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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컨티넨탈 설 선물세트
2021 년 신축년을 맞아,
인터컨티넨탈 셰프와 호텔 전문가들이 정성을 담아 마련한 선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최상급 한우 1 ++ (9)와 송로버섯 세트

우월한우와 독도새우세트

한우 1++중 상위 5%의 마블링 9등급만을 선별, 스테이크로 가장 좋은 네가지 부위를 담았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인근에서 잡힌 독도새우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인 도하 새우만을 선별하고,

이탈리아산 송로버섯과 12년산 발사믹 식초를 더해 귀한 손님의 품격에 걸맞은 최고급 선물세트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키운 우월한우를 구이부터 국거리까지

* 10세트 한정

요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부위로 구성하였습니다.
* 20세트 한정
* 독도새우는 산지의 날씨에 따라 배송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

송로버섯 200g, 슬라이서, 한우 1++(9) 등심 · 채끝 · 안심 · 치마살 각 1kg, 발사믹 식초

구성

독도새우 1kg, 한우 1++ 안심 · 등심 · 채끝 · 양지· 사태 각 600g

가격

2,500,000원

가격

1,800,000원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우월한우 12종 오마카세 세트

영광 알배기 굴비 세트

친환경 사료만을 이용해 키운 우월한우 한 마리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부위를

최고의 굴비를 만들어내는 남도 법성의 해풍으로 약 1년간 정성껏 말린 알배기 굴비 세트입니다.

동시에 맛볼 수 있도록 정선해 선보입니다.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12종 오마카세 세트로,

27cm 가량의 큼직한 크기로, 살이 두툼하고 알이 가득 담긴 최상급 굴비를 엄선하였습니다.

풍성한 식탁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 50세트 한정

구성

가격

한우 1++ 안심 · 알등심 · 제비추리 · 채끝 · 업진살 각 300g, 토시살 · 안창살 · 부챗살 · 새우살 · 치마살 각 300g,
사태 · 양지 각 500g

구성

최상급 알배기 굴비 10마리

1,450,000원

가격

1,300,000원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우월한우와 랍스터세트

미국산 프라임 스테이크 세트

올레인산 함유량 측정을 통해 선별된 우월한우의 최고급 부위 중 구이용으로 적합한 세 가지와

미국산 소고기 중 가장 품질이 좋은 프라임 등급의 스테이크로 가장 맛있는 부위만 골라 정성껏 정선했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드실 수 있도록 셰프가 직접 손질한 랍스터의 꼬리를 함께 담은 세트입니다.

프라임 등급 고유의 고소한 맛과 풍부한 육즙을 맛볼 수 있습니다.

풍미가 좋은 무염버터를 함께 담아 랍스터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구성

한우 1++ 채끝 · 등심 · 업진살 각 600g, 랍스터 꼬리 800g, 특허 소시지 1kg

구성

안심 · 등심 · 채끝 각 600g

가격

700,000원

가격

520,000원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최고급 양갈비 세트

미국산 세 가지 갈비구이 세트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양고기가 인터컨티넨탈 셰프의 특제 비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소갈비 중 가장 부드럽고 살코기가 많은 6 ~ 8번 갈비의 가운데 부분을 골라 담았습니다.

프렌치 스타일과 중동 스타일 소스를 이용해 마리네이드한 두 가지 맛의 양갈비를 만나보십시오.

호텔 셰프가 직접 세 가지 방법으로 손질해 각기 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리에 어울리는 2가지 소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구성

프렌치 양갈비 1.5kg, 아랍식 어깨갈비 1.5kg, 갈릭 머스터드, 민트젤리

구성

불갈비 · LA갈비 · 진갈빗살 각 1kg

가격

500,000원

가격

440,000원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한우 불고기와 송화버섯 세트

한우 채끝등심과 훈제연어, 특허 소시지 세트

인터컨티넨탈 셰프가 직접 얇고 부드럽게 잘 저며 만든 한우 불고기 세트입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인터컨티넨탈 시그니처 상품을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향긋한 풍미가 느껴지는 송화버섯을 함께 구성해 더욱 풍성한 선물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키운 우월한우 등심과 24시간 너도밤나무 훈연을 거친 연어,
간장을 이용해 풍미를 살린 특허 소시지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구성

한우 1+ 불고기 2kg, 송화버섯

구성

한우 1++ 채끝 600g, 훈제연어 1kg, 특허 소시지 1kg

가격

390,000원

가격

380,000원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미국산 특수부위 세트

마스터 셰프의 홈메이드 레시피 세트

호텔 셰프가 미국산 소고기 중 특수부위를 집에서 구워 드시기 좋게 가공한 세트입니다.

30년간 축적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노하우로 탄생한 시그니처 상품입니다.

토시살과 부챗살 등 다양한 부위와 갈릭 솔트, 머스터드를 함께 드립니다.

특히 홈메이드 스타일 소시지는 특허받은 기술을 적용, 염도가 낮은 건강식 소시지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호텔에서 직접 훈연한 연어와 콜드컷 등 다양한 상품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구성

살치살 · 치마살 · 토시살 · 부챗살 · 갈빗살 · 아롱사태 각 600g

가격

360,000원

구성

홀스레디시, 사워크라우트, 포메리 머스터드
가격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훈제연어 500g, 베이컨 500g, 특허 소시지 1kg, 콜드컷 200g, 미트로프 500g, 케이퍼, 피클,

240,000원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셰프 특선 차례상
굴비와 한우, 문어 등 국내산 최상급 식재료를 이용한 9가지의 차례 음식을 인터컨티넨탈 한식 전문 셰프가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차례상을 좀 더 편리하게 만나보십시오.
* 48시간 전 예약 필수이며, 신선한 식자재의 확보를 위해 2월 9일 12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구성

탕국 2L, 육적 3장, 어적(국내산 굴비) 3마리, 육전(국내산 한우), 도미전, 새우전, 삼색 나물

가격

790,000원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한가족 세트

한가족 세트

우월한우 특수부위 세트

우월한우 등심과 양지

올레인산 함유량 측정을 통해 선별된 우월한우의 특수부위를 정성껏 골라 담은 선물세트입니다.

고소한 구이 혹은 산적으로 요리하기에 제격인 꽃등심, 국물의 풍미를 더하는 국거리 양지를

인터컨티넨탈 셰프가 네 가지 다양한 특수부위를 직접 손질해, 구이 요리를 더욱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구성한 세트입니다. 명절 상차림 용도로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상품입니다.

구성

한우 1++ 업진살 · 치마살 · 부챗살 · 토시살 각 300g

구성

한우 1++ 꽃등심 · 양지 각 600g

가격

330,000원

가격

300,000원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한가족 세트

한가족 세트

최고급 호주산 와규 꽃등심과 특허 소시지

네 가지 생선구이 세트

400일 이상 곡물을 먹여 키운 와규 흑우의 꽃등심과 인터컨티넨탈 셰프가 특허받은

가정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셰프가 직접 손질한 4종의 생선을 담아 소포장한 세트입니다.

건강식 소시지를 함께 구성해 합리적으로 선보이는 선물세트입니다.

생선 스테이크로 요리해 드시면 더욱 고급스러운 식사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와규 꽃등심 600g, 특허 소시지 600g

구성

연어 · 광어 · 메로 · 은대구 각 300g

가격

210,000원

가격

180,000원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한가족 세트

미국산 정육 구이 세트
구이용으로 가장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의 4가지 부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드시기 편하도록 소포장해 제공됩니다.

구성

살치살 · 진갈빗살 · 치마살 · 토시살 각 300g

가격

160,000원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그랜드 델리 초이스

그랜드 델리 초이스

인터컨티넨탈 햄퍼

청계산 꿀 세트

미식가들을 위한 햄퍼 세트로,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진미를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토종 밤나무 등이 군락지를 이룬, 청계산 자락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꿀입니다.

샴페인 또는 와인, 요리에 풍미를 더해줄 올리브오일, 여러 가지 치즈, 미국의 대표적 명품 차 등

부드럽고 그윽한 향의 아카시아 꿀과 영양소가 풍부한 밤꿀 두 가지를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받으시는 분께 미식의 즐거움을 선물할 다양한 식료품 중 원하시는 아이템을 맞춤형으로 구성해드립니다.

고급스러운 도자기와 목재 케이스에 담아 선물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구성

무랄리아 올리브오일, 발사믹, 치즈, 살라미, 스티븐 스미스 티, 초콜릿 8구, 마카롱 6구, 쿠키 1팩,
차량용 디퓨저, 계절과일, 와인 등

가격

400,000원부터 ~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구성

아카시아꿀 1.2kg, 밤꿀 1.2kg

구성

아카시아꿀 500g, 밤꿀 500g

가격

280,000원

가격

170,000원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그랜드 델리 초이스

그랜드 델리 초이스

명란젓 & 굴비고추장 세트

황제매실 세트

저염 무색소 프리미엄 명란젓과 국내산 참굴비 고추장 세트를 함께 담아 받으시는 분의 입맛을 돋우는

매실 품종 중 최고급이라고 불리는 남고메,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잘 익은 매실을 엄선해 만든 절임 상품입니다.

귀한 선물세트입니다. 영광 참굴비를 전통 방식으로 해풍에 말려 국내산 매실청과 고추장에 숙성시킨

달콤한 디저트로 제격이며, 빙수나 칵테일 등의 식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굴비고추장, 특대 사이즈의 명란젓으로 만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구성

명란젓 550g, 굴비고추장 240g 2개

구성

황제매실 2병

가격

275,000원

가격

220,000원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그랜드 델리 초이스

그랜드 델리 초이스

홍삼절편과 견과, 홍삼청

백명란젓 산양삼 세트

받는 분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최고의 선물, 홍삼 상품을 한데 모은 세트입니다.

맛과 건강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전통 포장까지 곁들여,

소백산 천연 꿀의 달콤함과 홍삼의 쌉싸름한 맛이 어우러진 꿀 홍삼절편, 아몬드와 마카다미아 등의

선물하시는 분의 품격을 더해주는 저염 무색소 프리미엄 명란젓입니다.

견과류, 홍삼과 꿀을 오랜 시간 숙성해 만든 홍삼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창 산양삼을 함께 담아 더욱 특별한 선물입니다.

구성

홍삼절편 & 견과, 홍삼청 25ml × 5ea

구성

명란젓 550g, 산양삼 한 뿌리

가격

180,000원

가격

165,000원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그랜드 델리 초이스

그랜드 델리 초이스

올리브오일 & 발사믹 세트

스티븐 스미스 티

1780년부터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지닌 올리브오일과

완벽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극히 소량만 생산되며, 매우 엄격한 관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탈리아에서 4대째 전통을 이어온 가문의 발사믹 식초를 함께 구성해 미식가를 위한 선물로 제격인 세트입니다.

스티븐 스미스의 티 셀렉션입니다. 뛰어난 품질과 섬세한 블렌딩으로 인기가 높은
세계적인 티의 향기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성

유기농 피쿠알 엑스트라 버진 500ml, 유기농 발사믹비네거 아이보리라벨 250ml

가격

150,000원

구성

고급 가죽 케이스
가격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스티븐 스미스 티 36ea(마오펭수이 · 자스민 실버팁 · 벙갈로우 · 로드버가모트 · 페퍼민트 · 메도우),

135,000원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그랜드 델리 초이스

타바론 티
세계 각지에서 재배한 프리미엄 차를 티 소믈리에인 크리스 케이슨이 독창적으로 블렌딩한 티입니다.
12종의 티 셀렉션이 묵직한 우드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구성

타바론 티 48ea, 우드 케이스
세러니티(허브차) · 자스민 펄(녹차) · NYC 브렉퍼스트(홍차) · 겐마이차(녹차) · 크림슨 펀치(과일차) ·
얼그레이 리저브(홍차) · 피치 우롱(우롱차) · 로얄 캐모마일(허브차) · 쿨 민트(허브차) · 루이보스 레몬(허브차) ·
썸머 피치(홍차) · 망고 멜랑(홍차) 각 4개입

가격

118,000원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소믈리에 셀렉션

구성

가격

소믈리에 셀렉션

소믈리에 셀렉션

샴페인 드 브노쥬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왕’이라 불리는 와인으로,

1837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샴페인 하우스로, 깊이 있고 우아한 맛과 향으로 왕실과 귀족에게

최상급 싱글 빈야드 와인 6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프린스 뚜르 에펠’은 에펠탑 건축 130주년을 기념한 디자인으로 밝고 선명한

인터컨티넨탈 수석 소믈리에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희소가치가 높은 와인입니다.

황금색이 돋보이며, ‘프린스 로제 브뤼’ 는 그랑크뤼 포도를 블렌딩해 섬세한 버블과 우아한 아로마가 특징입니다.

* 3세트 한정

* 각 50병 한정

Barolo Briccolina - Batasiolo 2011

Barolo Boscareto - Batasiolo 2009

Barolo Bussia Vigneto Bofani - Batasiolo 2009

Barolo Brunate - Batasiolo 2010

Barolo Cerequio - Batasiolo 2006

Barolo Riserva - Batasiolo 2011

구성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구성

- Champagne de Venoge NV
가격

1,300,000원

Princes Tour Eiffel

280,000원

Princes Brut Rosé
- Champagne de Venoge

가격

250,000원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소믈리에 셀렉션

소믈리에 셀렉션

Wine 1 명품 와인

Wine 2 아트 콜라보

Wine 3 나파밸리 세트

샤또 무통 로칠드는 메독 그랑크뤼 1등급 인증을 받은 최상급 와인입니다.

엄격하게 제한된 생산량과 높은 품질로 매 빈티지마다

이탈리아와 미국 가문 간의 혼인으로 탄생한

30년의 세월이 담긴 와인으로, 라벨에는 1900년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극강의 맛을 보여주는 저명한 와인 생산자입니다. 라벨에는

부티크 와이너리이며, 나파밸리의 핵심지역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페인팅이 담겨 있습니다.

하종현 화백의 <접합> 연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크빌의 포도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1 병 한정

* 10병 한정

패러다임 대표 와인 2가지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 30세트 한정

구성

Château Mouton Rothschild 1er Grand Cru Classé 1990

가격

2,000,000원

구성

구성

550,000원

Cabernet Sauvignon Oakville
- Paradigm 2015

- Buccella 2016
가격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Cabernet Sauvignon Art Label

Merlot Oakville - Paradigm 2016
가격

500,000원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소믈리에 셀렉션

소믈리에 셀렉션

Wine 4 그랑크뤼 세트

Wine 5 이탈리아 세트

Wine 6 호주 세트

글렌리벳 빈티지 몰트 위스키

메독 그랑크뤼 와인 세트입니다. 풍부한 과실의 맛을

해발 700미터의 척박한 지역에서 소량 생산되는

호주 쉬라즈의 핵심 지역인 바로사 밸리의 가장 오래된

최고 품질의 캐스크에서 숙성시켜 소량 한정

담은 샤또 딸보, 짙은 탄닌과 적당한 산도를 지닌

타우라시와 각 품종별 최상급 배럴만을 선별하여 만드는

와이너리로부터 시작된 엣지스코너는 전통적인 기법을

생산되는 글렌리벳 셀라 컬렉션입니다.

샤또 라퐁로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디찌오네를 함께 담은 세트입니다.

통해 한정판 컬렉션을 생산합니다. 70년 이상의 나무에서

싱글몰트 위스키의 본질을 느낄 수 있으며,

수확한 포도로 양조해 희소가치가 높습니다.

독창적인 맛과 풍부한 아로마를 선사합니다.

* 20세트 한정

* 각 1병 한정

구성
구성

Château Talbot Grand Cru Classé 2016

구성

Château Lafon Rochet Grand Cru Classé 2016
가격

380,000원

가격

The Bachelor Barossa Valley

구성

Glenlivet Cellar Collection 1969

가격

3,800,000원

- Atze's Corner 2016

구성

Glenlivet Cellar Collection 1973

180,000원

가격

3,500,000원

Edizione Collection - Fantini 2015		

- Atze's Corner 2016

Tauarsi Ensis - Vesevo 2012

Eddies Old Vine Barossa Valley

220,000원
가격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전국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무료 배송제외)

소믈리에 셀렉션

발렌타인 40년산 위스키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고자 하는 발렌타인의 정신이 반영된 위스키로서,
오랜 세월을 거쳐 숙성된 깊고 풍부한 맛으로 품격과 가치를 모두 담은 위스키입니다.
* 2병 한정

구성

Ballantine's Aged 40 Years

가격

15,000,000원

⁎서울 및 수도권(분당, 용인, 일산) 지역에 한하여 무료 배송됩니다.

상품권

상품권

그랜드 키친 뷔페 상품권

아이초이스 멤버십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뷔페 레스토랑

아이초이스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그랜드 키친에서는 매일 신선한 로컬 식재료들을 이용해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를 즐겨 찾으시는 고객님들께

건강한 메뉴를 선보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객실과 레스토랑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맛의 향연을 선물해보십시오.

프리미엄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타입 및 금액 아이초이스 스마트
아이초이스 골드

490,000원
750,000원

아이초이스 플래티넘 1,200,000원
가격

1인 식사권 120,000원

문의

02-559-7575

브래서리 뷔페 상품권

(유효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문의

아이초이스 팀 02-559-7645

기프트 카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뷔페 레스토랑 브래서리에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언제나 신선하고 다양한 산해진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의 객실, 레스토랑, 연회장 등에서 현금처럼

라이브 키친에서는 취향에 따라 셰프가 즉석으로 요리를

이용하실 수 있는 선불형 카드 상품권입니다.

선보이며, 테이블까지 서비스해드립니다.

문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02-559-7679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가격

1인 식사권 100,000원

문의

02-3430-8585

⁎상품권은 해당 문의번호로 연락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02-3430-8510
가격

1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상품권은 해당 문의번호로 연락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셰프 초이스 및 수산물, 미국산 육류, 한우 상품은
품격 있는 포장과 함께 호텔 직원이 정성스럽게 배송해드립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델리(1F) 02.559.7653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델리(Grand Deli) 1F
Tel: 02.559.7653 Fax: 02.559.7099
grandic@parnas.co.kr seoul.intercontinental.com

설 선물세트는 그랜드 델리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