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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on your upcoming w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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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ence unrivaled weddings that

embrace distinguished styles and trends of  the world:
spectacular Harmony Ballroom weddings for up to 600 guests,

mid-sized Diamond Hall weddings,
and Sky weddings with vibrant city view from 30th floor

with intimate services.
   

Now your dream of  urban lifestyle wedding is realized at
InterContinental Seoul COEX.



히비야 카단

ANA InterContinental Tokyo를 포함한 일본 전역의 유명 호텔 

의 플라워 디자인을 전담하는 부티크 플라워 브랜드로, 아시아 

주요 지역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만을 위한 하이엔드 웨딩 플라워를 제안하여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을 연출합니다. 

일본 히비야 카단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Kazunori Utsumi는 

일본 및 아시안 전역 유명 호텔의 공간 연출을 책임지는 플라워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플라워 디렉팅, 

프랑스 파리 컬렉션 및 다양한 국제 이벤트에 참여하며 전 세계

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ibiya KadanWedding Flower Design

Head Designer
Kazunori Utsumi

Garden Fairy Way of Stars



Harmony Wedding
하모니 볼룸은 최대 600명의 하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간 연출과 디자인이 가능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대표적인 연회장입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감성을 담은 인테리어와 조명으로 

세계적인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브랜드가 구현하는 

차별화된 웨딩을 선보입니다.





폐백실

부모님께 구고(舅姑)의 예를 올리는 전통 혼례 의식인 폐백. 우아 

하며 전통이 묻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가족 간의 따뜻한 시간을 

만드는 넉넉하면서도 아늑한 공간입니다.

신부 대기실

가장 설레는 순간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하객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부의 취향에 맞춘 꽃으로 장식해 더욱더 

빛나는 순간을 완성해 줍니다.

Pyebaek RoomBridal Suite



환상적인 도심의 전경이 돋보이는 낭만적인 웨딩 공간으로, 소중한 지인들에게만 허락되는 프라이빗한 예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홀은 로맨틱한 무대연출과 세련된 감각을 갖춘 연회장으로, 최대 200명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규모 웨딩에 

특화된 최적의 공간입니다.

Sky WeddingDiamond Wedding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수석 셰프가 준비한 품격 있는

웨딩 프리미엄 메뉴입니다. 대규모 웨딩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양식, 한식, 중식’ 메뉴 선택이 가능하며 에피타이져부터 디저트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Harmony Level (HL) Floor PlanWedding Menu

WESTERN 양식

KOREAN 한식

CHINESE 중식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21 (06164)
Tel : +82 (0)2-3452-2500   Fax : +82 (0)2-3430-8000
iccoex@parnas.co.kr   seoul.intercontinent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