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 O T E L  B R O C H U R E



G U E S T  R O O M S

CL A SSIC ROOM / TEMPLE V IEW ROOM

객실 구성

침실, 욕실 (독립 샤워 부스)

전망

선릉 / 봉은사 / 한강 뷰

침대타입

- 클래식 룸: King, Twin or Triple
- 템플 뷰 룸: King or Twin

ROOM & SUITES

편의 시설

유 / 무선 인터넷

평면 LCD TV
(위성 채널 및 영화 제공)

헤어 드라이어

안전 개인금고

음성 메시지

예약 및 문의

02-3430-8888
reservation@parnas.co.kr

기타 어메니티

100% 순면 오리털 이불

10종류의 다양한 베개 선택

티 세트 제공

록시땅 욕실 어메니티

엑스트라 베드 (유료)

키즈 어메니티 (사전 예약 필요)

무슬림 고객을 위한 기도매트 제공 (요청 시)

침대 사이즈(cm)

King Bed 180*203
Twin Bed 122*203

객실 공통 정보

도심 속 모던 스타일리시 호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VIP 고객을 위한 다양한 스위트를 비롯한 넓고 아늑한 객실과

최상의 서비스로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객실 객실 수 크기 침대 타입

클래식 룸 252 37㎡ King, Twin or Triple

클래식 룸 (고층) 123 37㎡ King or Twin

클래식 템플 뷰 룸 129 37㎡ King or Twin

클래식 템플 뷰 룸 (고층) 71 37㎡ King or Twin

클래식 온돌 룸 1 34㎡ 온돌, 한실 보료 제공

클럽 클래식 룸 45 37㎡ King or Twin

클럽 주니어 스위트 11 75㎡ King

클럽 코너 스위트 22 75㎡ King

클럽 앰버서더 스위트 1 154㎡ King

클럽 프레지덴셜 스위트 1 248㎡ King

한층 여유로운 공간과 모던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객실입니다. 

봉은사의 평화로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템플 뷰 룸의 고객에게는 

미니바 일부 무료 이용, 사우나 혜택 등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클럽 인터컨티넨탈’ 투숙 

고객을 위한 전용공간인 ‘클럽 인터컨티넨탈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 위치한 ‘클럽 인터컨티넨탈’에

서 강남의 활기찬 모습과 함께하는 최적의 시설과 서비

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3430-8580

•전용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

•클럽 인터컨티넨탈 조식

•클럽 인터컨티넨탈 리프레시먼트(음료 및 다과)

•클럽 인터컨티넨탈 애프터눈 티 세트

•클럽 인터컨티넨탈 해피 아워

•클럽 라운지 내 회의 공간 최대 2시간 무료(사전 예약 필요)

 * 보호자 동반 시 어린이 입장 가능

CLUB INTERCONTINENTAL    



객실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시설과 넓은 공간, 접견실 등 휴식과 기능성을 

겸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객실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시설과 넓은 공간, 접견실 등 휴식과 기능성을 

겸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VIP를 위해 준비된 하나의 객실입니다.

각 층 코너에 위치한 코너 스위트는 일반 객실 두 개를 합한 크기로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실, 접견실, 침실 공간이 분리된 국빈을 위한 객실로, 기능적 설계가 돋보이는 단 하나의 

객실입니다.

객실 구성

침실, 욕실 (독립 샤워 부스)

전망

한강 / 봉은사 뷰

침대타입

King

객실 구성

침실, 욕실 (독립 샤워 부스)

전망

한강 / 선릉 / 봉은사 뷰

침대타입

King

객실 구성

침실, 욕실 (독립 샤워 부스)

전망

한강 / 봉은사 뷰

침대타입

King

객실 구성

침실, 욕실 (독립 샤워 부스)

전망

한강 / 선릉 / 봉은사 뷰

침대타입

King

CLUB JUNIOR SUIT E CLUB A MBA SSA DOR SUIT E

CLUB COR N ER SUIT E CLUB PR ESIDEN TI A L SUIT E

G U E S T  R O O M S G U E S T  R O O M S



LOBBY BA R

1층의 로비 라운지 뒤편에 위치한 로비 바에는 편안한 소

파와 다양한 와인, 위스키, 칵테일과 맥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02-3430-8641

LOBBY LOUNGE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만날 수 있는 1층 로비 라운지는 여유로

운 공간에서 비즈니스 및 소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

다. 다양한 음료와 시즌 프로모션을 만날 수 있으며, 저녁에는 

라이브 뮤직과 함께 와인 세미-뷔페 '원더 아워'가 진행됩니다.

문의 02-3430-8603

RESTAURANT

A SI A N LI V E

모던한 감각으로 해석한 5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아

랍)의 아시안 퀴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 ‘5 in 1’ 콘셉트의 파인 레스토랑입니다. (별실 17개)

문의 02-3430-8620

SK Y LOUNGE

호텔 최상층에 자리해 서울의 전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

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 바입니다. 오스피탈리타 이탈리아 

인증서를 받았으며, 이탈리아 출신의 현지 셰프가 상주해있

으며, 다양한 칵테일도 선보입니다. (별실 2개)

문의 02-3430-8630

브래서리는 신선한 로컬 식재료들을 이용해 건강한 메뉴를 

선보이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라이브 키친에서

는 숙련된 셰프들이 세계의 진미를 즉석으로 조리해드리고, 

최대 44명 규모의 모임을 주최할 수 있는 별실을 갖추고 있어

가족모임이나 돌잔치 등의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별실 1개)

문의 02-3430-8585

THE BR A SSER IE



FACILITIES

운영 시간

위치

사우나 입장료

문의

운영 시간

위치

문의

06:00 ~ 23:00
(매월 네 번째 화요일 정기 휴무)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3층

KRW 55,000 (회원 동반객)

KRW 27,500 (투숙객)

(* 10% VAT 포함가)

02-3430-8531

06:30 ~ 22:00
* 비즈니스 센터의 운영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2층 

클럽 라운지 옆

02-3430-8550

COSMOPOLITA N FIT N ESS CLUB  BUSIN ESS CEN T ER

기타 편의시설

남녀휴게실, 남녀헤어샵, 수면실, 파우더룸, 락카시설

입장 제한

피트니스 시설(체련장, 사우나)은 만 18세 이상의 고객에 한하여 이용 가능

수영장: 만 6세 이상, 신장 110cm 이상의 객실 투숙객에 한하여 입장 가능

 만 12세 이하, 신장 140cm 이하인 고객은 성인 보호자의 보호

 하에 구명 조끼 착용 시 입장 가능

 (단, 만 18세 미만의 고객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장 가능

- 미팅룸 2개(6~8인 수용 가능)

- 보드룸 1개(12인 수용 가능)

- 컬러 프린터 및 스캐너

- 2대의 초고속 인터넷 워크 스테이션

- 품격 있는 호텔 식음료 서비스



30F

3F

5F
-
29F

2F

1F

HL

아폴로,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스카이 라운지   

코스모폴리탄 피트니스 클럽

객실

하모니 볼룸, 다이아몬드 홀, 모데라토, 비바체

안단테, 알레그로

프론트 데스크, 로비 라운지, 로비 바

아시안 라이브, 클럽 라운지, 비즈니스 센터

전세계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의 모든 호텔 체인에서 

사용 할 수 있는 Guest Loyalty Program입니다. 객실 투숙 시 

호텔 포인트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실적에 따

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입문의 (IHG ONE 리워즈 클럽 서비스 센터)

무료전화 00 798 142 03 0212
이메일 askihgrewardsclub@ihg.com
웹사이트 www.ihg.com/onerewards

MEMBERSHIP

IHG ON E R EWA R DS

더파르나스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 

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를 즐겨 찾으시는 고객님들께 객실과 

레스토랑 할인 및 그 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멤버십입니다.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호텔 숙박

권과 레스토랑 이용권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파르나스 호

텔 제주의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이 상시 제공됩니다. 

문의 02-559-7645(더파르나스팀)

이메일 theparnas@parnas.co.kr 
웹사이트 https://seoul.intercontinental.com/membership 
 /TheParnas

THE PA R NA S MEMBER SHIP

전세계 인터컨티넨탈 호텔 체인에서 사용 할 수 있는 Guest 
Recognition Program입니다. 객실 투숙 시 호텔 포인트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스페셜 체크인 데스크, 체크아웃

시간 연장 및 각종 특별 혜택이 제공됩니다.

앰버서더 멤버십 문의

무료전화 00 798 142 03 0067
이메일 ambassador@ihg.com
웹사이트 www.intercontinental.com/ambassador

INTERCONTINENTAL AMBASSADOR

FLOOR PLAN

연회장

객실

피트니스

레스토랑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Casino Parnas Mall COEX Convention Center 

CALT Trade Tower 

1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2  InterContinental Seoul COEX
3  Trade Tower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4  Parnas Tower
5  Hyundai Department Store & Hyundai Department 
 Store Duty Free
6  Korea City Airport Terminal 
 (6013 Bus stop to Incheon Airport)
7  Seven Luck Casino
8  COEX Aquarium (B1)
9  Movie Theater (B1)

10  COEX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A  Samsung Station Seoul Subway Line 2
B  Starfield COEX Mall (Starfield Library)
C  Bongeunsa Station Seoul Subway Line 9
D  Bongeunsa Temple

A

B

C

D

1

2

3

4

5

6

7
8

9

10

ATTRACTION MAP



INTERCONTINENTAL SEOUL COEX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24 (06164)
Tel : +82 (0)2-3452-2500   Fax : +82 (0)2-3430-8000
seoul.intercontinental.com   iccoex@parna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