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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YOUR WEDDING

Your wedd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ays of  your life - it should be 

everything you’ve ever dreamed of.

가장 아름답게 기억될 순간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와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행복한 시작을 그려보십시오.



Flower Theme - Timeless Story

7.5m 천고와 최대 940여 명의 하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압도적인 웅장함을 선사하며, 동서양의 만남을 콘셉트로 클래식하고 우아한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지금껏 꿈꿔왔던 이상적인 웨딩이 가능합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은 넓은 로비와 호텔 5층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

프라이빗 웨딩을 진행하기에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랜드 볼룸

GRAND BALLROOM
WEDDING

Flower Theme - Misty Forest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불리는 미술가이자 건축가인

라파엘로 산치오의 작품 The Parnassus에서 영감을 받은 ‘Noble Fiesta’는

궁극의 화려함과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클래식한 콘셉트의 웨딩입니다.

NOBLE FIESTA

‛빈센트 반 고흐’의 The Starry Night에서 영감을 얻은 ‛Starry Time’은 밤하늘을

수 놓은 듯 반짝이는 별을 크리스털 장식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극적인 표현으로 화려함과 우아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웨딩 콘셉트입니다.

STARRY TIME

Wedding Cutlery

Noble Fiesta 웨딩을 위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가 선택한

웨딩 테이블 웨어 JL COQUET Hemisphere는 품격있는 분위기와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격조 높은 웨딩의 순간을 연출합니다.

Wedding Cutlery

Starry Time 웨딩을 위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가 선택한

웨딩 테이블 웨어 Bernardaud는 빛을 받으면 더욱 기품있게 빛나는

플래티넘 컬러의 섬세한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느낌의 플라워 데코레이션은 고급스럽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예술적인 선의 미학이 살아있는 스타일링은 아름다운 웨딩의 절정을 완성해줍니다.
The Starry Night속 깊이 있는 분위기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기품 있는 플라워와 유니크한 화기를 통해 신비롭고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RECEPTION

그랜드 볼룸 입구의 여유로운 리셉션 공간은 자연 채광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럭셔리한 분위기로

하객들에게 고급스러운 첫인상을 남깁니다.

리셉션 공간



신부대기실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로맨틱한 신부 대기실.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한층 돋보이게 해주며, 여유로운 피팅룸을 

갖추고 있어 예식을 앞둔 신부가 한결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BRIDAL SUITE



폐백실

첫인사 자리인 폐백. 최고급 폐백 의상과 고풍스러운 소품으로

한국 전통의 멋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가족간의 훈훈한 사랑과 정을 나누도록 아름답게 연출해 드립니다.

PYEBAEK ROOM 



로즈 웨딩

로즈룸은 높은 천장과 모던하고 럭셔리한 디자인,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탁 트인 창, 코엑스 음악 분수가 내려다 보이는

시원한 전망을 자랑합니다. 약 60~80명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로맨틱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ROSE WEDDING

INTERCONTINENTAL
TERR ACE W EDDING

세련된 스타일의 어반 스몰 웨딩에 제격인 인터컨티넨탈 웨딩은 강남 거리와

도심 속 마천루를 배경으로 하는 트렌디한 예식입니다. 또한, 예식 공간과 파티 공간을 완벽히

분리할 수 있는 웨스턴 스타일의 파티형 웨딩입니다. 최대 60명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약 5m 높이의 테라스 공간에서 리셉션과 애프터 파티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테라스 웨딩



웨딩 메뉴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예식에도 한식 / 양식 / 중식 메뉴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관령 한우 떡갈비 구이, 강원도 봉평 메밀 전병,

그리고 완도산 전복 등 신선한 국내산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메뉴를 제공합니다.

WEDDING MENU

5th Floor Plan

Grand Ballroom Layout

Music

26 m

7.3 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06164)

Tel : +82 (0)2-555-5656
Fax : +82 (0)2-559-7990
E-mail : weddinggrand@parn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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