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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 GALLERY 

RECREATION 

KIDS CLUB ACTIVITIES

DINING OFFERS

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21년 5월 11일 (화) / Ma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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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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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be open for business as usual.

사우나 패밀리데이 Sauna Family Day

2021년 5월 사우나 패밀리데이 운영 여부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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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룬골프 아카데미 운영 시간 Troon Golf Academy Operating Hours

6:00 – 22:00 (직원 상주시간 7: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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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yan Tree Club & Spa Seoul

가 족 과  함 께 하 면

더  행 복 한  클 럽

사랑하고,

표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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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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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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크 회원사인 스위스 럭셔리 오디오 골드문트

(GOLDMUND)의 VIP 행사에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마돈나, 고 스티브 잡스, 푸틴, 아놀드 슈왈제네거, 톰 크루즈,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이 애용하는 

골드문트는 스위스의 로렉스, 파텍필립과 동일 공장에서 동일 

공정으로 제조되어 오차 없는 외관과 정밀한 내부 회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골드문트의 하이엔드 스피커가 설치된 프라이빗 

시어터에서 공연 실황 '레미제라블'을 직접 감상해 보세요. 

기간

시간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5월 28일 (금)

18:00 - 22:00

무료

오디오 갤러리 (강남구 삼성로)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블링크 이벤트 – 오디오 갤러리

BLINK Event – Audio Gallery

<행사 일정>

18:00 - 18:20   매장 투어 / 골드문트 브랜드 및 하이엔드 오디오 소개 

18:20 - 18:50   Break Time (샌드위치 및 음료 제공)

18:50 - 21:50   골드문트 시어터 영화 감상 (공연 실황 '레미제라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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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한 사항>

*이용 규정상 외부 음식과 주류 반입이 불가하며 입장 시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반입이 제재된 음식은 변질 우려로 인해 보관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유리 제품, 유모차 반입 및 애완동물 출입이 제한됩니다.

*메인풀에서는 튜브 사용이 제한됩니다.    

*드론, 호루라기, 스피커 반입이 제한됩니다.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 운영 안내>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 운영 안내>

<기타 안내 사항>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은 대관 행사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은 온수풀로 운영됩니다. (핫 서머 시즌 제외)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 이용 요금 및 아웃도어 키친 식음료비는 선결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어린이 요금 적용 나이는 25개월 - 만 12세이며, 36개월 이하 유아 동반 시 보호자 1인 입장 가능합니다. (성인 비회원 입장료 부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렛 서비스는 클럽동 입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오아시스 운영 안내 The Oasis Notice

구분 얼리 서머 시즌 핫 서머 시즌 레이트 서머 시즌

운영 기간
5월 1일 – 6월 25일 6월 26일 – 8월 29일 8월 30일 – 10월 종료 시

평일 주말 및 공휴일 평일 주말 및 공휴일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시간 11:00 – 19:00 10:00 – 21:00 *키즈풀 10:00 – 19:00 11:00 – 19:00

입장 규정 회원, 회원 초청객, 투숙객

비회원

입장 요금

성인 90,000원

어린이 70,000원

성인 110,000원

어린이 90,000원

성인 100,000원

어린이 80,000원
비회원 입장 불가

성인 90,000원

어린이 70,000원

성인 110,000원

어린이 90,000원

*회원 초청객 요금은 비회원 요금에서 25% 할인이 적용됩니다.

 (핫 서머 시즌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입장 불가)

구분 얼리 서머 시즌 핫 서머 시즌 레이트 서머 시즌

단품

운영 

기간
5월 1일 - 6월 11일 6월 12일 - 6월 25일 6월 26일 - 8월 29일 8월 30일 - 10월 종료 시

운영 

시간

11:00 – 19:00

Last Order 18:30

*5월 8일, 6월 12일, 13일, 19일, 20일에는 16:30

11:00 – 17:00

Last Order 16:30

11:00 – 19:00

Last Order 18:30

BBQ

뷔페

운영 

기간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6월 12일 - 25일

(*주말만 운영)
6월 26일 – 8월 29일

미운영
운영 

시간
12:00 - 15:00 18:00 - 21:00 18:00 - 21:00

요금
정상가 : 성인 129,000원, 어린이 73,000원 (*5월 5일 : 성인 129,000원, 어린이 85,000원)

*회원은 BBQ 뷔페 금액에서 15%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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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카바나 이용 안내>

<회원 초청객 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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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나는 회원 한명 당 1일 최대 1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카바나 요금은 식음료 기본 세트 포함가입니다.

*야간 카바나는 핫 서머 시즌(6/26 ~ 8/29) 및 얼리 서머 일부 기간(6/12~6/25)에 한해 운영됩니다. 

*취소 및 변경 규정 : 카바나 렌탈 취소는 예약일 기준 3일 전 20시까지 가능하며, 2일~1일 전 취소 시 렌탈비의 50% 패널티 부과, 당일 취소 시 

 렌탈비 전액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단, 당일 오전 9시 기준 기상청 예보 10mm 이상 우천 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대관 행사 진행 시 카바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회원 초청 쿠폰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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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초청을 희망할 경우 회원 본인이 사전에 쿠폰 사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사전 예약 필수)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 초청 쿠폰은 각 회원별 전자 쿠폰으로 발행되며 반얀트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6개월 이하 유아(회원)는 보모 1인과 함께 동반 입장 가능합니다. (※ 성인 비회원 입장 요금 부과)

문의  오아시스 웰컴센터 02 2250 8230

운영 시간 주간 (11:00 – 18:00) 야간 (18:30 – 22:00)

운영 기간

얼리 서머 시즌
(5월 1일 - 6월 25일)

레이트 서머 시즌
(8월 30일 - 10월 종료 시)

핫 서머 시즌
(6월 16일 - 8월 29일) 

얼리 서머 시즌
(6월 12일 - 6월 25일)

레이트 서머 시즌
(8월 30일 - 10월 종료 시)

핫 서머 시즌
(6월 16일 - 8월 29일) 

요금

디럭스  880,000원  950,000원  650,000원  750,000원

프리미어  1,000,000원  1,300,000원  750,000원  850,000원

스위트  1,200,000원  1,500,000원  850,000원  950,000원

그랜드  1,600,000원  1,850,000원  1,000,000원  1,100,000원

회원가 *회원가는 공시가에서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초과 

인원
시즌별 비회원 요금과 동일 [참고6P]

성인 78,000원

어린이 56,000원

카바나 예약

상시 예약 가능

*핫 서머 시즌 주말은 이용일의 7일 전부터 예약 가능

카바나 예약 문의: 02 2250 8087, 8089 

※ 예약 가능 시간: 10: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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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5월 가드닝 클래스는 공기정화식물을 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실내 공기 속의 오염물질 정화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까지 

겸비한 식물을 통해 우리집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보세요.

5월 가죽공예 클래스는 엠엠엠 프로젝트와 함께 키링 만드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잘라 한땀한땀 바느질한 가죽에 내 이니셜을 

새기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키링을 만들어 보세요.

21세기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이자 ‘제 2의 게놈’인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관리법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건강 관리 방법부터 식이 솔루션 등을 

알아보며, 간단한 마이크로바이옴 식탁까지 경험해 보세요.

기간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5월 12일 (수) 

14:00 - 15:00

김한나 대표

회원 130,000원

비회원 150,000원 (재료비 포함)

키즈클럽 액티비티 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2021년 5월 27일 (목)

14:00 - 17:00

황진우 대표

회원 80,000원

비회원 100,000원 (재료비 포함)

보드룸 A (호텔동 2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2021년 5월 21일 (금) 

14:00 - 15:30

천종식 교수

무료

페스타 홀 (페스타동 2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보타닉에이치’와 함께하는 가드닝 클래스 : 공기정화식물

Gardening Class with Botanic H  

‘엠엠엠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가죽공예 클래스 : 키링

Leather Craft Class with MMM Project : Key Ring

천랩과 함께하는 건강강좌 : 부자들의 기본 원칙, 건강에 투자하라

Health Lecture with Chu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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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서울대 천종식 교수 인터뷰

Chunlab CEO Dr. Chun Interview

최근 인체의 신비를 파악하는 열쇠로 주목받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이자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 (주)천랩 대표 천종식 박사님을 만나 건강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몸의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미생물’을 뜻하는 microbe와 ‘생태계’를 뜻하는 biome의 

합성어로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약 38조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중 95%가 장(腸)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장내미생물들은 짧은사슬지방산과 같이 우리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물질들을 

만들어 냅니다. 장내미생물과 이들이 만들어 낸 부산물은 우리의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계’

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행복감이나 우울감은 물론, 자폐 스펙트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박사 과정에서 컴퓨터 공학, 특히 인공 지능에 관심이 있어, 미생물 중에서도 세균을 정확히 인공지능으로 동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유행처럼 시작되었는데, 제가 그 전부터 연구하던 

유전자 해독,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여기에 딱 맞는 것이라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만 하시다가 회사를 창업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창업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비만, 당뇨 같은 대사질환 뿐만아니라 암, 아토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자폐, 치매, 우울증 같은 

뇌질환까지 많은 난치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하면 이런 질병을 예방할 가능성이 크지요. 

천랩의 진단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을 꼭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연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창업해서 천랩의 연구원들과 함께 미생물 유전자를 분석해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약 5만명이 

사용하는 아주 인기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하는 학회에 참석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발표가 

끝나고 저희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중국 학생들이 저와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줄까지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만큼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 같아 아주 기뻤습니다.

많은 일들로 바쁘신데 주로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는 가능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취미인 사진도 겸해서 시내를 하루종일 걷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출퇴근도 가능하면 대중교통으로 합니다. 하루 1만보 걷기를 가능하면 꼭 실천하려고 합니다. 

장애와 치매와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 기능과 세포 활력, 만성피로, 비만, 아토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균형있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평생 헬스케어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내미생물을 건강하게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장내미생물을 건강하게 가꾸려면, 무엇보다 먹이를 잘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흰 쌀밥, 

밀가루 음식 등) 및 설탕의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전분이 없는 다양한 채소들, 당이 적은 과일류(껍질째), 

정제하지 않은 통곡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 버섯류, 해조류 등을 일주일에 30가지 이상 골고루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항생제 남용은 금물이고 내 장과 배변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나에게 맞는 바이오틱스 등을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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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페스타 바이 민구 이준영 소믈리에 인터뷰

Festa by mingoo Sommelier Lee Jun Young Interview

바야흐로 취향존중시대입니다. 먹거리, 볼거리, 입을 거리 등 모든 분야에서 취향이 뚜렷해진 시대죠.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페스타 바이 민구에도 취향 존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바로 이준영 소믈리에입니다. 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와인을 추천해 손님들의 입맛과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이준영 소믈리에를 만나보았습니다.

와인이 다른 주류들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주류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철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요즘 같은 계절에 즐기기 좋은 와인을 추천해주세요. 와인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나 잘 어울리는 요리가 있을까요?

제철을 맞은 재료가 가장 신선하듯이 봄의 싱그러움, 그린 함 그리고 플로랄 함을 함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랑스 Loire 지역에 

Sancerre 와인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철 봄나물이나 튀김 요리에 어우러지는 풍부한 마리아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좋은 와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와인!’ 

가격과 이름이 알려진 와인이 아닌,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와인이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인 소믈리에가 

와인을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와인을 느끼는 건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밖에 없거든요.

와인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반 이상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말이 있죠. 첫발을 내디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양한 와인 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앞으로의 도전은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프랑스 지역의 심화 과정을 공부해서 국제인증 자격증을 취득했고, 올해는 이태리 심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여 새롭고 유니크한 와인을 찾아서 많은 고객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소믈리에로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 철학이 궁금합니다. 

고객님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며 와인이 어렵지 않도록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저보다 

와인에 대해 더 잘 아는 분들에게는 배우기도 해요. 그 과정 역시 즐겁더라고요.

소믈리에로서 앞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와인이 있나요?

요즘은 내추럴 와인이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와인을 잘 아는 사람도 내추럴 와인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가늠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최근 내추럴 와인을 접해 보고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추럴 와인의 철학을 이해하고 나니 엄청난 매력을 가진 와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환경적인)’라는 모토 아래, 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맛과 향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데요. 특히, 많은 와인을 생산하지 않아 희귀성도 한 몫 하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인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특히 와인 분야에 특별히 끌림을 느끼게 되었던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호텔에서 근무하다 보니 다양한 주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와인을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향

(아로마)과 맛이 변하는 점이 저에게는 정말 오묘하고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에 

매료되어 ‘와인’에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었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와인은 자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맛과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유칼립투스가 많이 

심어져있는 호주의 ‘쿠나와라’ 산지에서 자라난 포도로 만든 와인에서는 유칼립투스의 향을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와인은 주변의 자연 환경, 즉 테루아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인위적인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술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 

주류들과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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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동안 클럽동 로비에서 회원 유화 작품이 전시됩니다. 이번 작품은 반얀트리 서울에서 

진행되는 성인 유화클래스에 참여한 회원 여러분의 정성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감사함을 전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로 마련하였으며, 각자의 내면에 품은 이상향의 풍경 혹은 

기억 속에 오래 간직했던 풍경을 담은 전시입니다. 또한, 그림이라는 매개로 꺼내어 본 마음들은 

더욱 아름답고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쳤거나 바람 곁에 흩어진 인상들을 발견하고 

다시 바라보며, 편안한 여운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CULTURE

유화클래스 작품 전시 <마음의 풍경>

Exbition <Landscape of the mind>

Landscape of the mind
마음의 풍경

전시 기간

장소

문의

2021년 5월 4일 (화) – 5월 31일 (월)

클럽동 로비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Banyan Tree Head Spa
반얀트리 헤드 스파

기간

시간

프로그램

혜택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5월 중 별도 공지

11:00 - 21:00

90분 트리트먼트 (두피·모발 진단 – 두피 트리트먼트 – 모발 트리트먼트 – 단계별 두피·목·어깨 마사지) 

※두피·모발 진단 및 모발 건조 시간 포함 총 120분 소요

민감 두피 진정 · 탈모 재생 by 레오놀그렐(Leonor Greyl)

영양 공급 · 윤기 부여 · 볼륨 강화 by 헤어 리추얼 바이 시슬리(HAIR rituel by sisley) 

반얀트리 회원 상시 20% 할인

256,000원 / 정가 320,000원

반얀트리 스파

스파앤갤러리 02 2250 8115, 8116 

숙련된 테라피스트의 정교한 마사지 테크닉을 집약한 ‘반얀트리 헤드 스파’를 론칭합니다. 

진단을 통한 맞춤형 케어로 머릿결 개선은 물론 두피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며, 

단계별 마사지를 통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반얀트리 헤드 스파로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궁극의 휴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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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 GALLERY

반얀트리 갤러리 인숍 - 갤러리 지반

Banyan Tree Gallery Inshop - Gallery G.Van

Only One for Only One

국내 최고 하이엔드 파인 주얼리 브랜드 ‘갤러리 지반’을 반얀트리 갤러리 인숍에서 만나 보세요. 

감각적이고 유니크한 디자인에 깃든 장인 정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스터피스 컬렉션,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반얀트리 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기간

시간

장소

문의

2021년 5월 1일 (토) - 5월 31일 (월)

10:00 - 20:00

갤러리 인숍 (클럽동 로비층)

010 7398 3738 

www.gallerygvan.com

갤러리 지반 압구정점 02 3438 6035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1층) 

갤러리 지반 역삼점 02 555 7557

(강남구 언주로 408 2층)

| 갤러리 인숍 한정 특별 혜택 | - 리세팅 쿠폰 증정 

- 골프 볼마커 또는 원석 마스크 스트랩 증정 (택 1)

- 커플 제품 구매 시, 추가 할인 적용

반얀트리 스파 - 감사의 달 5월의 특별한 선물, 스파 바우처

Banyan Tree Spa - Spa Voucher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숙련된 테라피스트가 정성을 다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드리는, 반얀트리 스파 바우처로 소중한 

분께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세요. 반얀트리 스파가 당신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격

혜택

장소

문의

회원 할인 적용

- 스파 바우처 1~4매 구매 시 20% 할인 적용

- 스파 바우처 5매 이상 구매 시 30% 할인 적용

*페이셜 트리트먼트 10% 할인 적용

*반얀 데이 스파 패키지 15% 할인 적용

스파 바우처 구매 시 선물 포장 서비스 제공

반얀트리 스파

스파앤갤러리 02 2250 8115, 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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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사우나 이용 규정

Guidelines for Use of Sauna Facility

청소년 운동 프로그램

Olive Young Program

사우나 이용 규정 중 일부사항을 강화 하고자 하오니 클럽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 외 사우나 규정은 사우나 내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전문적인 운동 방법과 성장 프로그램을 

공개합니다. 다이어트, 자세교정, 웨이트 트레이닝, 

테스팅 트레이닝을 통한 집중 케어 프로그램으로 단순 

체력 향상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증과 

체형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1. 탕 내 휴대폰 사용을 금합니다.

2. 입욕 전 샤워를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용공간(샤워 부스 및 파우더 섹션)에서의 자리 선점은 불가하오니 이동 시 개인 물품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우나 내부로 입장 시 실내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에서 신던 구두 및 운동화의 실내 착용 제한

5.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유리 용기 및 염색류 제품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6. 안전을 위하여 직원이 상주하는 운영시간(06:00-22:00)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우나 데스크 02 2250 8118,8120

5월부터 새로워진 아웃도어 스포츠 시설을 선보입니다. 노후화된 테니스코트 보수 및 멀티코트 조성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선보일 다양한 회원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반얀트리 서울에서는 회원 여러분께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웃도어 스포츠 시설 리뉴얼 안내

Outdoor Sports Facilities Renewal

기간

시간

가격

대상

장소

상시

30분 / 주 1회 *사전 조율 가능

무료

16세 - 18세 청소년 회원

피트니스 G.X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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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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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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상시 반얀트리 트레이너시간 6:00 - 22:00 장소 피트니스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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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트룬골프 아카데미 프로 신규 영입
Troon Golf Academy New Teaching Professional

조지현
Teaching Professional

이호수
Teaching Professional

KLPGA MEMBER

KLPGA MEMBER

- 2008 강원도민 체전 개인 및 단체 우승 

- 2011 KLPGA 정회원 입회

- 2011 파코메리 점프투어 6차전 우승

- 2012 드림투어 2차전 6위

- 2015 ~ 2016 삼성생명 VIP 골프행사 담당프로

- 2016 람다골프 소속

- 2018 P&F 골프 엔터테인먼트 소속프로

- 2018 ~ 2021 워커힐 골프연습장 소속프로

- 그 외 최고경영자 필드수업 다수 골프행사 참여

- 골프저널 골프헤럴드 탑골프 레슨연재

- NICKLAUS/FLICK instruction training program 수료

- Bio swing Dynamics LV1,2

- Bob Toski Golf Instruction 과정 수료

- 2006-2007년 호주 Robina Woods Club Championship

  2년 연속 최연소 및 최저타 우승

- 2006-2008년 호주 G.C.D.G.A Junior team & Robina  

  Woods club team 대표선수 활동

- 2008년 호주 Hillcrest Christian college 졸업 

- 2009년 KPGA 정회원 입문

- 2009-2018 KPGA 투어활동 및 PGA China series 활동

- 2009년 KPGA 3부투어 3차전 준우승

- 2009년 KPGA 아카데미투어 3차전 아마추어 우승

- 2009년 KPGA 베어리버투어 8차전 준우승

- 2010년 KPGA 아카데미투어 3차전 5위

- 2011년 KPGA 1부투어 활동

- 2014년 KPGA 챌린지투어 6위

- 2016-2018 PGA tour China Member

- 2017년 Yulongwan Yunnan Open 4위



18



19

KIDS CLUB ACTIVITIES

어린이 식목일 프로그램

‘Let's plant trees’ on Arbor Day!

2021년 4월 5일 식목일을 기념하여 페스타 가든에서 아빠와 함께 나무 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땅을 파고, 물을 주고, 모두 처음 해보는 경험으로 서툴렀지만, 나와 함께 성장할 나무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인사해주며 이름표도 달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무를 심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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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가족들의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어 친구들에게 

내 가족을 소개해보는 놀이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소중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액자를 꾸며 보세요.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을 닮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비누를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만든 하트 모양 

오브제로 가족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평소에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머그컵에 가득 담아 전해보세요.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This is My Family 

나의 마음 I love My Family! 가족 사랑 사진관 Family Photo Gallery 

우리 가족 얼굴 My Family_Soap 

메시지 머그컵 Message Mug 

날짜

시간

날짜

시간

날짜

시간

날짜

시간

날짜

시간

가격

장소

가격

장소

가격

장소

가격

장소

가격

장소

별도 공지

14:30 – 15:20

별도 공지

14:30 – 15:20

별도 공지

14:30 – 15:20

별도 공지

14:30 – 15:20

별도 공지

14:30 – 15:20

27,500원

키즈클럽

27,500원

키즈클럽

27,500원

키즈클럽

27,500원

키즈클럽

27,500원

키즈클럽

대상 만 4세 이상 키즈 회원 문의 02 2250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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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좋아하는 재료를 넣고 차례대로 잘 접어주기만 

하면 완성되는 초간단 김밥을 만들어 보세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식감으로 기분까지 

행복해지는 달콤한 크로켓을 만들어 보세요.

단짠단짠한 맛이 가득한 프랑스식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족과 봄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소시지에 스파게티면을 콕콕 꽂아서 식감이 

살아있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 소스에 우유와 생크림이 더해져 부드러운 

감칠맛이 느껴지는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보세요.

접어먹는 김밥 Folding Kimbap 

소시지 스파게티 Sausage Pasta  크로켓 Croquette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Monte Cristo Sandwich

로제 떡볶이 Rose Tteokbokki  

날짜

시간

날짜

시간

날짜

시간

날짜

시간

날짜

시간

가격

장소

가격

장소

가격

장소

가격

장소

가격

장소

별도 공지

14:30 – 15:20

별도 공지

14:30 – 15:20

별도 공지

14:30 – 15:20

별도 공지

14:30 – 15:20

별도 공지

14:30 – 15:20

33,000원

키즈클럽

33,000원

키즈클럽

33,000원

키즈클럽

대상 만 5세 이상 키즈 회원 문의 02 2250 8102

33,000원

키즈클럽

33,000원

키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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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싱그러운 초록빛 정원에서 펼쳐지는 어번 가든 파티와 함께 지친 

일상에 낭만을 더해보세요. 페스타 식으로 풀어낸 유러피안 그릴 

플래터와 무제한 와인, 감미로운 어쿠스틱 재즈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의 대표 메뉴를 집에서도 편안하게 

즐겨보세요. 풍성한 구성의 테이크 아웃 요리로 홈 다이닝을 

손쉽게 완성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가로운 주말 느지막이 일어나 풍성하게 차려지는 그라넘 스프링 

브런치 스페셜로 따뜻한 봄날의 여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시간

포함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5월 13일 (목) – 6월 11일 (금) 

*매주 목요일, 금요일 운영

18:00 – 22:00

유러피안 그릴 플래터와 디저트

무제한 스파클링 와인과 레드 와인

어쿠스틱 재즈 라이브 공연 

1인 130,000원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4월 3일 (토) – 5월 30일 (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12:00 – 14:30 (Last Order 14:00) 

샐러드와 디저트 및 라이브 섹션 

(에그 베네딕트와 과카몰리, 팬케이크, 칠리 꽃게, 디저트 등)

메인 요리 (서프 & 터프 플래터, 물회 카펠리니 등)

웰컴 스파클링, 커피 또는 차

성인 1인 99,000원, 어린이 1인 55,000원 

*2인 이상 주문 가능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스프링 브런치 스페셜 Spring Brunch Special

그라넘 홈 다이닝 투고 Granum Home Dining To-Go

어번 가든 파티 Urban Garden Party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1년 4월 1일 (목) - 5월 31일 (월)

*픽업일 기준 최소 2일 전 예약 필수

11:00 - 21:00

피자 & 로스티드 치킨 세트 165,000원

BBQ 브리스킷 세트 250,000원

*와인 추가 시, 1병 당 50,000원 (레드, 화이트 중 선택)

*회원 15% 할인 혜택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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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스페셜 메뉴를 만나보세요. 

한국적인 터치가 더해진 중식 요리를 다채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는 ‘팔도미식’과 함께 전국 

곳곳의 별미를 즐겨보세요. 평안도 편에서는 입맛을 돋워줄 

평안도식 가지 솥밥, 보양에 좋은 연계탕 등을 정성껏 차려 

드립니다.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1년 5월 1일 (토) - 6월 30일 (수) 

11:30 - 22:00 

바삭한 삼겹살 58,000원

성게소스를 곁들인 생선찜 58,000원

한우 짜장면 27,000원

새우 군만두 15,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2021년 5월 1일 (토) - 5월 31일 (월)

11:30 - 17:00

팔도 미식 30,000원

(가지 솥밥, 능이 연계탕, 전천 닭튀김)

지장수 호박 생막걸리 18,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팔도미식 – 평안도편 Taste the Province – Pyeongan-do

클럽 스페셜 – 중식 스페셜 Club Special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소규모 돌잔치를 위한 합리적 구성의 

돌상차림 옵션을 마련했습니다. 돌상, 생화장식, 포토테이블, 

떡 등으로 구성된 4가지 타입의 셋팅으로 아이의 첫 생일을 

오붓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상시

11:30 - 22:00 

입식 생화 1단 돌상, 포토테이블, 테이블 생화장식

*5월 예약자 대상 스파클링 와인 1병 제공 

650,000원 - 850,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클럽 돌상차림 1st Birthday Dol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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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앤에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어디서든 간편히 조리 가능한 캠핑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캠핑 키트

Camping Kit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4월 19일 (월) - 9월 30일 (목)

09:00 - 21:00

소시지 1종, 베이컨 2종, 치즈 1종, 스낵 3종 

그린 & 두부 헬시 박스, 캔맥주 4캔

*와인 추가 시 1병 당 40,000원 

(레드, 화이트 중 선택)

120,000원

델리 앤

02 2250 8171

시원한 남산의 바람이 불어오는 문 바의 야외 테라스에서 프라이빗 바비큐 디너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그릴 위에 바비큐를 직접 구우며 가까운 이들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즐겨보세요.

프라이빗 바비큐 디너

Private BBQ Dinner 

기간

시간

메뉴

옵션

장소

문의

2021년 4월 12일 (월) - 10월 31일 (일) 

*최소 3일 전 예약

17: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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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 서비스 요청 시 350,000원 추가 

자쿠지석으로 지정 시 100,000원 추가

4인 440,000원

문바 (20F) 야외 테라스

02 2250 8000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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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기간

시간

구성

가격

장소

문의

2021년 5월 1일 (토) - 10월 운영 종료 시 *최소 3일 전 예약 필수

5월 1일 – 6월 11일: 주간 11:00 - 18:00

6월 12일 – 8월 29일: 주간 10:00 - 17:00, 야간 18:30 - 22:00

벌룬 데코레이션 (레터링 서비스 제공)

BBQ 플래터, 과일 치즈 플래터, 몽골리안 비프 피자, 와플

샴페인, 소프트 드링크, 생수

몽상클레르 케이크

*와인 1병 선물 증정

오아시스

02 2250 8000

*회원 10%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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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나 종류 주간 야간

디럭스 카바나 1,800,000원 1,600,000원

스위트 카바나 2,500,000원 2,200,000원

그랜드 카바나 3,000,000원 2,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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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스페셜 Family Month Special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다채로운 식음 프로모션으로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준비한 꽃과 어린이 선물 세트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스페셜 Family Month Special

어린이날 선물 세트 어버이날 선물 세트

기간 5월 1일 (토) - 5월 5일 (수) 5월 1일 (토) - 5월 8일 (토)

가격
키즈 랜덤 박스 35,000원

플레이 모빌 40,000 - 360,000원
카네이션과 와인 150,000원

시간

장소

문의

9:00 – 21:00

델리 앤

02 2250 8171

장소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페스타 바이 민구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

일시
5월 5일 (수)

18:00 - 22:00

5월 5일 (수)

11:30 - 14:30

18:00 - 21:00

5월 5일 (수)

12:00 - 15:00

5월 5일 (수)

12:00 - 15:00

5월 8일 (토)

12:00 - 15:00

메뉴
어린이날 

게더링 디너

어린이날 

스페셜 뷔페

어린이날 스페셜

코스, 어린이 웰컴 

드링크 1잔 제공

어린이날 BBQ 

뷔페 및 생맥주

무제한,

어린이 

플레이모빌 

미스터리컵 증정

어버이날 BBQ 

뷔페 및 생맥주 

무제한,

부모님 카네이션 

1송이 증정

가격

(*1인) 

성인 110,000원

어린이 70,000원

* 회원 15% 

할인 제공

성인 1인 100,000원 

어린이 1인 70,000원

성인 1인 85,000원 

어린이 1인 48,000원

성인 129,000원

어린이 85,000원

*회원 15% 

할인 제공

성인 129,000원

어린이 73,000원

*회원 15% 

할인 제공

문의 02 2250 8000 02 2250 8157 02 2250 8170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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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AL

ㅣ
ㅣ

미래형 스포츠카의 기준이자
새로운 포르쉐 시대의 개막,
The new Taycan을
포르쉐 센터 용산에서 만나보세요.

포르쉐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Soul, electri�ed.
The new Tayc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