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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스 라운지 운영 시간 Member’s Lounge Operating Hours
(Monday - Sunday) 10:00am - 8:00pm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는 커피 서비스가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몽상클레르 운영 시간 Mont St. Clair Operating Hours
(Monday - Sunday) 9:00am - 9:00pm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사우나 라운지에서 크로크무슈, 크루아상, 부추빵을 판매합니다.
클럽 정기 휴관일 Club Monthly Closing Day
2018년 6월 5일 / June 5 2018
피트니스, 사우나, 사우나 라운지, 트룬골프 아카데미, 몽상클레르, 멤버스 라운지,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키즈클럽, 클럽
컨시어지, 스파 & 스파 갤러리
Fitness Centre, Sauna, Sauna Lounge, Troon Golf Academy, Mont St. Clair, Member’s Lounge, The Club
Member’s Restaurant, Kids Club, Club Concierge, Spa & Spa Gallery
사우나 패밀리데이 Sauna Family Day
2018년 6월 10일, 24일 / June 10, 24 2018
만 10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 동반 하에 입장이 가능하며 24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성별에 맞는 사우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Kids under age 10 are admitted with their parents and those who are older than 24 months are required to use the
Sauna proper for their gender.

NOTICE
오아시스 서머 나잇 콘서트
Summer Night Concert at The Oasis

코발트 블루 빛으로 물든 오아시스 풀 사이드에서 매월 특별한 야외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풀사이드 디너와 품격있는 공연으로 한여름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십시오.
Date

1회 July 12 (Thu) 2018
2회 August 30 (Thu) 2018
3회 September 29 (Sat) 2018

Hours

7:00pm - 9:00pm

Location

The Oasis

Program

6:00pm - 7:00pm Reception
7:00pm - 8:00pm Dinner
8:00pm - 8:40pm Concert

Price
Members

Non-members

W153,000 (15% discount)

W180,000

Children (36 months - 12 years old)

W76,500 (15% discount)

W90,000

3 Concerts Package (Adults)

W540,000 → W440,000

3 Concerts Package (Children)

W270,000 → W220,000

Adults

-

*4인 이상 테이블 예약 시 20% 할인 적용
Save 20% on admission to the concert for book a table for 4 guests more.
*멤버십 회원에 한해 오아시스 서머 나잇 콘서트 3회 패키지 구매 시 특별가 구매 가능
3 Concerts Package Special Price is only for members.

Artists
1회 July 12 (Thu) 2018 - 팝페라 가수 박완, 소프라노 김순영, 색소포니스트 안드레 황
2회 August 30 (Thu) 2018 - 가수 배다해, 뮤지컬 배우 최우혁
3회 September 29 (Sat) 2018 - 미니 뮤지컬 <Greatest of Show>
Inquiry

02 2250 8000

Inquiry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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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8 오아시스 운영 안내
The Oasis 2018 Operating Notice
*웰컴센터가 페스타 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2018 오아시스 수영장 리뉴얼로 상시 온수풀이 운영됩니다.
*온수풀 운영으로 생츄어리 시즌이 확장 운영됩니다.
*오아시스 이용료 및 아웃도어 키친 식음료비는 선결제 방식입니다.
*오아시스 이용 규정상 외부 음식과 주류 반입이 불가하며 입장 시 확인 절차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The Welcome Center is relocated to The Festa Building.
*The heated swimming pool operates at all times since The Oasis is renovated in 2018.
*Operating period of Sanctuary Season is extended due to the heated swimming pool operation.
*The Oasis admission fee and food and beverage from The Oasis Outdoor Kitchen are prepaid.
*Bringing in food or drink is strictly prohibited. Violation may result in expulsion.

운영 기간 Operating Period
생츄어리 시즌

쿨 서머 시즌

핫 서머 시즌

쿨 서머 시즌

생츄어리 시즌

Sanctuary Season

Cool Summer Season

Hot Summer Season

Cool Summer Season

Sanctuary Season

June 1 - June 30

July 1 - July 20

July 21 - Aug. 26

Aug. 27 - Sep. 8

Sep. 9 - Oct. 31

운영 시간 Operating Hours

수영장 및
아웃도어 키친
Swimming Pool
& Oasis Outdoor Kitchen

생츄어리 시즌
Sanctuary Season
June 1 - June 30
Sep. 9 - Oct. 31

쿨 서머 시즌
Cool Summer Season
July 1 - July 20
Aug. 27 - Sep. 8

Weekdays
10:00am - 7:00pm
Weekends
10:00am - 9:00pm

10:00am - 9:00pm

주간 카바나 Cabana at daytime

10:00am - 5:00pm

야간 카바나 Cabana at night time

6:30pm - 10:00pm

핫 서머 시즌
Hot Summer Season
July 21 - Aug. 26

10:00am - 9:00pm

카바나 이용 안내 Cabana Rental Information
주간 Daytime
(10:00am - 5:00pm)
투숙객 (공시가)
Staying guests
(Initial price)

회원가
Members
(10% discount)

야간 Night time
(6:30pm - 10:00pm)
투숙객 (공시가)
Staying guests
(Initial price)

회원가
Members
(20% discount)

4인용 For 4 people

W 680,000

W 612,000

W 620,000

W 496,000

6인용 For 6 people

W 850,000

W 765,000

W 800,000

W 640,000

8인용 For 8 people

W 980,000

W 882,000

W 890,000

W 712,000

12인용 For 12 people

W 1,300,000

W 1,170,000

W 1,200,000

W 960,000

*카바나 예약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간 카바나: 이용날짜의 7일 전 / 야간 카바나: 이용날짜의 14일 전
(카바나 예약 문의: 02 2250 8087, 예약 가능 시간: 10:00am - 10:00pm)
*인원 초과 시 입장료가 부과됩니다. 주간 카바나 - 성인 W80,000 어린이 W60,000 / 야간 카바나 - 성인 W55,000 어린이 W45,000
*카바나 렌탈 취소는 예약일 기준 3일 전 22시까지 가능하며 2일~1일 전 취소 시 렌탈비의 50% 패널티, 당일 취소 시 렌탈비 전액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Cabana reservation period has changed. (Reservation available Hours: 10:00am -10:00pm, Cabana Reservation 02 2250 8087)
For daytime cabana: 7 days prior to the usage date / For night time cabana: 14 days prior to the usage date
*Additional entrance fee will be occurred for additional people.
Daytime Cabana - Adults W80,000, Children W60,000 / Night time Cabana - Adults W55,000, Children W45,000
*Cancellation on cabana rental is available until 3 days before 22:00 from the reservation date. If you cancel from 2 days or 1 day before
the rental date, 50% penalty will be charged. If you cancel on the rental date, 100% penalty will be ch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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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02 2250 8230, 8087

NOTICE
2018 오아시스 운영 안내
The Oasis 2018 Operating Notice

회원 지인 초청 규정 안내 Information for Non-members

오아시스 수영장
평일 입장
Weekdays for
Swimming
Pool

주간 카바나
평일 이용
Daytimes in
Weekdays
for Cabana

초청 쿠폰
적용 시
With coupon

생츄어리 시즌
Sanctuary Season
June 1 - June 30
Sep. 9 - Oct. 31

쿨 서머 시즌
Cool Summer Season
July 1 - July 20
Aug. 27 - Sep. 8

(Weekends & Holidays Excluded)

(Weekends & Holidays Excluded)

무료 쿠폰 8매 사용 가능
Free coupon
available for 8 times

무료 쿠폰 5매 사용 가능
Free coupon
available for 5 times

핫 서머 시즌
Hot Summer Season
July 21 - Aug. 26
(Weekends & Holidays Excluded)

유료 쿠폰 5매 사용 가능
Coupon with charges
available for 5 times

초청 쿠폰
미적용 시
Without coupon

회원 동반에 한해
회원 동반에 한해
비회원 입장료 부과
비회원 입장료 부과
Non-member admission fee Non-member admission fee

초청 쿠폰
적용 시
With coupon

유료 초청 쿠폰 5매 사용 가능 유료 초청 쿠폰 3매 사용 가능
(카바나 회원가 적용)
(카바나 회원가 적용)
Coupon with charges
Coupon with charges
available for 3 times
available for 5 times
(Member’s price will be
(Member’s price will be
applied for Cabana)
applied for Cabana)

초청 쿠폰 사용 불가
Coupon usage is not available

초청 쿠폰
미적용 시
Without coupon

비회원 이용 불가
비회원 이용 불가
Unavailable for non-members Unavailable for non-members

비회원 이용 불가
Unavailable for non-members

비회원 입장 불가
Unavailable for non-members

주말 및 공휴일
Weekends and Holidays

비회원 입장 불가
Unavailable for non-members

입장료
Entrance fee

성인 Adults: W80,000 / 어린이 Children: W60,000 (24 months - 12 years old)
*만 36개월 이하 유아 동반 시 보모 1인 입장 가능 (성인 비회원 입장료 부과)
Child less than 36 months can be accompanied with one guardian.
(Non-member admission fee will be occurred.)

*지인 초청 시 회원 1인당 1일 최대 2인(어린이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1매 사용→1인 초청 가능)
*지인을 초청할 경우 회원 본인이 사전에 쿠폰 사용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 필수)
*평일 주간 카바나 초청 쿠폰을 사용하여 지인을 초청할 경우 사전에 “바우처 사용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평일 오아시스 수영장 초청 쿠폰은 회원 1인당 전자 쿠폰으로 발행되며 반얀트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잔여수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일 주간 카바나 초청 쿠폰은 1구좌당 전자 쿠폰으로 발행되며 대표회원의 반얀트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잔여수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Member can invite maximum of 2 people per day. (Including children) *One coupon per person
*If an acquaintance is invited, member should announce the intention to use coupon in advance. (Advanced reservation is required.)
*Member should submit “Voucher Usage Consent Form” in advance to invite non-members for cabana usage.
(Daytimes in weekdays)
*The Oasis Swimming Pool (for weekdays) free coupon will be issued electronically and it can be found at Banyan Tree Application.
*Cabana free coupon (for daytimes in weekdays) will be issued electronically and it can be found at Principal member’s Banyan Tree Application.

Inquiry 02 2250 8230, 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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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트룬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Troon Advantage Program
트룬골프가 운영하는 전 세계 120여 골프 클럽에서 반얀트리 회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누려 보십시오.
해외 유수의 프라이빗 골프 클럽 부킹 서비스 및 특별 할인 혜택(그린피 약 10~40% 할인)을 제공해드립니다.
반얀트리 회원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플레이 할 수 있으며 30일 이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48시간 이전 취소
시 별도의 취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린피는 https://www.troon.com/troon-advantage/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
Alabama Cider Ridge Golf Club 외 7개 클럽 / Arizona Ak-Chin Southern Dunes Golf Club 외 17개 클럽 / Arkansas Hot Springs
Village-Coronado 외 6개 클럽 / California Aetna Springs Golf Course 외 17개 클럽 / Colorado Rollingstone Ranch Golf Club 외 1
개 클럽 / Connecticut Lake of lsles / Delaware Bayside Resort Golf Club 외 1개 클럽 / Florida Colonial Country Club 외 6개 클럽
/ Georgia The Westin Savannah Harbor Golf Resort & Spa / Hawaii Kahili Golf Course 외 4개 클럽 / Kansas Iron Horse Golf Club
/ Maryland The Bay Club / Massachusetts The Cape Club / Montana Old Works / Nevada Conestoga Golf Club / New Jersey
Stockton Seaview Hotel and Golf Club / New York Centennial Golf Club 외 1개 클럽 / North Carolina Maggie Valley Club & Resort
/ Oregon Pronghorn / Texas La Cantera Resort & Spa 외 3개 클럽 / Vermont The Golf Club at Equinox / Virginia Potomac
Shores Golf Club 외 1개 클럽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멕시코 Palmilla Golf Club / 파나마 Buenaventura Golf Club / 푸에르토리코 Bahia Beach Resort & Golf Club 외 1개 클럽 / 온두라스
Indura Beach & Golf Resort / 아루바 Tierra del Sol Resort & Golf / 바하마 Ocean Club Golf Course / 버뮤다 Port Royal Golf Course
유럽
불가리아 Pravets Golf Club / 키프로스 Secret Valley Golf Resort / 영국 The Grove / 그리스 Costa Navarino Greece(The Bay Course
& The Dunes Course) / 노르웨이 Lofoten Links / 러시아 Agalarov Estate 외 1개 클럽 / 스페인 Las Colinas Golf & Country Club 외 1
개 클럽 / 스코틀랜드 Fairmont St Andrews
아시아
대한민국 Alpensia Troon Country Club / 인도 Prestige Golfshire / 말레이시아 Els Club Desaru Coast(Ocean Course & Valley
Course) 외 1개 클럽
오세아니아
호주 Brookwater Golf 외 6개 클럽
중동
오만 Ras Al Hamra Golf Club / 아랍에미리트 Abu Dhabi Golf Club 외 7개 클럽 / 바레인 Royal Golf Club
아프리카
이집트 The Allegria Golf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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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02 2250 8125

NOTICE
블룸비스타 무료 숙박 혜택 종료 안내
Promotion Ended – THE BLOOMVISTA
객실 선착순 100개 한정으로 진행되었던 블룸비스타 무료 숙박 혜택이 소진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 night stay promotion at THE BLOOMVISTA has ended.

신규 제휴사 소개 - 씨마크 호텔
New Strategic Partnership - SEAMARQ Hotel
강릉 경포의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씨마크 호텔은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하고,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럭스티지(Luxury+Prestige) 호텔입니다. 고객의 휴식이
최고의 순간이 되는 곳, 씨마크 호텔에서 ‘진정한 쉼’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제휴 혜택 Benefits
- 전 객실 주중 15%, 주말 10% 할인 (BAR Rate 기준)
15% off Rooms on weekdays / 10% off Rooms on weekends (Best Available Rate)
- 2인 기준 조식 및 클럽 인피니티 (실내, 실외 수영장 및 짐), 미니바, 키즈클럽 이용 포함
Includes breakfast for 2, minibar, and access to Club Infinity & Kids Club
- 써멀스위트 (사우나) 50% 할인
50% off Sauna (Thermal Suite)
예약 문의 Reservations 033 650 7000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추가 입회 프로모션
Just Add Your Family Member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가족 추가 입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기존 회원 구좌에 가족회원 추가
입회 시, 가입에 따른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 새롭게 오픈하는 오아시스를
가족들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Period

2018년 5월 1일 - 6월 30일

Participants 반얀트리 회원
Benefits

- 성인 추가 시, 20만원 가족 식사권 제공
- 미성년 추가 시, 10만원 가족 식사권
및 키즈클럽 레슨 바우처 3매 제공

Inquiry

Inquiry 02 2250 8077

회원사업팀 02 2250 8286, 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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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ES & ACTIVITIES
IMG 아카데미 베이스볼 클리닉 IMG Baseball Clinic
지난 5월 17일, 세계 최대 스포츠 트레이닝 기관 중 하나인 IMG ACADEMY와 함께 주니어 회원 대상
베이스볼 클리닉을 진행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 전문 코치들의 밀착 지도를 받으며 Infield
Fielding, Outfield Fielding, Throwing, Batting, Base Running 등 스킬 트레이닝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MLB 선수들이 거쳐간 수준 높은 교육을 주니어 회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반얀트리 소잉 클래스 Banyan Tree Sewing Class
나만의 개성을 담은 소품을 재봉기로 직접 만들어보는 ‘반얀트리 소잉 클래스 with 소잉팩토리 부라더미싱’
초급 및 중급 과정에 참여할 회원님을 모집합니다. 소잉팩토리 부라더미싱의 소잉 전문 프로그램으로
재봉기의 다양한 기능과 노루발의 사용법 등을 배우며 소잉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보십시오.

초급 과정 2기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대상
인원
비용
예약

중급 과정

2018년 6월 8일 - 22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회당 2시간)
호텔동 2층 보드룸 B
1주차 : 기초 봉제 방법, 도구 사용법,
<테이블 매트/티코스터 제작>
2주차 : <노트백 제작>
3주차 : 지퍼노루발 사용법, <리본 클러치백 제작>
성인 회원 및 회원 동반 비회원
최대 6명
회원 33만원 / 비회원 36만원 (재료비, 재봉 도구
대여비 포함)
02 2250 8077, 8078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대상
인원
비용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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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8일 - 22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회당 3시간)
호텔동 2층 보드룸 B
1주차 : 주름 노루발 사용법, 단말이 노루발 사용법, 프릴감/
주머니 재봉하기, <벨트형 앞치마 만들기>
2주차 : 워킹 노루발 사용법, 접착솜/접착심지 사용법,
가방끈 재봉하기, <사각 토트백 만들기>
3주차 : 핀턱 재봉하기, 곡선/암홀 재봉하기, 안단감 재봉하
기, <린넨 원피스 만들기>
성인 회원 및 회원 동반 비회원
최대 6명
회원 48만원 / 비회원 54만원 (재료비, 재봉 도구 대
여비 포함)
02 2250 8077, 8078

Inquiry 02 2250 8077

PEOPLE
오재철 사진작가를 만나다
구도와 색, 빛을 보는 방법,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의 원리, 렌즈의 기능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감성을 사진으로 표현해 내도록 하는 포토 클래스 2018 ‘인생의 사진을 만들다’가 지난 3월~4월 2
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포토 클래스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인문학 강사,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재철 작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위 사진은 오재철 사진작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작가는 포토 클래스에서도 간단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실전 팁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주세요.
“생각의 경계가 없는 사람. 저는 상하좌우, 앞뒤의 벽을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가르칠 때도
이런 열린 생각으로 많은 사람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것을 즐겨요. 사진 작가로서 전문지식을 전달하지만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이 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릴 때부터 ‘본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놓치는 것을 싫어했는데 세계여행을 통해 보는 눈이 넓어지면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됐죠. 여행을 통해 가치관이 공고해지는 것을 느껴요. 전 어딘가에 묶여 고정되고, 한계가
지어지면 흥미를 잃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불허의 안개 속이고 불안정하지만 그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며 ‘자발적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반얀트리 클럽 회원을 모시고 진행한 포토 클래스, 어떠셨나요?
“포토 클래스에 참여한 회원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강연자는 저였지만 클래스를 이끌어간 것은 회원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진행했던 어떤 클래스보다 참석률이 높았고 회원들이 보여준 배움에 대한 열의는 저로 하여금 희열과
감동을 느끼게 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에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 회원 여러분을 보며 VIP
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VIP의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 촬영 팁을 주신다면?
“포토 클래스에서 매 회 강조했던 것처럼 자신의 감성을 담아 자신만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진작가로서 팁을 드리자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간단하게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사진 퀄리티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수동 모드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포토 클래스에 참여한 회원들도
처음에는 수동 모드를 낯설고 어색하게 느끼셨지만 나중에는 작품 사진을 만들어 내셨거든요. 또, 초보자의 경우에는
수직과 수평만 잘 맞추어도 훨씬 안정감 있고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하반기에도 5회에 걸쳐 포토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니 그 때 더 많은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삼청동 출사를 다녀오셨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해외 출사지가 있을까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북해도는 어떨까요?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삿포로 ‘물의 교회’
를 비롯해서 ‘청의 호수 비에이 아오이케’ 등 북해도의 자연 속에서 신비로운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해도에서는 6월까지 벚꽃을 볼 수 있다고 하니 흩날리는 벚꽃도 사진에 담구요. 하나투어 제우스월드가 기획하고
제가 동행하는 ‘포토클래스 중급 특강, 북해도 해외출사여행’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nquiry 02 2250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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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개관 8주년 기념 피트니스 오픈 클래스 Open Classes
밸런스 요가
Balance Yoga
탄탄한 하체 근력을 기반으로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집중력까지 길러주는 밸런스 요가를 경험해 보십시오. 남산의 기운을 느끼며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Date

June 1 (Fri) 2018

Hours

11:00am - 11:50am

Location

Fitness G.X Studio
Participants All adult members above 16
Preparation Gym wear, Gym shoes
Capacity

10 members

Lecturer

Se-Eun Baek

Price

Complimentary

*사전 예약 필수 (4인 이상 예약 시 진행)

테라피 빈야사 요가
Therapy Vinyasa Yoga
짧은 시간에도 체온 상승과 전신 근육, 관절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 몸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동시에 긴장 완화 및 근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빈야사 요가를 체험해 보십시오.
Date

June 7 (Thu) 2018

Hours

3:00pm - 3:50pm

Location

Fitness G.X Studio
Participants All adult members above 16
Preparation Gym wear, Gym shoes
Capacity

10 members

Lecturer

Mi-Hee Cho

Price

Complimentary

*사전 예약 필수 (4인 이상 예약 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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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02 2250 8118, 8120

RECREATION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개관 8주년 기념 피트니스 오픈 클래스 Open Classes
아쉬탕가 요가
Ashtanga Yoga
아쉬탕가는 여덟가지 단계의 수련이라는 뜻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힘을 요구하는 격렬한 스타일의
요가입니다. 한 자세에서 다음 자세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움직임 때문에 파워 요가의 원류이기도 한
아쉬탕가 요가를 경험해 보십시오.
Date

June 20 (Wed) 2018

Hours

1:00pm - 1:50pm

Location

Fitness G.X Studio

Participants All adult members above 16
Capacity

10 members

Lecturer

Hyun-Ji Lee

Price

Complimentary

Preparation Gym wear, Gym shoes
*사전 예약 필수 (4인 이상 예약 시 진행)

젠링 요가
Zenring Yoga
인체의 굴곡에 맞게 디자인된 젠링은 스트레칭을 하거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소도구입니다. 근력 강화, 근막 이완, 신체 밸런스와 운동 신경 발달, 유연성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젠링 요가를 경험해 보십시오.
Date

June 30 (Sat) 2018

Hours

11:00am - 11:50am

Location

Fitness G.X Studio

Participants All adult members above 16
Capacity

10 members

Lecturer

Ji-Eun Huh

Price

Complimentary

Preparation Gym wear, Gym shoes
*사전 예약 필수 (4인 이상 예약 시 진행)

Inquiry 02 2250 8118, 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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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개관 8주년 기념 피트니스 오픈 클래스 Open Classes
테니스 레슨 - 초급
Beginner Tennis Lesson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한 특별한 레슨이 진행됩니다.
Date

June 8 (Fri) 2018

Hours

10:20am - 11:00am

Location

Tennis Court A, B

Participants All adult members above 18
Capacity

A Court - 4 members
B Court - 4 members

Lecturer

Jung-Yeon Kim / Sang-Kyun Kim

Price

Complimentary

Preparation Gym wear, Gym shoes
*사전 예약 필수 (4인 이상 예약 시 진행)

웰니스컴퍼니 한동길 대표와 함께하는 건강강좌
Health Lecture
“순환이 내 몸을 살린다.” 체순환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는 건강강좌에 참여해 보십시오.
Date

June 28 (Thu) 2018

Hours

2:00pm - 2:50pm

Location

Fitness G.X Studio

Participants All adult members above 16
Preparation Gym wear, Gym shoes
Capacity

10 members

Lecturer

Dong-Gil Han

Price

Complimentary

*사전 예약 필수 (4인 이상 예약 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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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2018 키즈클럽 어린이날 ‘Sparkle Like a Star!’
Banyan Tree Children’s Day 2018 ‘Sparkle like a Star!’
2018 키즈클럽 어린이날 ‘Sparkle Like a Star!”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꿈을 찾아 떠나보는 여행에
참여해주신 모든 어린이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Sponsored by.

어린이 재능 계발 프로젝트 Ver.4 브레인 클럽 브리지 게임 2기 단원 모집
Brain Club_Bridge Game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성장 과정에 맞춰 연령대 별 총 8회
과정으로 알차게 구성된 브레인 클럽 브리지 게임으로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과 사교성을 키워주세요.

브리지 게임 Bridge Game
- 인류 최고의 지적 카드게임
- 파트너와 협동, 소통을 통한 사교성 개발

- 논리력, 사고력
- 향상 추론 능력 개발

Period

Every Thursday & Friday (총 8회 과정)

Hours

Every Thursday 4:30pm - 5:50pm (80mins) Ages 8-9
Every Friday

4:30pm - 5:50pm (80mins) Ages 10-11

Location

Kids Club

Participants

Kids members ages 8-11

Price

W308,000 / 8 sessions

Inquiry 02 2250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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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쿠킹 클래스 - 유정란 모닝빵
Egg Bun
신선한 유정란으로 달고 부드러운 모닝빵을
만들어 보세요.
Date

June 3 (Sun) 2018

Hours

2:30pm - 3:20pm

Location

Kids Club

Participants

Kids members above 4

Price

W33,000 (Including VAT)

쿠킹 클래스 - 닭가슴살 새우 무쌈말이
Chicken Breast & Shrimp Radish Roll
영양 가득한 닭가슴살과 새우로 맛있는
무쌈말이를 만들어 보세요.
Date

June 10 (Sun) 2018

Hours

2:30pm - 3:20pm

Location

Kids Club

Participants

Kids members above 4

Price

W33,000 (Including VAT)

쿠킹 클래스 - 단호박 양송이 피자
Sweet Pumpkin & Mushroom Pizza
단호박과 양송이버섯이 듬뿍 올라가 달콤하고
고소한 피자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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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June 17 (Sun) 2018

Hours

2:30pm - 3:20pm

Location

Kids Club

Participants

Kids members above 4

Price

W33,000 (Including VAT)

Inquiry 02 2250 8102

KIDS CLUB ACTIVITIES
DIY 목공 프로젝트1 - 다용도 선반
DIY - Wooden Shelf
나무 선반을 뚝딱뚝딱 만들며 꼬마 목수로
변신해 보세요.
Date

June 2 (Sat) 2018

Hours

2:30pm - 3:20pm

Location

Kids Club

Participants

Kids members above 4

Price

W27,500 (Including VAT)

DIY 목공 프로젝트2 - 3단 연필꽂이
DIY - Wooden Pencil Holder
나무로 만든 연필꽂이를 올려 책상 위를
장식해 보세요.
Date

June 9 (Sat) 2018

Hours

2:30pm - 3:20pm

Location

Kids Club

Participants

Kids members above 4

Price

W27,500 (Including VAT)

DIY 목공 프로젝트3 - 미니 행거
DIY - Wooden Hanger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미니 행거에 옷을 걸어
보세요.
Date

June 30 (Sat) 2018

Hours

2:30pm - 3:20pm

Location

Kids Club

Participants

Kids members above 4

Price

W27,500 (Including VAT)

Inquiry 02 2250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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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쿠킹 클래스 - 오렌지 치킨윙 & 코울슬로
Orange Chicken Wings & Coleslaw
친구들과 함께 오렌지향이 가득한 치킨윙과
새콤달콤한 코울슬로를 만들어 보세요.
Date

June 24 (Sun) 2018

Hours

2:30pm - 3:20pm

Location

Kids Club

Participants

Kids members above 4

Price

W33,000 (Including VAT)

어린이 판화
Engraving Art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동판에 나만의 그림을
새겨 보세요.
Date

June 16 (Sat) 2018

Hours

2:30pm - 3:20pm

Location

Kids Club

Participants

Kids members above 4

Price

W27,500 (Including VAT)

에코백 꾸미기
Canvas Bag
염색용 색종이와 다리미를 이용하여 멋진
에코백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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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June 23 (Sat) 2018

Hours

2:30pm - 3:20pm

Location

Kids Club

Participants

Kids members above 4

Price

W27,500 (Including VAT)

Inquiry 02 2250 8102

DINING OFFERS
온정
Season’s Special ‘On Jung’
초여름을 맞이해 면역력 향상과 피로 회복에 뛰어난 돼지감자로 솥밥을 준비했습니다.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제철맞이 솥밥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Date

June 2 - June 30 2018

Hours

11:30am - 5:00pm

Menu

계절 특선 솥밥 반상
(돼지감자 솥밥, 새우장, 보리새우 아욱국)

Price

W23,000

Location The Club Member’s Restaurant

냉면 반상
Cold Noodle
여름철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냉면 반상을 준비했습니다.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더위에 지친 입맛을
되찾아 주는 시원한 냉면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Date

June 2 - August 31 2018

Hours

11:30am - 5:00pm

Menu

메밀 물냉면과 만두
메밀 북어회 비빔냉면과 만두

Price

W19,900
(북어회 무침 W10,000, LA갈비 W15,000)

Location The Club Member’s Restaurant

리프레싱 서머 드링크
Refreshing Summer Drinks
달콤 상큼한 에이드가 생각나는 계절을 맞이해 멤버스 라운지에서 에이드와 아이스티를 선보입니다.
상큼한 청포도, 향긋한 레드 와인, 풍부한 향의 애플과 유자, 6가지 베리 블렌딩이 주는 매력을 느껴보세요.
Date

May 1 - June 30 2018

Hours

10:00am - 8:00pm

Menu

애플 유자티 W8,500
글렌 베리 W8,500
청포도 에이드 W10,000
와인 에이드 W10,000

Location Member’s Lounge

Inquiry 02 225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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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OFFERS
카카오프렌즈와 함께하는 트로피컬 디저트 타임
Tropical Dessert Time with Kakao Friends

라이언 망고 & 멜론 뷔페
Ryan Mango & Melon Buffet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사랑스러운 카카오프렌즈와 함께 하는 라이언 망고 & 멜론 뷔페를 선보입니다.
라이언이 선택한 싱싱한 열대 과일 망고와 달콤한 멜론의 향연 그리고 망고와 멜론과 조합된 여러가지
샐러드 및 디저트를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Period

May 1 - September 30 (Fri-Sun & Holidays) Price

Adult W55,000

Hours

1st sitting 12:00pm - 1:40pm

Kids W44,000

2nd sitting 2:00pm - 3:40pm

(*Above 36 months old-below 13 years old)

Menu

- 신선한 과일과 망고 & 멜론으로

Location

*회원 10% 할인
Granum Dining Lounge

달콤상큼함을 담은 30여 종의 디저트 뷔페
- 프리미엄 티 브랜드 ‘팔레데떼’, ‘사루비아
다방’, ‘로네펠트’의 다양한 종류의 티 또는 커피

카카오프렌즈 빙수
Kakao Friends Bingsoo
귀여운 카카오프렌즈 친구들이 반얀트리 서울에 놀러왔어요!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다양한 빙수를
즐기며 시원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Period

May 1 - September 30 2018 (Mon-Thu)

Hours

2:30pm - 6:00pm (L.O 5:30pm)

Location

Granum Dining Lounge

Menu

- ‘제이지 빙수’ W25,000 (귀리)

- ‘어피치 스무디’ W11,000 (복숭아 & 망고)

- ‘어피치 빙수’ W27,000 (토마토 & 바질)

- 빙수 + 스낵메뉴 W33,000

- ‘튜브 빙수’ W27,000 (블루치즈 & 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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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메뉴 : 떡볶이 또는 햄&치즈 샌드위치 중 택1)

Inquiry 02 2250 8000

DINING OFFERS
세렌디피티 - 뜻밖의 행운
Serendipity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하는 Moon Bar에서 “뜻밖의 행운”을 준비했습니다. 상쾌하면서도 바디감이
풍부한 샴페인과 스페셜 플래터로 구성된 “Serendipity (뜻밖의 행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eriod

May 1 - September 30 2018

Hours

6:00pm - 9:00pm

Menu

드라피에 샴페인 Set - W230,000
드라피에 샴페인 1병, 플래터&피자, 뜻밖의 행운
글랜피딕 위스키 Set - W330,000
글랜피딕 12년 (500ml), 플래터&피자,
소트프 드링크 2잔, 뜻밖의 행운

Location Moon Bar

쁘띠 이비자
Petit Ibiza with Moonlight
Moon Bar 야외 테라스에 작은 이비자 섬이 오픈했습니다. 남산에 둘러쌓인 작은 자쿠지섬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나뿐인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Period

June 1 - June 30 2018

Hours

6:00pm - 12:00am

Menu

웰컴 칵테일 4잔,
샴페인 1병 (보드카 또는 위스키),
BBQ 플래터, 프렌치 프라이,
소프트 드링크 4잔
W500,000 (4인)
*1인 추가 시 W100,000 추가
*회원 15% 할인

Location Moon Bar

Inquiry 02 2250 8000

19

DINING OFFERS
주 효 연 酒肴宴
Joo Hyo Yeon
페스타 가든에서 술과 맛, 그리고 남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주 효 연 酒肴宴’을 선보입니다.
최상급 품질의 한우 특수부위를 화로 구이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Period

June 7 (Thu) 2018 ~ (Thu, Fri) *매주 목, 금요일 2일만 진행

Hours

6:00pm - 10:00pm

Price

한우 특수부위 (150g) W84,000 (1인) * 웰컴 샴페인 1잔 포함 * 2인 이상 주문 가능

Location

Festa Garden *우천 시 취소

오아시스 아웃도어 키친
Oasis Outdoor Kitchen
오아시스 풀사이드에서 20여종의 아시안 푸드 및 오아시스 바베큐 플래터 등 단품 메뉴와 40여종의
메뉴로 구성된 풀사이드 BBQ 뷔페를 만나 보십시오. 비오는 날에는 7080 음악을 감상하며 전, 보쌈,
짬뽕을 즐길 수 있는 ‘오아시스 포차’ 로 변신합니다.

Period

Menu

생츄어리 시즌
Sanctuary Season

풀사이드 런치 Poolside Lunch
(단품 메뉴 W14,000 부터)

June 1 - June 30
Sep. 9 - Oct. 31

풀사이드 BBQ 뷔페 Poolside BBQ Buffet
성인: W89,000 / 어린이: W45,000

쿨 서머 & 핫 서머 시즌
Cool Summer &
Hot Summer Season
July 1 - Sep. 8

Hours
주중 Weekdays 10:00am - 7:00pm (Last Order 6:30pm)
주말 Weekends 10:00am - 5:00pm (Last Order 4:30pm)
주말 Weekends 6:00pm - 9:00pm

풀사이드 런치 Poolside Lunch
(단품 메뉴 W14,000 부터)

전일 Weekdays & Weekends
10:00am - 5:00pm (Last Order 4:30pm)

풀사이드 BBQ 뷔페 Poolside BBQ Buffet
성인: W89,000 / 어린이: W45,000

전일 Weekdays & Weekends
6:00pm - 9:00pm

*모든 단품 메뉴 주문은 오전 11시부터 가능합니다.
*6월 1일 ~ 7월 31일까지 우천시에는 '오아시스 포차' 특별 메뉴 (해물파전, 부추전, 김치전, 보쌈, 짬뽕세트 등)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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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02 2250 8170, 8000

DINING OFFERS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와인 보관 서비스
Wine Cellar @The Club Member’s Restaurant
6월 1일부터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회원님들의 와인을 소중하게 보관하여 드립니다. 회원님들께
특별하게 선보이는 와인 보관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해보세요.

Date

June 1 2018 ~
*최소 1년 계약 후 연 단위로 연장 가능

Price

W500,000 per year (1인 최대 20병 보관 가능)

Benefit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F&B 영업장 이용 시 특별 코키지 차지 적용 (W15,000/1병)
*Moon Bar 제외

Location

The Club Member’s Restaurant

Inquiry

02 2250 8157

몽상클레르 6월 프로모션
Mont St. Clair Promotion
몽상클레르는 신제품 ‘쇼콜라 패션 쇼트케이크’를 비롯하여 코코넛과 망고가 가득한 ‘스페루 코코’,
바삭하고 고소한 에클레어에 망고 크림이 담긴 ‘망고 에클레어’, 홋카이도산 생크림과 망고의 만남
‘세종드 망고’ 등 다양한 망고 디저트를 선보입니다. 신선한 망고의 상큼함과 달콤함을 몽상클레르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Date

June 1 - June 30 2018

Hours

9:00am - 9:00pm

Location

Mont St. Clair 반얀트리 호텔점

Inquiry

02 2250 8171

Inquiry 02 2250 8157, 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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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02 2250 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