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추석 선물 세트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몽상클레르 선물 세트

장소: 클럽동 3F 몽상클레르 

기간 : 2021년 8월 23일 – 9월 22일 

반얀트리 선물 세트

장소: 클럽동 3F 델리 앤

기간 : 2021년 8월 23일 – 9월 16일

스파 & 갤러리 선물 세트

장소: 클럽동 3F 반얀트리 스파 & 갤러리

기간 : 2021년 8월 23일 – 9월 22일



< 반얀트리 선물 세트 > 

프리미엄 정육 세트  |  프리미엄 한우 육포 세트

샴페인  |  와인 세트

올리브 오일 & 발사믹 식초 세트  |  트러플 세트

잡곡 세트  |  화고 버섯 세트

담금초 세트  |  명인 전통장 세트

두부 전병 세트  |  과일 세트

마누카 꿀 스틱 세트  |  잼 세트

명품 차 패키지  |  반얀트리 홈카페 세트

반얀트리 스페셜 세트

< 몽상클레르 선물 세트 >

몽상클레르 햄퍼 S / 햄퍼 A / 햄퍼 B

< 스파 & 갤러리 선물 세트 >

스파 바우처 추석 에디션

GIFT SET



BANYAN TREE  CLUB & SPA SEOUL

프리미엄

정육세트

고소하고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한우를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채끝, 안심, 살치살로 구성된 

구이용 부위를 담은 프리미엄 정육세트로 특별한 추석 

명절 선물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1++ 채끝 800g

1++ 안심 400g 

1++ 살치살 400g

원산지 : 국내산 한우

KRW 490,000

귀한 일등급 이상 한우의 홍두깨 부위를 결대로 뜬 

프리미엄 한우 육포는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만점  

먹거리입니다. 씹을수록 감칠맛과 고소함을 더하는 명품 

육포로 소중한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두깨살 480g

원산지 : 국내산 한우

프리미엄

한우

육포세트

KRW 170,000



기쁜 만남으로 가득한 명절, 풍성한 상차림에 분위기를 

더해줄 샴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시트러스 계열의 은은한 

과실향을 머금은 리샤르 바비옹 프레스티지 그랑 크뤼 

브뤼는 풍미를 넘어 품격을 선사합니다. 

Richard Bavion Prestige Grand Cru Brut 750ml 1병

원산지 : 프랑스 상파뉴

KRW 210,000

샴페인

BANYAN TREE  CLUB & SPA SEOUL

와인 세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엄선한 프리미엄 

와인으로 변치 않는 품격을 선물해보세요. 적당한 산미와 

부드러운 미네랄의 조합이 좋은 ‘샤또 페랑드 블랑’ 

화이트 와인, 부드러운 탄닌과 적당한 바디감이 돋보이는 

‘샤또 페랑드 루즈’ 레드와인을 세트로 선보입니다.

Chateau Ferrande Blanc (White) 750ml 1병

Chateau Ferrande Rouge (Red) 750ml 1병

원산지 : 프랑스 보르도

KRW 150,000



올리브 오일

& 발사믹

식초 세트

신선함을 오롯이 담아낸 올리브 오일과 오랜 시간 

제대로 숙성시켜 풍부한 향을 머금은 발사믹 식초는 

어느 요리에나 두루 활용하기 좋아 받는 분에게도 

유용한 선물입니다.

올리브 오일 250ml

발사믹 식초 10년산 250ml

원산지 : 이탈리아

KRW 110,000

BANYAN TREE  CLUB & SPA SEOUL

트러플 세트 땅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트러플이 가미된 

오일, 소금, 소스를 한데 모아 구성했습니다. 안목이 

돋보이는 선물은 식탁 위에 트러플 특유의 향과 풍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화이트 트러플 오일 100ml 

블랙 트러플 소금 100g

타르투파 트러플 소스 120g 

원산지 : 스페인

KRW 112,000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귀한 잡곡을 주변의 소중한 분께 

선물해보세요. 그 해 수확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쌀과 잡곡이 다양하게 들어 있어 맛과 영양까지 담은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백미 450g 4포, 찰보리 450g 2포

현미 300g 2포, 흑미300g 2포

원산지 : 국내산

KRW 60,000

잡곡 세트

BANYAN TREE  CLUB & SPA SEOUL

화고 버섯

세트

자연의 정기를 담은 표고버섯 백화고와 흑화고는 깊은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받는 분의 건강까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화고 버섯 세트로 더욱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백화고 220g

흑화고 200g

원산지 : 국내산

KRW 160,000



국내 산지에서 자라난 신선한 재료에 명가의 손길이 

더해져 더욱 훌륭한 천연 담금초를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오랜 숙성기간으로 맛의 깊이를 더해줄 프리미엄 

담금초 세트로 가족과 친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년 숙성 천연 발효초 370ml 

담금초 무화과 350ml

담금초 칡 350ml

도자기 잔 30ml 2개

원산지 : 국내산

KRW 135,000

담금초

세트

BANYAN TREE  CLUB & SPA SEOUL

명인 전통장

세트

오랜 세월 대물림한 노하우와 정성을 담은 전통장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익숙한 우리 고유의 

맛으로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으며 

쓰임새가 다양해 받는 분께 활용도 높은 선물이 될 것

입니다.

맥된장 250g 

맥한우볶음고추장 250g 

맥간장 300ml 

참기름 300ml

원산지 : 국내산 

KRW 98,000



고소한 맛이 일품인 두부 전병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선물입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도록 좋은 재료로 엄선해 건강한 맛을 고루 담았

습니다. 

두부 전병 세트 A

두부 전병 세트 B

원산지 : 국내산

KRW 100,000

KRW 65,000

두부 전병

세트

BANYAN TREE  CLUB & SPA SEOUL

(아몬드 18개입, 땅콩 9개입, 코코넛 8개입

해바라기씨 9개입, 검정깨 7개입, 호두 16개입)

(아몬드 9개입, 땅콩 8개입, 코코넛 7개입 

해바라기씨 8개입, 검정깨 6개입, 호두 7개입)

과일 세트 최상의 품질로 엄선한 샤인머스켓과 망고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도도 높고 

과육이 풍부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분좋은 

추석 선물이 될 것 입니다. 

샤인머스켓 2수 1.5kg (원산지 : 국내산)

망고 6과 2.5kg (원산지 : 태국)

KRW 190,000



뉴질랜드 북섬 동부 해안가의 청정 자연에서 얻은 귀한 

꿀을 선물로 준비해보세요. 스틱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마누카 꿀로 달콤한 맛은 물론 받는 분의 건강까지 

배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누카 꿀 스틱 30개입 (1개 15g)

마누카 홍삼 스틱 30개입 (1개 15g)

원산지: 뉴질랜드

KRW 248,000

마누카 꿀

스틱 세트

BANYAN TREE  CLUB & SPA SEOUL

잼 세트 각기 다른 매력을 갖춘 프랑스 프리미엄 수제 잼 브랜드 

라 삼브르 오 콩피튜의 4가지 잼을 준비했습니다. 

우수한 제철 과일만을 사용해 본연의 달콤함이 담긴 

잼을 취향대로 누려보세요.

KRW 88,000

망고, 패션프루트, 바닐라 잼 200g

오렌지, 망고, 패션프루트 잼 200g

살구, 라벤더 잼 200g

딸기 잼 200g

원산지 : 프랑스



자연의 숨결을 오롯이 담은 보차(BOCHA)의 명품 차 

패키지로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해보세요. 최상급 원료

에서 나오는 깊은 향이 일품인 명품 차가 한 권의 책과 

같이 고급스러움을 더한 북 패키지에 담겨있습니다

백차 수미 100g

백차 공미 100g

고수보이차 100g

티 캡슐 패키지 12개입 (1캡슐 3g)

원산지 : 중국

KRW 50,000

KRW 70,000

KRW 100,000

KRW 100,000

명품 차

패키지

BANYAN TREE  CLUB & SPA SEOUL

반얀트리 홈카페 세트로 근사한 커피 타임을 완성해보세요. 

향긋한 커피향을 즐길 수 있는 원두와 드리퍼, 텀블러 등을 

정성껏 포장해드립니다. 

반얀트리 시그니처 원두 200g

반얀트리 스페셜 원두 200g

반얀트리 드리퍼 세트 600ml 1개

반얀트리 텀블러 473ml 1개

반얀트리 머그컵 1개

*빌레로이앤보흐(Villeroy & Boch) 화이트 390ml

KRW 219,000

반얀트리

홈카페 세트



반얀트리

스페셜 세트

반얀트리 서울이 엄선한 스페셜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선물하세요. 샴페인부터 올리브 오일, 스파게티 등 

다채로운 구성은 소중한 명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KRW 238,500

드라피에 까르뜨 도르 브뤼 1병 750ml (원산지 : 프랑스 상파뉴)

오페라 인텐소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병 250ml

(원산지 : 이탈리아)

루스티겔라 디 아르부초 스파게티 1봉 500g (원산지 : 이탈리아)

페퍼톤즈 통후추 1개 100g (원산지 : 캄보디아)

페퍼톤즈 히말라야 암염 1개 200g (원산지 : 파키스탄)

타르투프랑게 트러플 바이트 1봉 100g (원산지 : 이탈리아)

스트룹 와플스 인 헥사박스 1개 250g (원산지 : 네덜란드)

BANYAN TREE  CLUB & SPA SEOUL

둥근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몽상클레르(Mont St. Clair)는

일본의 천재 파티시에 츠지구치 히로노부의 디저트 브랜드입니다. 

최상급 재료와 독특한 레시피로 완성된 다채로운 시그니처 햄퍼 세트로 

이번 명절 감동과 즐거움을 선물해보세요.

*제품은 개별 포장해 보냉백에 담아 드립니다.

카스텔라 2종 (플레인, 홍차)

파운드 케이크 2종 (시트롱, 쇼콜라)

구움과자 세트 2호 (8개입)

쿠키 세트 2호 (8개입)

바통 세트 1호 (5개입)

보냉백 (大)

KRW 150,000

몽상클레르

햄퍼 S



몽상클레르

햄퍼 A

BANYAN TREE  CLUB & SPA SEOUL

카스텔라 1종 (플레인)

파운드 케이크 1종 (시트롱)

구움과자 세트 2호 (8개입)

쿠키 세트 2호 (8개입)

바통 세트 1호 (5개입)

보냉백 (大)

KRW 100,000

카스텔라 1종 (플레인)

바통 세트 2호 (10개입)

보냉백 (小)

KRW 50,000

몽상클레르

햄퍼 B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세요.

반얀트리 스파 추석 선물

60분 바디 마사지 바우처 

90분 바디 마사지 바우처

스파 바우처

추석 에디션

* 반얀트리 서울 회원 할인 적용 가능

* 스페셜 포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KRW    210,000

KRW    280,000

숙련된 테라피스트의 진심과 정성을 담은 스파 바우처로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세요.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 반얀트리 

스파에서 소중하고 귀한 분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디 마사지 바우처를 준비했습니다. 



· 2021 추석 선물 세트는 배송비 별도로, 퀵서비스 이용 시 지역에 따라 별도 비용이 청구됩니다.

· 자세한 배송 일정 문의는 방문 및 전화 상담 부탁 드립니다

상담 및 예약

반얀트리 선물 세트 02 2250 8000

몽상클레르 선물 세트 02 2250 8171

스파 & 갤러리 선물 세트 02 2250 8115

 

상품 배송을 위해 배송 희망일보다

최소 3일 전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