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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블링크(BLINK) 운영 및 회원사 모집 안내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은 가을,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활발한 참여로 상류 사회를 대변하는 프레스티지 

클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경제·정치·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 

셀러브리티로 구성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회원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블링크(BLINK)를 

론칭했습니다. 

블링크는 클럽 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 및 상품의 홍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전체 회원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공유하도록 해 회원 상호 간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블링크에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2022년 블링크에 참여할 회원사를 신규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회원사의 제품·서비스의 

홍보뿐 아니라 클럽 뉴스레터 광고 페이지 할인, 갤러리인숍 입점 할인, 회원 대상 이벤트 진행 등 더욱 풍성해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집 대상

절차

회원사 혜택

홍보 기간

문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이 운영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또는 법인 회원

모집 → 평가 및 선정 → 계약 체결 → 운영 및 홍보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서, 클래스 또는 프로모션 제안서, 기업 로고(AI 또는 PNG 파일)

※ 신청서는 반얀트리 클럽 웹사이트(http://banyantreeclub.com)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 우편, E-mail, Fax, 방문 제출 방법 중 택 1

- 우편: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0(장충동2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보안과 (회원사업팀 앞)

- E-mail: Jihyun.oh@banyantree.com

- Fax: 02 2250 8005

- 방문 제출: 클럽 컨시어지 방문 제출

- 블링크 브로슈어, 클럽 뉴스레터, 회원 어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업·제품·서비스 홍보

- 클럽 뉴스레터 광고 페이지 50% 할인 제공

- 반얀트리 X 블링크 이벤트 진행

 (이벤트 진행 시 전체 회원 대상 문자, 디지털 사이니지 홍보)

- 갤러리인숍 입점 시 대관료 20% 할인 혜택 제공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8172, 8173

일정 - 모집 : 2021년 10월 1일 - 11월 30일

- 평가 및 선정 : 2021년 12월 1일 - 12월 15일

- 계약 및 홍보물 제작 : 2021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운영 및 홍보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1 블링크 회원사 홍보 및 활동 내용

<2021 블링크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호텔 내 브로슈어 상시 비치, 전체 회원 대상 우편 발송>

<클럽 뉴스레터, 반얀트리 홈페이지, 회원 어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홍보 진행>

회원사 홍보를 위한 클래스 및 프로모션 진행

앤티크 클래스 뷰티 클래스

유학 설명회 건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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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블링크(BLINK) 광고 제안서

안녕하십니까,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사업팀입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반얀트리 회원간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출시된 

블링크(BLINK)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반얀트리 서울은 블링크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렉토리 및 

뉴스레터,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통해 추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노출되는 

매체이오니 살펴보시고 참여를 원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추가혜택

규격

배포수량

비용

매체특징

블링크 디렉토리 내 광고 1페이지

월간 클럽 뉴스레터 내 광고 1페이지 (연 1회)

클럽동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1개월

15 X 21cm

반얀트리 회원 대상 약 4,000부

3,300,000원 / VAT 포함

<블링크 / 뉴스레터>

전체 회원 대상 우편 발송되기 때문에 열람률이 높음

호텔 & 클럽 내 주요 동선 곳곳에 비치하여 회원 및 방문객에게 노출

<디지털 사이니지>

클럽동 로비 화면에 상시로 게시하여 회원 및 방문객에게 노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사업팀

TEL : 02 2250 8172    |    FAX : 02 2250 8005

2022 블링크 디렉토리 광고 페이지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