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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DINING OFFERS

MONTHLY CURATION

Club Monthly Closing Day

2022년 8월 2일 (화) | Augu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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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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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4일 (일), 28일 (일) | August 14 (Su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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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0 – 22:00 (직원 상주 시간 07:00 – 21:00)

Sauna Family Day

Golf Range Operating Hour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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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회원권 전환 프로모션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힘입어 8월 1일부터 2차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현재 이용 중이신 회

원권을 아래의 신규 회원권으로 전환하시면, 입회계약 만기 시 발생될 수 있는 계약조건 변경 등과 같은 갱신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전환에 대한 혜택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입회보증금 반환조건: 개인 회원의 사망 및 법인 회원 해산 또는 청산 (명의개서는 상시 가능)

대상  전 회원

기간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 신규 회원권 전환 및 프로모션 혜택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 본 프로모션은 선착순 100구좌로 마감됩니다.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99

1 2차 회원권 전환 프로모션 안내

유형 신규 회원권 사용자 구성 계약기간

개인 / 법인 1.0억 성인 1인

평생부부 1.5억 성인 2인 + 미성년 1인

가족 1.9억 성인 2인 + 미성년 3인 또는 성인 3인

신규 회원권 안내

Notice
NOTIC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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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HOTEL

2022년 연회비 납부 혜택으로 제공된 객실 바우처와 레스토랑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회원 바우처 유효기간  2022년 2월 1일 - 2023년 1월 31일

※ 레스토랑 바우처는 테이블당 최대 3매 사용 가능합니다.

※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희망하시는 날짜에 예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만료 전 소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바우처와 레스토랑 바우처는 모두 전자 바우처로 제공되며, 본인 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  회원사업팀 02 2250 8084, 8085

아이.엠 (i.M) - 프리미엄한 이동

아이.엠(i.M)은 전차량 최신형 RV 차량으로 편안하고 쾌적하게 운행됩니다.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운행되며, 태블릿 

PC와 와이파이 존이 운영되어 즐겁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넓고 청결한 아이.엠(i.M)과 함께 품격있는 이동을 경험해 보세요.

2 2022 회원 바우처 유효기간 안내

주요서비스 

- 아이.엠택시 App 다운로드 후 [메뉴]>[쿠폰함]에서

 쿠폰 번호 [IMBYTREE] 등록

- 쿠폰 코드 등록 시 상시 10% 할인 (자동 결제 등록 필수) 

- 공항 예약 및 골프 예약 24시간 App을 통해 가능 

- 하이리무진 카니발로 운행되는 '하이 블랙'으로 VIP 의전

* 쿠폰 등록 가능 기간 : 2022년 8월 31일 (수)까지

* 혜택 제공 기간 : 2023년 6월 30일 (금)까지

콜센터 1688-7722

홈페이지 www.imforyou.co.kr

3 제휴사 안내 

Notice



5

NOTICE  CLASS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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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4일 (목) –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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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 (월) - 8월 29일 (월)

*매주 월요일, *8/15 휴강

10:00, 14:00 (각 3시간)

최민건 대표

회원 4회 400,000원 / 비회원 4회 440,000원

(재료비 포함)

키즈클럽 액티비티룸 (클럽동 5F)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날짜

시간

강사

가격

장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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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Exhibition

커피와 대나무 숲 486x390cm acrylic 2019 (003)

< Festa in Forest >

2022년 8월, 반얀트리 클럽동에서는 아티스트 탐색 

프로젝트 세 번째로, 안윤모(b.1962~)작가의 회화 작품들 

을 선보입니다. 2022년 8월 3일(수)부터 9월 18일(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메마른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자연인 숲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풍경을 

표현한 회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윤모 작가는 

작품에서 의인화한 동물들을 등장 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재치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엉이와 호랑이는 우리들처럼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여행을 즐기는데, 이는 관람자 

와의 관계를 더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들이 

사는 세상이 많은 부분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작품 속 상상의 풍경은 현실 

세계에 위치한 우리들에게 말을 걸며 위로하고 함께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줍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언제나 함께 

숨 쉬는 존재로 있어야 한다. 자연 속에 진실이 있고,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 거울을 비추기 위해 우리는 도심에 

동물을 초대했다”고 설명합니다. 도심에 나타난 동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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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간 |  2022년 8월 3일 (수) – 9월 18일 (일)

장소 |  클럽동 로비

문의 | 클럽 컨시어지 02 2250 8077, 8078

갤러리 플래닛 02 540 4853

자연은 지친 우리들의 삶에 유쾌한 상상과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전시에서는 바쁘게 지나가는 

도시의 삶에서 숲 속의 동물들과 쉼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변화하는 계절 속, 

생명이 생동하는 작품의 숲에 잠시 들러 일상 속 여유를 

느끼는 기회가 되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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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얀트리 서울 회원분 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치 미술가이자 여러 매체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회화, 조각, 설치와 프로젝트 등의 시각적 메시지 

를 전달하는 예술가 안윤모입니다.

작가님의 작품에는 동물, 특히 부엉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삼십 년 조금 넘게 다양한 동물들의 형상을 표현해 왔고, 

주로 십이지에 해당하는 동물 위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인간들의 삶에 대한 다소 진지한 주술적인 면을 

표현하는 원시미술에 매료되어 평면적인 동물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동물들의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엉이도 그중에 하나였고, 20여 

년 전에 있었던 개인전인 “도심 속 부엉이” 전을 계기로 

보다 많은 형태의 부엉이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부엉이를 표현하려는 것은 환경 문제인 공존의 

의미를 메시지로 표현하려던 것이었고, 그 이후에 책을 

그리던 2009년 이후에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와 책이 잘 

어울려서 지속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엉이를 비롯한 호랑이 등의 의인화된 동물들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작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참고하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주로 제 작품에 등장하는 꽃, 동물, 커피, 책, 음악 등은 제가 

좋아하는 소재들입니다. 작품에는 주로 작가의 주변에 놓인 

환경 등이 많이 반영되는데, 소소한 일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느끼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작품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번 반얀트리에서 전시되는 작품 중 하나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대부분 부엉이가 소재로 등장하는 작품들로 

구성됩니다. “화가들의 책장” 이란 시리즈 작품은 책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소 초현실주의적인 생각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추락하는 ‘이카루스’의 모습을 심장 대신에 

하늘을 표현하는 등의 스토리텔링에 좀 더 무게를 두어서 

애착이 갑니다. 예술이란 메시지의 전달이 있어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니까요.

앞으로의 작업 방향이 궁금합니다.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스케일이 큰 작품들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20여 년부터 시작해오고 있는 세계 발달 장애 

친구들과 함께하는 월드 투어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작품에도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현재의 시대를 작품에 반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Interview

안윤모 작가 인터뷰

2022년 8월 한달간 반얀트리 서울에서  전시 < Festa in Forest >가 진행됩니다.

작품들 속에 녹여낸 메시지는 물론, 좋아하는 소재들을 그림에 담아낸 안윤모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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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갤러리 인숍 – 디디에 두보

Gallery Inshop

프렌치 감성의 데미 파인 주얼리 브랜드 디디에 두보

디디에 두보는 내면의 관능미와 외적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여성들을 위한 프렌치 감성의 데미 파인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현대적인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여성의 내적, 외적 아름다움을 ‘듀얼 페미니티’라 칭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브랜드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디디에 두보만의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주얼리 컬렉션을 갤러리 인숍에서 만나보세요

SPA & GALLERY

기간

시간

혜택

가격

장소

문의

2022년 8월 1일 (월) – 8월 31일 (수)

11:00 – 21:00

30% 할인

반얀트리 나이트 퀸 샤워 젤 300ML 39,200원 (정가 56,000원)

반얀트리 나이트 퀸 바디 로션 300ML 46,200원 (정가 66,000원)

반얀트리 갤러리

02 2250 8115, 8116

아침 저녁으로 샤워가 잦아지는 여름철,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진정시켜 

주는 나이트 퀸 샤워 젤로 피부를 보호하세요. 코엔자임 Q10과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피부를 탄탄하게 보호하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플로럴한 

향이 은은하면서 기분 좋게 퍼지고 동시에 보습 효과로 활력을 줄 수 있는 나이트 

퀸 바디 로션도 함께 사용해 보세요.

반얀트리 나이트 퀸 바디 케어 제품

‘서머 테라피’ 프로모션 - 30% 특별 할인

 Gallery

2022년 8월 1일 (월) - 8월 31일 (수)

09:00 - 20:00

갤러리 인숍 (클럽동 로비층)

디디에 두보 080 350 0368

WWW.DIDIERDUBOT.CO.KR

기간

시간

장소

문의

특별혜택

- 현장 구매 시, 10% 할인

- 구매 금액별 추가 할인 혜택 



11

GX 프로그램 안내

RECREATION

1  힐링 디톡스(웰에이징)

올바른 체형교정과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고 독소 배출 및 부종을 감소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코스를 경험해 보세요.

요일

시간

가격

장소

문의

매주 화요일, 목요일

9:00, 19:00 (각 50분)

33,000원

클럽동 피트니스 1층 GX룸

클럽 리셉션 02 2250 8120, 8118

3  줌바 피트니스 클래스

라틴 리듬에 맞춘 역동적인 동작으로 전신 운동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줌바 피트니스 클래스에 참여해 보세요.

매주 수요일 & 일요일

15:00 (50분)

33,000원

클럽동 피트니스 1층 GX룸

클럽 리셉션 02 2250 8120, 8118

날짜

시간

가격

장소

문의

2  테라필라 마사지

폼롤러를 사용해 림프를 자극하는 스트레칭을 중심으로

평소 통증이 심한 부위의 통증 완화와 근육의 움직임이 불편한 

부분을 이완시켜 보세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8:00 (50분)

33,000원

클럽동 피트니스 1층 GX룸

클럽 리셉션 02 2250 8120, 8118

요일

시간

가격

장소

문의

반얀트리 서울 피트니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그룹 수업을 소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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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RECREATION

반얀트리 사우나 클린 캠페인

사우나 내 핸드폰 사용 및

영상통화 절대 금지

실내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사우나 내 염색,

팩, 유리제품 사용 금지

클럽 물품 외부 반출 금지

(운동복, 양말 등)

공용 공간 내 자리 선점 금지

(탕, 파우더룸)

호텔 진출입 시 유의사항 안내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호텔 진출입 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호텔에서 장충동 방향 진출 우회전 시

2. 한남동 방향에서 호텔 진입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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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기분이 좋아지면 물 위로 둥둥 떠올라 소원을 

이뤄주는 마리모 집을 멋지게 꾸미고,

마리모가 물 위로 떠오르면 소원을 빌어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8월 6일 (토)

14:30 – 15:20

33,000원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1                DIY Project - 어항

생크림같이 하얀 클레이와 귀여운 장식 데코들로 

마카롱 모양의 케이스를 꾸며 달콤한 향기 가득 

풍기는 케이스로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8월 27일 (토)

14:30 – 15:20

33,000원

5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나무 반제로 숲 속에 숨겨진 나만의 캠핑장을 

만들어 무더운 여름을 피해 새소리와 물소리로 

가득한 자연 속으로 캠핑을 떠나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8월 13일 (토)

14:30 – 15:20

33,000원

8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여러 가지 색상의 실을 가로, 세로로 쌓아 올리는 직조 

기법으로 부엉이를 만들어 내 방을 행운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8월 20일 (토)

14:30 – 15:20

33,000원

8세 이상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상기 이미지는 실제 작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DIY Project - 마카롱 케이스3                DIY Project - 부엉이

2             DIY Project - 미니어처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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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S CLUB ACTIVITIES

세계 여러 나라의 집을 배워보고, 우리 가족과 집 그림을 천 위에 그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쿠션을 만들어 보세요.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 이름도 지어서 불러주고, 불안하거나 걱정될 때 또는 속상할 때 언제든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중한 친구로 만들어 보세요.

날짜

시간

가격

날짜

시간

가격

대상

장소

문의

대상

장소

문의

2022년 8월 7일 (일)

14:30-15:20, 15:40-16:30 (50분)

70,000원 / 1회

2022년 8월 21일 (일)

14:30-15:30, 15:50-16:50 (50분)

70,000원 / 1회

6세 - 8세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6세 - 8세 키즈 회원

키즈클럽

02 2250 8102

1                 키즈 패브릭 아트 - 집 쿠션

2                 키즈 패브릭 아트 - 인형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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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상시 운영

18:00 – 22:00

블랙 앵거스 토마호크 

블랙 앵거스 티본 

프라임 꽃등심 

프라임 채끝등심 

허브-크러스트 양갈비 

200,000 – 250,000원 (2인 기준)

*회원 15% 할인 제공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02 2250 8000

Dining Offers

1 더 스테이크 오브 그라넘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풍부한 육즙과 진한 육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스테이크를 즐겨보세요.

블랙 앵거스와 최상급 프라임 등급의 스테이크가 세이버리 

메뉴와 함께 준비됩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8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다양한 

식음 프로모션과 함께 남산으로 여유로운 미식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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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머 브런치 스페셜

3 샴페인 스페셜

4  셰프 콜라보레이션 디너 – My Thai, My Korean

2022년 8월 21일 (일)

18:00 – 22:00

컨템포러리 타이 코스

<페스타 바이 민구, 밍글스> 강민구, <주옥> 신창호, 

<모수> 안성재, <임프레션> 윤태균, 

<Le Du> Ton, <Lerdtip> Gigg

1인 300,000원

* 와인 페어링 추가 시 3잔 150,000원

페스타 바이 민구

02 2250 8170

* 선착순 예약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상시 운영

18:00 – 01:00

디럭스 세트 280,000원

Veuve Clicquot Yellow Label NV 750ml 1병,

고메 치즈 플래터

프리미엄 세트 760,000원

Krug Grande Cuvee NV 750ml 1병,

고메 치즈 플래터 

문 바 21층

02 2250 8000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2022년 6월 4일 (토) – 8월 28일 (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12:00 – 14:30

샐러드와 디저트 섹션, 라이브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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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서머 브런치 스페셜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맞이해보세요. 풍성하게 차려지는 브런치 뷔페 메뉴와 

함께 입맛을 돋워줄 크랩 요리를 준비해드립니다.

한국과 태국의 스타 셰프 6인이 한자리에 모여 미각을 

사로잡을 이색적인 갈라 디너를 선보입니다. 미식의 나라 

태국 현지의 맛과 컨템포러리를 접목한 색다른 요리에

각 셰프의 서로 다른 색깔이 더해진 특별한 디너 코스를 

페스타 바이 민구에서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산과 도심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문 바에서 

산뜻한 과실향과 섬세한 버블을 느낄 수 있는 샴페인, 

다채로운 구성의 치즈 플래터로 특별한 하루를 기념해보세요.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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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정 <경상도> 편

6 추석 명절 밥상 투 고

7 클럽 돌상차림

기간

시간

메뉴

장소

문의

기간

시간

메뉴

가격

장소

문의

기간

시간

포함

장소

문의

2022년 8월 1일 (월) – 8월 31일 (수)

11:30 – 16:00

‘온정’ 향토 반상 32,000원

(문어 미나리 솥밥, 얼큰 소고기 콩나물 찌개,

오징어 더덕 무침)

구름을 벗삼아 막걸리 19,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온기 가득한 솥밥과 함께 정성을 

담아 준비한 향토반상 ‘온정’을 선보입니다. 경상도편에서는 

여름 몸보신에 좋은 문어 솥밥과 국물이 칼칼한 소고기 

콩나물 찌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간편하게 상차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명절 밥상 

투고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명절 

밥상으로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아이의 첫 생일을 

기념해보세요. 돌상, 생화 장식, 포토 테이블 등 4가지 타입의 

돌상차림 옵션과 정갈한 한식 또는 세련된 양식 코스로 우리 

가족만의 소규모 돌잔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화) – 9월 6일 (화) 

* 픽업일 기준 최소 3일 전 예약 필수

11:30 – 21:00

소갈비살 찜, 간장게장, 모듬 전유화, 보리굴비 구이, 

홈메이드 훈제 연어, 더덕 간재미 무침, 소고기 탕국, 

전복장

495,000원 (4인 기준)  * 2인 추가 시 250,000원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상시 운영  * 2주 전 예약 필수

11:30 – 22:00

[돌상차림] 650,000원 – 850,000원

입식 생화 1단 돌상(4가지 타입), 포토 테이블, 돌잡이 

용품, 테이블 생화 장식

[식사] 1인 150,000원

한식 또는 양식 코스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

02 2250 8157

DIN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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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CURATION

일상의 여유를 선사하는 델리 앤에서 이 달의 큐레이션인

Deli & Cheese를 콘셉트로 준비한 4가지 치즈를 만나보세요.

장소   클럽동 로비층 델리 앤   |   문의   02 2250 8171

CheeseCheeseDELI &

프로볼론 발파다나 돌체 9,000원

GOUDAGOUDA

PROVOLONE
PROVOLONE

EMMENTAL
EMMENTAL

BRIE
BRIE

빔스터 에이지드 12,000원

란다나 고다 머츄어 12,000원

바시론 트러플 치즈 18,000원

모노 치즈 나이프

299,000원

레그노아트

프로슈토 도마/트레이 CT-L

190,000원

일드프랑스 미니 브리 10,000원

일드프랑스 브리 슬라이스 11,000원

엠보그 에멘탈러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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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CURATION

드넓은 수평선부터 선인장이 자라나는 수상한 물웅덩이까지, 아티스트들이 포착한 다양한 물의 모습. 

글 양혜연 (<더네이버> 피처 에디터)  매달 하이엔드 멤버십 매거진 <더네이버>와 제휴해 패션, 뷰티, 아트, 라이프스타일의 주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오랜 세월 자연, 그중에서도 바다에 천착해온 오병욱 작가. 그의 ‘Sea of my mind’ 

연작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 도착해 방명록에 서명하던 당시 벽면에 

걸려 있던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캔버스에 등장하는 건 어떠한 포말이나 파도, 심지어 

하늘 위 태양조차 보이지 않는 고요한 수평선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을 수만 번 

찍어 완성하는 노동집약적인 작업 방식은 작품 안에 커다란 울림을 만든다. ‘Sea of my 

mind’라는 작품명에서 짐작했겠지만 그가 그리는 대상은 실재하는 바다가 아닌 마음속 

정경이다. 서울에서 잘나가는 큐레이터였던 작가는 1990년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기 

위해 돌연 귀농한다. 자장면 한 그릇조차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시골로 

내려간 작가는 폐교를 작업실 삼아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마치 그의 작품 

속 바다처럼 묵묵하고 고요하게.

내 안의 바다
오병욱

오병욱, ‘Sea of my mind #2205012’, 2022, 

Acrylic on canvas, 117×80cm 

이미지 제공 아트사이드 갤러리

물의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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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에서 보낸 한나절
엘리자베스 랭그리터

엘리자베스 랭그리터는 ‘Everyday can be holidays!’를 

슬로건 삼아 휴가지에서의 풍경을 그린다. 호주 출신인 그는 

수영, 스키와 같은 야외 레저를 신나게 즐기던 어린 날의 

기억을 끌어내 작품의 모티프로 삼는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작품 형식이 평면과 입체를 넘나든다는 것. 작가는 캔버스 

위에 세밀하게 배경을 그린 후 손으로 작업한 3차원의 인물 

피규어를 올려 완성하는데, 독특한 작업 방식은 여유로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휴가지의 분위기를 보다 생생하게 전한다.    

Elizabeth Langreiter, ‘Summer is the Best’, 

2022, Mixed Media, 101×152cm 

이미지 제공 갤러리투스톤

물속에서 자라는 선인장

원성원

현실에서 촬영한 사진 수천 장을 콜라주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원성원 작가는 

2017년 7개의 직업을 동물과 자연 풍경으로 상징화해 선보였다.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겨난 ‘직업이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작품으로 연구원은 선인장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선인장이 자라나는 위치가 수상하다. 

사막이 아닌 깊은 동굴 속 점점 차오르는 물웅덩이라니. 연구원은 이제 과제에 직면한다. 

선인장이 물에 잠기기 전에 빠르게 생장하게 만들거나 물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립된 공간에서 오직 목표에만 집중해 일하는 연구원을 표현한 

이미지로 선인장을 잠식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숨통을 턱 막히게 하는 물의 모습은 

서늘하기까지 하다.

원성원, ‘연구원의 선인장(The Cactuses of 

Researchers)’, 2017, c-print, 120×200cm 

ⓒ Artist and ARARIO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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