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ment
InterContinental Weddings



Congratulations on your upcoming wedding!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helps you create the wedding of  your dreams 
in the luxury ambience with warm, thoughtful and expert assistance.

Grand Ballroom is reborn in 2014 and takes you to the world of  luxury. 
New Grand Ballroom invites over 900 guests for magnificent

weddings and provides unparalleled level of  wedding experiences
that you never experienced before.

Now your dream of  gracious and luxury wedding is realized
at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Darren Morrish
General Manager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InterContinental Seoul COEX



ArchMisty Forest

히비야카단

ANA InterContinental Tokyo를 포함한 일본 전역 유명 호텔들의

Flower Design을 전담하고 Boutique Flower Shop들을 운영하며

그 영역을 아시아권 주요 지역으로 넓혀 활동하고 있는 ‘히비야카단’에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웨딩만을 위한

웨딩 플라워를 디자인 하였습니다.

Hibiya Kadan

日比谷花壇 南日本事業部
シニアデザイナ一
內海 一法
Kazunori Utsumi  |  Senior Designer



7.5m 천고와 최대 980여 명의 하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압도적인 웅장함을 선사하며, 서양적 웅장함과 동양적 우아함의 만남을

컨셉트로 한 클래식하고 우아한 공간에서 지금까지 꿈꿔왔던

잊지 못할 웨딩을 연출합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넓은 로비와 호텔 5층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프라이빗 웨딩 진행에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Grand Ba l l r o om Wedd i ng



The Starry Night속 깊이 있는 분위기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기품 있는 플라워와 유니크한 화기를 통해 신비롭고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불리는 미술가이자 건축가인 라파엘로 

산치오의 작품 The Parnassus에서 영감을 받은 ‛Noble Fiesta’는 궁극의 

화려함과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클래식한 컨셉트의 웨딩 입니다.

Nob l e  F i e s 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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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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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늘을 수 놓은 듯한 반짝이는 ‛별’을 크리스탈 장신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극적인 표현으로 화려함과 청아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고급스럽고 화려한 컨셉트의 웨딩입니다.

Sta r ry  T ime

Wedding Cutlery

Starry Time 웨딩을 위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가 선택한 웨딩 테이블 웨어 

'Bernardaud'는 빛을 받으면 더욱 기품있게 

빛나는 플래티넘 컬러의 섬세한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느낌의 플라워 데코레이션은 고급스럽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예술적인 선의 미학이 살아있는 스타일링은 아름다운 웨딩의 절정을 완성해줍니다.





Reception
그랜드 볼룸 입구의 여유로운 리셉션 공간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채광과 럭셔리한 분위기로 하객들에게 고급스러운 첫 인상을 남겨드립니다.



신부대기실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로맨틱한 신부 대기실.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고급스러운 공간에

여유로운 피팅룸을 함께 갖추고 있어 예식을 앞둔 신부가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Br ida l  Sui t e



폐백실

결혼식을 마친 신부가 시댁 어른들께 예와 정성을 갖춰 드리는

첫인사의 자리인 폐백. 최고급 폐백 의상과 고풍스러운 소품까지,

한국 전통의 멋을 간직한 공간에서 가족간의 훈훈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아름답게 연출하여 드립니다. 

Pyebaek Room 



웨딩 메뉴

왼쪽부터 차례대로, Grand Western, Grand Korean, Grand Chinese 메뉴.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예식에도 한식/양식/중식 메뉴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관령 한우’ 떡갈비 구이, ’강원도 봉평’ 메밀 전병,

그리고 ’완도산’ 전복 등 신선하고 다양한 국내산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메뉴들이 제공 됩니다. 

Wedd i ng Menu

5th Floor Plan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06164)
Tel : +82 (0)2-555-5656   Fax : +82 (0)2-559-7990
grandic@parnas.co.kr   seoul.intercontinent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