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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M & SUITES

편의 시설

유 / 무선 인터넷

평면 LCD TV
(위성 채널 및 영화 제공)

포켓 와이파이 (임대용)

헤어 드라이어

안전 개인금고

음성 메시지

예약 및 문의

02-559-7777
reservation@parnas.co.kr

기타 어메니티

100% 순면 오리털 이불

5종류의 다양한 베개 선택

티 세트 제공

욕실 어메니티

엑스트라 베드 (유료)

침대 사이즈(cm)

King Bed 180*203
Twin Bed 122*203

객실 공통 정보

비즈니스와 문화의 중심지인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VIP고객을 위한 스위트를 

비롯한 넓고 아늑한 객실과 최상의 서비스로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객실 객실 수 크기 침대 타입

딜럭스 룸 228 40㎡ King or Twin

패밀리 룸 4 40㎡ One King & One Single

프리미어 룸 141 60㎡ King or Twin

클럽 딜럭스 룸 30 40㎡ King

클럽 프리미어 룸 71 60㎡ King or Twin

클럽 원베드룸 스위트 15 60㎡ King or Twin

클럽 온돌 스위트 1 60㎡ 온돌, 한실 보료 제공

클럽 레지던스 스위트 22 83㎡ King

클럽 마운틴 스위트 5 120㎡ King

클럽 로열 스위트 1 281㎡ King



여유로운 공간과 아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휴식에 편안함을 더해드립니다.

침실과 거실이 통합된 스튜디오형 객실로, 비즈니스 고객에게 적합한 공간 구성이 돋보입니다.

객실 구성

침실, 욕실 (독립 샤워 부스)

전망

무역센터 / 테헤란로 뷰

침대타입

King or Twin

객실 구성

침실, 욕실 (독립 샤워 부스)

전망

무역센터 / 테헤란로 뷰

침대타입

King or Twin

G U E S T  R O O M S

PR EMIER ROOM

DELU X E ROOM



CLUB INTERCONTINENTAL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클럽 인터컨티

넨탈’ 투숙 고객을 위한 전용 공간인 ‘클럽 인터컨티넨탈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층에 위치한 ‘클럽 인

터컨티넨탈’에서 강남의 활기찬 모습과 함께하는 최적

의 시설과 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559-7580

•전용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

•클럽 인터컨티넨탈 전용 조식 뷔페

•클럽 라운지 내 회의 공간 최대 2시간 무료(사전 예약 필요)

•클럽 라운지 애프터눈티 세트

•클럽 라운지 칵테일 아워

 * 미성년자는 만 13세 이상부터 클럽 라운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동반 시)



거실과 침실이 별도로 분리된 객실로, 2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립된 침실과 거실, 2개의 욕실과 파우더 룸으로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자랑하는 객실입니다.

객실 구성

침실, 거실, 욕실 2개 

(독립 샤워 부스)

전망

무역센터

침대타입

King or Twin

객실 구성

침실, 욕실 2개, 거실, 파우더룸

전망

무역센터 / 테헤란로 뷰

침대타입

King

CLUB ON E -BEDROOM SUIT E

CLUB R ESIDENCE SUIT E

G U E S T  R O O M S



여유로운 공간의 딜럭스 룸

으로 클럽 인터컨티넨탈 혜

택이 제공됩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투숙

한 곳으로, 응접실, 집무실 

등 국빈을 위한 시설을 갖추

었습니다.

침실과 거실이 통합된 객실

로 여유로운 공간감을 느끼

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빈과 저명인사

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한 단 

하나의 복층형 객실입니다.

객실 구성

침실, 욕실 (독립 샤워 부스)

전망

무역센터 / 테헤란로 뷰

침대타입

King

객실 구성

침실 & 집무실, 거실 & 응접실, 

욕실 2개 (독립된 샤워부스), 

다이닝

전망

무역센터 / 테헤란로 뷰

침대타입

King

객실 구성

스튜디오형 침실 & 거실, 

욕실 (독립샤워부스)

전망

무역센터 / 테헤란로 뷰

침대타입

King or Twin

객실 구성

복층, 침실 2개, 거실, 집무실, 

스파 & 욕실 2개 (독립 샤워 부스),

그랜드 피아노 등

전망

무역센터 뷰

침대타입

King

CLUB 
DELU X E ROOM

CLUB 
MOUN TA IN 
SUIT E

CLUB 
PR EMIER ROOM

CLUB 
ROYA L SUIT E



RESTAURANT

7m 높이의 시원한 공간감과 전면 통창이 돋보이는 그랜드 

키친은 신선한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 건강한 메뉴를 선보이

는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별실 11개)

운영 시간	 아침	06:00 ~ 10:30
	 점심	12:00 ~ 14:30
	 저녁	18:00 ~ 21:30
문의	 02-559-7575

GR A ND K ITCHEN

호텔 1층 입구 뒷 편에 마련된 로비 라운지 & 바는 서양의 

웅장함과 동양의 우아함이 표현되어 호텔을 대표하는 상징

적인 공간으로, 각종 비즈니스 및 소셜 미팅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운영 시간 08:00 ~ 01:00
문의 02-559-7603

그랜드 델리는 ‘소중한 사람과 나를 위한 작은 사치(Small 
Luxury)’를 누릴 수 있는 디저트 샵으로, 파르나스 타워와 

연결된 시원한 아케이드 공간에서 마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있는 듯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08:00 ~ 21:00 (주중)

 10:00 ~ 21:00 (주말)

문의 02-559-7653

LOBBY LOUNGE & BA RGR A ND DELI



호텔 1층 안쪽에 자리한 하코네(箱根)는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랑받는 정통 일식 레스토랑입니다. 일본에서 

벗어나 가장 일본다운 맛과 멋을 만나실 수 있으며, ‘극진한 

대접’을 의미하는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 서비스를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별실 13개)

운영 시간 아침 06:30 ~ 09:30 (*조식은 2일전 2인 이상 사전 예약 필수)

 점심 11:30 ~ 14:30
 저녁 18:00 ~ 22:00
문의 02-559-7623

H A KON E

호텔 34층에 자리한 웨이루(味樓)는 가장 뛰어난 맛을 표방

하는 모던 차이니즈 레스토랑입니다. 중국의 유명 베이징덕 

전문 레스토랑 출신 셰프가 선보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베

이징덕과 산둥요리, 북경요리 등이 준비됩니다. 

(별실 11개)

운영 시간 점심 12:00 ~ 15:00
 저녁 18:00 ~ 22:00 
문의 02-559-7620

호텔 최상층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테이블 34는 세계적인 레스토랑 디자이너 토니 치가 디자

인한 클래식한 인테리어와 1000병 이상의 와인 보관이 가

능한 셀러를 갖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별실 2개)

운영 시간 점심 12:00 ~ 15:00 (주중)

 O Brunch 11:00 ~ 14:30 (주말 & 공휴일)

 저녁 18:00 ~ 22:00
문의 02-559-7631

W EI LOUTA BLE 34



FACILITIES

운영 시간

위치

사우나 입장료

06:00 ~ 23:00
(매월 셋째 화요일 정기 휴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3층

KRW 55,000 (회원 동반객)

KRW 27,500 (투숙객)

(* 세금 포함)

기타 편의시설

남녀 휴게실, 수면실, 피부관리샵, 헤어샵

입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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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만 12세 이상, 신장 150cm이상의 객실 투숙객에 한하여 입장 가능

METROPOLITA N FIT N ESS CLUB  



운영 시간

위치

07:00 ~ 22:00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3층

- 프레젠테이션, 기업 간 미팅, 인터뷰 등을 최적의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총 6개의 회의실 보유

- 컬러 프린트 및 스캐너

-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 워크스테이션

- 화상회의 서비스

- 장·단기 사무실 임대

- 품격 있는 호텔 식음료 서비스

BUSIN ESS CEN TER



아이초이스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

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를 즐겨 찾으시는 고객님들께 객실과 

레스토랑 할인 및 그 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카

드입니다. 가입과 동시에 호텔 1박 숙박권과 레스토랑 이용

권 등이 제공되는 합리적인 아이초이스와 함께 1년 내내 레

스토랑과 객실 할인 혜택을 누려보십시오.

문의 02-559-7645

 seoul.intercontinen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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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스페셜 체크인 데스크, 체크아웃

시간 연장 및 각종 특별 혜택이 제공됩니다.

문의 00798-817-1077 (무료전화)

 www.intercontinental.com/ambassador

MEMBERSHIP

전세계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의 모든 호텔 체인에

서 사용 할 수 있는 Guest Loyalty Program 입니다. 객실 

투숙 시 호텔 포인트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실

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문의 00798-817-1077 (무료전화)

 www.ihg.com/rewardsclub/home

IHG R EWA R DS CLUB

INTERCONTINENTAL AMBASSADOR

I CHOICE MEMBER SHIP



FLOOR PLAN

1F 프론트 데스크, 그랜드 키친, 그랜드 델리, 

 로비라운지 & 바, 하코네

2F 오키드, 국화, 아이리스, 아젤리아, 카멜리아, 

 로터스, 위스테리아

3F 비즈니스 센터, 메트로폴리탄 피트니스 클럽,  

 포시시아, 피오니아, 워터릴리

5F 그랜드 볼룸, 튤립, 메이플, 카네이션, 로즈

33F   
~
7F 객실

34F 테이블 34, 웨이루

26F 클럽 라운지

레스토랑

객실

연회장



AT TR ACTION

SHOPPING

BUSIN ESS

Casino 

Department Store 

COEX Convention Center 

SM Town 

Parnas Mall 

CALT 

Starfield Library 

Duty Free Shop 

Trade Tower 

LOCATION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INTERCONTINENTAL
SEOUL COEX

봉은사역 (지하철    호선)

BONGEUNSA STATION
(SUBWAY LINE   )

삼성역 (지하철    호선)

SAMSEONG STATION
(SUBWAY LINE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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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