근법이라는 

기존의 관습과 전통 그리고 권위를 흔들며 일상적 공간을 재배치하여,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캔버스에 

조화롭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작가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물과 풍경 

사이에서 관람객이 자신의 개인적 기억과 인식을 통해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본 

전시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스쳐 지나갔던 일상을 작품을 통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연하게 마주친 실제와 환영 사이에서 잠시 일상의 지각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 전시 기간 |   2022년 6월 8일 - 7월 31일

| 장소 |       클럽동 로비

| 문의 |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갤러리 플래닛 02 540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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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원분들께 작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미술활동을 하는 화가 

송은영 입니다. 주로 평면과 복합매체로 작업하다 

최근 15년 전부터 회화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37(a Red Chair)> 는 수직선이 많은 복도 풍경을 

그렸습니다. 우주가 장막 모양으로 여러 겹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있는데요, 우주와 같은 한 겹의 

공간이 하나의 수직선에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그렸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우주공간을 보여주는 

수직선들의 풍경입니다. 여기에 식물이나 의자와 같은 

사물들을 섬유처럼 수직선들 사이에 엮었습니다. 이 

작품과 함께했던 시간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작가님만의 작품 표현 방식에 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특징을 넣게 되신 이유는 무엇 

인가요?

이미지에서 보이는 주종관계, 즉 앞과 뒤, 안과 밖 

등의 관계를 다르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걸 

‘침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설명은 되는 단어라고 생각합 

니다. 즉, 뒤에 안 보이는 공간이나 사물이 앞에 있는 

사물의 모양을 단절하고 ‘침범’하듯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림의 모든 요소가 골고루 조금씩 자신을 양보하면서, 

서로를 알맞게 드러내는 ‘균형 있는’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지만 새로운 화면 구성으로 관객에게 낯선 회화적 

체험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 색은 작업하는 동안 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반영하는 레이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색(들)의 뉘앙스를 찾는데 세심하게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그리고 사물의 경계도 부드럽게 처리하여 온화한 느낌을 

더합니다. 이것은 [침범하는] 연작의 ‘비현실적 어긋남’을 강조하면서도 사물이나 공간의 갑작스러운 단절과 그 날카로움을 감하기 

위함입니다. 이 작업은 서로 반의적인 요소들이 규정되지 않고 사실이면서 동시에 비현실이고, 공간적이면서 평면적이며, 뒤(밖)

에 있으면서 앞(안)에 있고, 명확하면서 모호하고, 전체적이면서 부분적이고, 단순하면서 이중적이고,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비 

확정적인 풍경(Uncertain Landscape)’을 보여 줍니다.

 

앞으로의 작업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작업의 방향을 마음먹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음먹는다고 그림이 말을 듣지는 않으니까요. 항상 현재를 반영합니다. 저의 상태, 

주변 상황, 시간, 체력 등이 조합된 작품이지요. 기계적 매체는 미리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회화는 화폭을 앞에 두고 

모험을 감행하거나 타협 또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재료에 대한 테크닉에 관한 게 아니라면, 그림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즉 계속 

저의 레이다를 켜고 작업을 이어가는 게 저의 작업 방향이고, 태도입니다.

Interview

송은영 작가 인터뷰

무더운 여름, 6월과 7월 두달동안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클럽동에서 송은영 작가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송은영 작가를 만나 캔버스에 그려낸 그녀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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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갤러리 인숍 - 갤러리 지반

Gallery Inshop

Only One for Only One

명품 주얼리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오뜨 꾸뛰르 파인 주얼리의 상징이 된 Gallery G.Van이 반얀트리에 다시 찾아 왔습니다.

반얀트리 회원을 위해 엄선한 예술적 감성의 마스터피스 컬렉션을 갤러리 인숍에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시간

장소

문의

특별혜택

2022년 6 월 1일 (수) - 6월 30일 (목)

10:00 - 20:00

갤러리 인숍 (클럽동 로비층)

010 7398 3738 / www.gallerygvan.com

•갤러리 지반 압구정점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1층), 02 3438 6035

•갤러리 지반 역삼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08 2층), 02 555 7557

- 제품 구매 시 사은품 증정  * 한정 수량

- 주얼리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 상담 후 비용 발생 가능

- 무료 세척, 광, 도금 서비스

SPA & GALLERY

기간

시간

프로그램

가격

장소

문의

상시

11:00 - 21:00

90분 트리트먼트 

* 두피·모발 진단 및 모발 건조 시간 포함 총 120분

- 민감 두피 진정 / 탈모 재생 by 레오놀그렐

- 영양 공급 / 볼륨 강화 by 헤어 리추얼 바이 시슬리

* 동 시간대 1인 프라이빗 케어를 제공합니다.

320,000원  * 반얀트리 회원 20% 할인 

반얀트리 스파

02 2250 8115, 8116

반얀트리 스파의 노하우를 담은 맞춤형 두피·헤어 케어

지친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휴식의 시간

전문적인 두피와 모발 케어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진정한 힐링을 선사하는 ‘반얀트리 헤드 스파’를 경험해 보세요. 반얀트리 

헤드 스파는 진단을 통한 맞춤형 헤어 케어를 제공하며 숙련된 테라피스트의 정교한 마사지 테크닉을 집약한 두피, 목, 어깨, 림프 순환 

마사지로 두피와 모발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반얀트리 헤드 스파로 지친 몸과 마음이 쉬는 궁극의 휴식을 누려보세요.

반얀트리 헤드 스파

 Spa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영원한 아름다움의 상징, 다이아몬드. 

보석들 속 숨겨진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으신 분께 2부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드립니다. 

*갤러리 지반 고객카드 작성 시 참여 가능 (1일 1회 참여 가능)

*다이아몬드 세팅 희망 시, 추가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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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피트니스 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롱보드 클래스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1세대 롱보더, 前 국가대표 선수 출신 선생님과 함께 남녀노소, 수준에 상관 없이 개인별 맞춤 레슨으로

롱보드를 즐겨보세요.

1. 공용물품 미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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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니스에서는 공용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이어폰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트니스 이용 안내

반얀트리 롱보드 클럽

RECREATION

인원

대상

가격

장소

문의

1:1, 최대 3:1 

6세 이상 반얀트리 회원 및 비회원

회원 132,000원 / 비회원 142,000원 (1회)

*8회 등록 시 할인 적용

*장비 렌탈 별도 

아웃도어 코트

02 2250 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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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사우나 클린 캠페인

타 회원분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사우나 내 

핸드폰 사용 금지

실내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사우나 내 염색, 팩, 유리제품

사용 금지

공용물품(운동복, 양말 등)은 

클럽 내에서만 사용

공용공간에서의 자리선점 금지

(탕 내, 파우더룸)

2022 사우나 초대권 할인 프로모션

가족과 친구, 가까운 지인과 함께 반얀트리 사우나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진정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사우나 초대권 12회 패키지 구매 시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반얀트리 사우나 초대권으로 소중한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RECREATION

기간

대상

유효기간

할인혜택

문의

상시 

반얀트리 서울 회원 

구매일로부터 1년 

12회 PKG결제 시 550,000원 (정상가 12회 660,000원 / 1회 55,000원) 

*피트니스 함께 이용 희망 시 220,000원 추가 요금 부과 

02 2250 8118, 8120



무더운 여름, 남산에서 즐기는 야외 농구!

국내 최고의 야외코트와 코치진이 실력과 재미를 한번에 잡아드립니다.

원하는 시간대 개별 협의

이승준 / 이동준 / 정지민 코치와의 1:1 레슨

02 2250 8120

시간

구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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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여러가지 재료로 내 취향껏 만들 수 있어 

취미활동으로 인기 만점인 왁스타블렛을 만들어 

소중한 사람에게 향기로운 선물을 해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6월 4일(토)

14:30 – 15:20

33,000원

8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1                향기 테라피_왁스타블렛

스트링 아트 기법을 사용하여 화병을 만들고 시들지 

않는 방향제 꽃으로 장식하여 집에서도 봄 향기를 

즐겨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6월 25일(토)

14:30 – 15:20

33,000원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말랑말랑 젤 캔들을 이용하여 푸른 바다를 품은 

바다 캔들을 만들고 마음이 편해지는 향기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6월 11일(토)

14:30 – 15:20

33,000원

8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레진아트와 석고방향제를 콜라보 하여 개성 있는 나만의 

방향제를 만들어보세요. 일반적이지 않아 더욱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6월 18일(토)

14:30 – 15:20

33,000원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상기 이미지는 실제 작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향기 테라피_페이퍼 방향제3                향기 테라피_석고방향제

2                향기 테라피_젤 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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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일상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던 풍경을 카메라 렌즈 속에 담아보고 직접 촬영한 사진을 출력하여 꾸미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감수성을 높여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매주 일요일

14:30 – 16:00

66,000원

5세 ~ 10세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1                 Fun Fun! 캐논 어린이 사진 교실

2022 반얀트리 어린이날 ‘Aqua Challenge’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오아시스 키즈풀에서 ‘Aqua Challenge’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염된 바다로부터 동물 친구들을 구해주고, 용감한 바다 지킴이가 되어 바다 거북이 펠리(Felly)로부터 선물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닷속 동물 친구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씩 실천해가겠다고 다짐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식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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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2년 6월 4일 (토) - 8월 28일 (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12:00 - 14:30

샐러드와 디저트 섹션

부추 & 단호박 뇨끼, 시금치 & 명란 아란치니, LA 갈비, 

레몬크림 카놀리, 오렌지 파운드 케이크 등

라이브 섹션

치킨 크로플, 에그 베네딕트 & 과카몰리 등

메인 메뉴

크랩과 전복 (칠리, 갈릭, 블랙 페퍼 중 택 1), 오징어 카펠리니

스파클링 와인 1잔, 커피 또는 차

성인 129,000원 / 어린이 79,000원 

*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Dining Offers

1 서머 브런치 스페셜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서머 브런치 스페셜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맞이해보세요. 풍성하게 차려지는 브런치 뷔페 메뉴와 

함께 입맛을 돋워줄 크랩 요리를 준비해드립니다.

햇살 좋은 여름날에 즐기기 좋은 프로모션을 소개합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입맛을 돋워줄 다채로운 메뉴들을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맛보며 6월의 싱그러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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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프터눈 티 세트 ‘서머 에디션’

3 달달한 밤

4 쁘띠 이비자

2022년 6월 1일 (수) - 9월 30일 (금) * 3일 전 예약 필수

18:00 - 24:00  * 최대 4시간 이용 가능

샴페인 세트 (4인)  450,000원

Moet Chandon Ice Imperial NV, 푸드 플래터

위스키 세트 (4인)  600,000원

Glenfiddich 12Y, 푸드 플래터

* 푸드 플래터: 웰컴 드링크, 부라타 치즈 & 프로슈토, 

마르게리타 피자, 쇠고기 채끝등심 & 대하, 헤이즐넛 

다쿠아즈 & 과일 등

* 회원 10% 할인 혜택 제공  

문 바 20F 야외 테라스

02 2250 8000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2년 6월 1일 (수) - 8월 31일 (수)

15:00 - 17:30

프룬 스콘, 하와이안 코코넛 케이크,

블루베리 판나코타, 패션프룻 케이크,

복숭아 크렘 브륄레, 리치 크림 케이크

가리비 & 아보카도, 모르타델라 & 터키 샌드위치

커피 또는 차 

2인 79,000원

*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상큼 달콤한 여름 과일을 활용한 서머 에디션 디저트와 함께 

향긋한 오후의 티타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짝이는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페어링 메뉴와 엄선한 

와인을 맛보며 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산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자쿠지와 선베드가 있는 문 

바의 야외 테라스에서 도심의 야경을 배경으로 프라이빗한 

파티를 계획해보세요.

2022년 6월 1일 (수) - 8월 31일 (수)

18:00 - 21:00

페어링 메뉴 

크리스피 새우 & 아보카도,

쇠고기 양지살 타르틴 & 부라타 치즈,

초콜릿 무스 토르테 & 타임 아이스크림

와인 1병 (스파클링, 레드, 화이트 중 선택)

2인 240,000원

문 바 21F

02 2250 8000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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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정 <서울> 편

6 샴페인 투 고

7 페스타 루프탑 바 오픈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기간

시간

구성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2년 6월 1일 (수) - 6월 30일 (목)

11:30 – 16:00

‘온정’ 향토 반상 32,000원

(서울 불고기 솥밥, 금중탕, 월과채)

인생 막걸리 19,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온기 가득한 솥밥과 함께 정성을 

담아 준비한 향토반상 ‘온정’을 선보입니다. 서울편에서는 

보양에 좋은 진한 금중탕과 궁중요리인 월과채 나물을 

준비해드립니다.

샴페인을 즐기기 좋은 여름을 맞아 청량감 가득한 샴페인과 

심플 스낵을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칠링백에 

담아 준비해드립니다.

탁 트인 남산의 전경이 펼쳐지고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페스타 루프탑 바가 소프트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찾아옵니다. 다채로운 주류 메뉴를 즐기며 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해보세요.

상시

09:00 - 21:00

Neuville, Cote Blanche NV 1병,

팡드쎌 2개, 체다 크레커, 마리네이티드 올리브,

미니 브리 치즈 2개, 오렌지 마멀레이드

칠링백, 플라스틱 샴페인 잔 2개 

150,000원

델리 앤

02 2250 8171

2022년 6월 11일 (토) - 9월 30일 (금) 

*매주 일, 월 휴무

화-목  18:00 - 24:00 

금-토  18:00 - 01:00 

와인, 위스키, 진, 맥주 등 다양한 주류 및

강민구 셰프의 터치가 더해진 단품 메뉴

*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페스타 3F 루프탑 바

02 2250 8170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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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풀사이드 바비큐 뷔페

10 풀사이드 버블 나잇

2022년 6월 13일 (월) – 7월 14일 (목) 

2022년 8월 29일 (월) – 9월 8일 (목)

*월 – 목 운영 

18:00 - 21:00

무제한 샴페인 Neuville, Cote Blanche

깔라마리 & 치킨 & 감자튀김, 페퍼로니 피자

1인 110,000원

*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

02 2250 8000

기간

시간

내용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내용

가격

장소

문의

이국적인 분위기의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에서 풀사이드 

바비큐 뷔페를 선보입니다. 남산에 물드는 저녁 노을과 

상쾌한 바람을 만끽하며 풍성한 바비큐 뷔페를 즐겨보세요.

남산의 상쾌한 전경이 펼쳐지는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에서 

샴페인을 무제한으로 즐기며 여름 밤의 열기를 식혀보세요. 

샴페인과 어우러지는 안주 플래터가 함께 준비됩니다.

2022년 6월 10일 (금) - 7월 10일 (일) *금, 토, 일 운영

2022년 7월 15일 (금) - 8월 28일 (일) *상시 운영

18:00 - 21:00

뷔페 섹션 

샐러드, 피자, 볶음밥, 파스타, 치킨 윙 등 핫 디쉬, 디저트류

라이브 섹션 

그릴에 구운 LA갈비, 살치살, 양갈비, 대하, 바닷가재, 닭고기 등

생맥주 무제한 (어린이: 에이드 1잔 제공)

성인 140,000원 / 어린이 80,000원

*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

02 2250 8000

DINING OFFERS

8 카바나 셀러브레이션

2022년 5월 4일 (수) – 10월 3일 (월) * 최소 4일 전 예약 필수 

주간 11:00 – 18:00 (5. 4 – 6. 9 / 9. 12 - 10. 3)

 10:00 – 17:00 (6. 10 – 9. 11)

야간  18:30 – 22:00 (6. 10 – 9. 11) *단, 7. 2 - 8. 27 매주 토 제외

벌룬 데코레이션

바비큐 플래터, 스테이크 자장면, 마르게리타 피자, 

치킨/감자튀김, 과일 플래터, 새우볶음밥 등 

몽상클레르 케이크, 샴페인, 소프트 드링크, 생수

4인 ㅣ 주간 1,800,000원, 야간 1,600,000원

8인 ㅣ 주간 2,500,000원, 야간 2,200,000원

12인 ㅣ 주간 3,000,000원, 야간 2,700,000원

* 회원 10% 할인 혜택 제공

오아시스 카바나

02 2250 8000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오아시스 카바나에서 생일 파티, 브라이덜 샤워, 베이비 샤워까지 

프라이빗하고 이색적인 하루를 계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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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 향수의 도시 서울
가장 세련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원료와 스토리를 가진 

니치 향수가 온다. 향수를 고르는 방식도 진화한다. 

MONTHLY  CURATION

DIPTYQUE 도 손 

EDT 리미티드 컬렉션 

100ml 19만9000원.

BDK 부케 드 옹그리 EDP 

100ml 26만9000원.

OBVIOUS 뮈스끄 EDP 

100ml 17만9000원.

 글  박경미 (<더네이버> 피처 에디터) 

매달 하이엔드 멤버십 매거진 <더네이버>와 제휴해 패션, 뷰티, 아트, 라이프스타일의  

주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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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CURATION

향수를 선택하는 경험까지 제공하다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다루는 만큼 편집숍의 제품 선정 기준과 큐레이션 방식에도 개성

이 담긴다. 먼저 리퀴드 퍼퓸바는 봉마르셰 백화점에 입점하는 브랜드인 만큼 최고의 제

품만 선보인다. 리퀴드 퍼퓸바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프랑스 최고의 향수 유통&수출 

전문가로 꼽히는 CEO 다비드 프로사르(David Frossard)의 감각적인 안목 아래 셀렉트

된다. 국내 매장에서는 이와 더불어 한국 소비자가 특히 선호하는 향조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 그중 소설책 표지를 연상시키는 패키지를 구현해 책을 고르듯 향수를 고를 수 있도

록 한 BDK 퍼퓸, ‘less is more’라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고

려한 에코 럭셔리를 표방하는 어비어스는 한국에서 크게 사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

퀴드 퍼퓸바 마케팅 선임 신민경은 BDK 퍼퓸의 ‘부케 드 옹그리’의 인기를 예견한다. 파리 

팔레 루아얄 중정에 퍼진 봄의 향으로, 섬세하고 감각적인 플로럴 향취가 지금 계절과도 

어울리기에 입문자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 리퀴드 퍼퓸바의 가장 큰 특징은 ‘바

(bar)’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바에 앉아 특별한 카운슬러 바 맨(bar man)과의 대화를 통

해 내가 원하는 향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매장에 머물며 향의 원료와 그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고 시향을 통해 내게 맞는 향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파리와 동일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향 자격증을 취득한 바 맨이 카운슬링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리퀴드 퍼퓸바에서 자체 개발한 AI 카운슬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향을 세밀하게 고를 수도 

있다. 매장도 우아하고 낭만적인 프렌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진다.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감각의 정원’을 콘셉트로 마치 파리의 

한적한 정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것. 홍보담당자가 귀띔하기를 거대 수조까지 

설치된다고 하니 그 모습이 매우 기대된다. 조보이는 튈르리 정원 근처에 위치한 니치 향

수 편집숍이다. 창립자이자 아티스틱 디렉터인 프랑수아 헤닌(Fran ois H nin)은 1920

년대 예술가들이 활기 찼던 호화롭고 화려한 시대에 등장했지만 오랜 시간 잊힌 파리지

앵 퍼퓨머리 하우스 조보이를 되살리고자 2010년 새롭게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는 엄격

한 기준으로 제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유명해 오직 독창적인 향, 강렬한 메시지, 장인정신

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브랜드만이 조보이에 입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훌륭한 퍼퓸

에는 큰 보틀이 필요하지 않다’는 모토로 원액에 가까운 부향률인 엑스트레 등급의 머스

크 베이스 향을 선보이는 제로보암, 독창적인 스타일로 1930년대 사랑받은 디자이너가 

그의 이름을 따 론칭한 쟈끄파뜨가 있다. 당연히 프랑수아 헤닌의 철학이 담긴 조보이 퍼

퓸도 선보인다. 제품은 조보이 파리에서 인기 있었던 베스트 셀렉션과 함께 니치 향수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부터 마니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비기너, 인터미디어트, 엑스퍼트

로 구분해 꾸려진다.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조보이 퍼퓸 큐레이터가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나에게 꼭 맞는 향을 찾아주는 퍼퓸 저니 서비스까지 준비 중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전처럼 쉽게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도록 매장은 파리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 꾸밀 예정이며, 세련된 취향의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많은 캠페인과 이벤트도 준비된다. 이런 흐름이면 몇 년 뒤, 향수를 대하는 한국 소비자들

의 취향은 점점 세분화되고,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니치 향수도 더 풍성해질 것이다. 뷰티 

에디터이기 전, 향수 마니아로서 이와 같은 향기로운 경쟁을 환영한다. 

니치 향수의 성지로 떠오른 이유
지난 3월, 가로수길에 니치 향수 브랜드 딥티크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

었다. 260평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부티크는 탐미

주의적인 소품으로 가득 차 있다. 4m 높이의 오스만 양식으로 제작된 정문

을 열고 들어가면 마치 파리의 아파트로 순간 이동한 듯 현지에서 공수한 아

름다운 예술품으로 채워진 내부가 나타난다. 멋들어진 석조 벽난로가 위치

한 거실, 18세기 저택 스타일로 꾸민 주방 등 테마에 맞춰 구분된 공간은 이곳

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너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전파하는 장

소임을 알 수 있다. 마침 두 개의 니치 향수 편집숍도 연이어 서울에 오픈한다. 

파리 오트 마레 지구에 위치한 ‘리퀴드 퍼퓸바’는 청담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를 열고 독창적인 콘셉트의 향수들을 선보일 예정. 

자체 브랜드를 비롯해 수준 높은 니치 향수를 경험

할 수 있어 니치 퍼퓸 마니아의 성지라 불리는 ‘조보

이’도 곧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다. 그동안 한국에

서 접하기 어려웠던 니치 향수를 쉽게 구입할 수 있

게 되었다는 희소식에 온라인 향수 커뮤니티 회원들

의 반응도 뜨겁다. 이렇게 니치 향수가 앞다투어 론

칭하고, 향수 업계에서 한국 시장이 중요해진 이유

는 무엇일까?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는 글로

벌 콘텐츠는 단연 K-콘텐츠입니다. 영화, 드라마, 음

악 등 문화 산업 전반에서 한국이 만들어내는 콘텐

츠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죠. 이런 트렌드의 연장

선으로 한국 소비자의 취향 또한 세련되고 감각적이

라 인식되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가 한국 진출을 희

망하고,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

니다. 향수 업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

보이 코리아 브랜드 매니저 손현수의 말이다. 서울

은 트렌디하고 패션과 뷰티에 민감한 대표적인 도시

다. 또한 최근 명품 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MZ세대

가 가치 소비를 표방하며 나를 위한 소비를 지향함

에 따라 희소성 높은 니치 향수의 매출도 수직 상승 

중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니치 향수 브랜드의 한국 

진출은 당연지사. 앞서 언급한 브랜드 모두 거대 패

션 기업을 끼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딥티크의 

신세계인터내셔날, 리퀴드 퍼퓸바의 한섬, 조보이의 

LF라는 패션 기업들이 뷰티 시장에 뛰어들며 판매 

상품으로 수익성 높은 고가의 니치 향수를 택했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 그 일환으로 국내에

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을 들여오고 적

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기에 한국에 전 세계의 

니치 향수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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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Jang Chung Dan-Ro, Jung-Gu, Seoul 04605, Korea
Tel: +82 2 2250 8000 Fax: +82 2250 8009 
Email: clubandspa-seoul@banyantree.com

www.banyantree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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