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초이스 멤버십
아이초이스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를
즐겨 찾으시는 고객님들께 객실과 레스토랑 할인 및 그 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입니다.

아이초이스 혜택
식음 할인

⦁

레스토랑 이용 시 식음 할인

· 웨이루, 하코네, 그랜드 키친, 브래서리, 스카이 라운지,아시안 라이브 대상
· 인원에 따라 식사 금액 할인

1~2인 식사 주문 시, 식사 금액의 20% 할인
3~7인 식사 주문 시, 1인분 식사 무료 제공(1인 평균 식사 요금 할인)
*할인률

3인 -33%

4인 -25%

5인 -20%

6인 -16%

7인 -14%

8~19인 식사 주문 시, 2인분 식사 무료 제공(2인 평균 식사 요금 할인)
*할인률

8인 -25%

14인 -14%

9인 -22%

15인 -13%

10인 -20%
16인 -12%

11인 -18%
17인 -11%

12인 -16%
18인 -11%

13인 -15%

19인 -10%

20~30인 식사 주문 시, 식사 금액의 10% 할인
※ 위스키, 꼬냑, 와인을 병으로 주문하실 경우에 한해 10% 할인되며, 다른 음료 및 주류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 본 특전은 아이초이스 스마트 24회, 아이초이스 골드 48회, 아이초이스 플래티넘은 무제한 이용 가능하며,
소수점 이하의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할인 등 다른 혜택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연회 행사 및 룸 서비스 이용 시 레스토랑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로비 라운지, 로비 바, 그랜드 델리 식음료 할인

· 로비 라운지, 로비 바, 그랜드 델리 대상
· 식음료 이용 금액의 10% 할인(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객실 할인

· 객실 우대 요금(BFR) 40% 할인권 : 상위 객실 및 클럽 객실 이용 시 추가 요금 부가
· 상시 객실 할인 : 우대 요금(BFR) 기준(모든 객실 이용 가능)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15% 할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20% 할인
*우대 요금(BFR)이란? 객실 점유율에 따른 일별 할인 객실 요금입니다.
※ 12월 24, 25, 31일은 객실 우대 요금 40% 할인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 패키지 및 프로모션, 로얄 앰버서더 혜택 등 다른 추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박에 2개의 객실까지 본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 할인

· 결혼식 & 가족연 : 메뉴 10% & 와인 10% 할인
*20인 이상 연회에 한하며, 패키지 상품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멤버십 타입별 특별 혜택
아이초이스 스마트
· 클래식 룸 무료 숙박권 1매
· 객실 우대 요금 40% 할인권 3매

* 레스토랑 이용 식사 할인 가능 횟수 : 24회

· 레스토랑 5만원 이용권 2매
· 주중 뷔페 1인 이용권 1매

· 커피 2잔 이용권 1매
· 하우스 와인 교환권 1매

아이초이스 골드

* 레스토랑 이용 식사 할인 가능 횟수 : 48회

· 클럽 인터컨티넨탈 혜택이 포함된 클래식 룸(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또는
클럽 클래식 룸(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무료 숙박권 1매
· 객실 우대 요금 40% 할인권 3매
· 레스토랑 5만원 이용권 4매
· 레스토랑 2인 50% 할인권 1매

· 브런치 2인 30% 할인권 1매
· 하우스 케이크 교환권 2매

· 시그니처 수제 맥주 2잔 이용권 1매

아이초이스 플래티넘

· 커피 2잔 이용권 1매
· 발렛 주차 무료 이용권 1매

* 레스토랑 이용 식사 할인 가능 횟수 : 무제한

· 클럽 주니어 스위트(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또는 클럽 클래식 룸(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무료 숙박권 1매
· 클래식 룸 무료 숙박권 1매
· 객실 우대 요금 40% 할인권 5매
· 레스토랑 10만원 이용권 4매

· 레스토랑 2인 50% 할인권 2매
· 브런치 2인 30% 할인권 1매
· 하우스 케이크 교환권 2매

· 커피 2잔 이용권 2매
· 발렛 주차 무료 이용권 3매
· 피트니스 1회 이용권 2매

※ 객실 할인 우대권 및 무료 숙박권의 경우 12월 24, 25, 31일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상기 바우처 이용 시, 각 바우처의 뒷면에 기재된 적용 조건들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딜럭스 룸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수피리어 룸의 객실 명칭이 ‘클래식 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클럽 클래식 룸’의 명칭 변경으로, 아이초이스 골드 멤버십 혜택이 기존 ‘클럽 클래식 룸’
무료 숙박권에서 클럽 인터컨티넨탈 혜택이 포함된 ‘클래식 룸’ 무료 숙박권으로 제공됩니다.

제휴 특전

· 인스파(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2층)
- 스파 프로그램 15% 할인, 무료주차

· 플라워 아디엘(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1층)
- 10% 할인

· 나인트리 호텔 공식 웹사이트 객실 요금 10% 추가 할인
- 나인트리 호텔 명동,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명동Ⅱ,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서울 판교
※ 제휴 특전은 상황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휴 특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호텔 홈페이지 혹은 아이초이스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타입 및 금액
아이초이스 스마트

49 만원

아이초이스 골드

75 만원

아이초이스 플래티넘

120 만원

※ 상기 금액은 세금 포함 가격이며,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용 문의
멤버십 문의
전화 : 02-559-7645(아이초이스팀)
홈페이지 : seoul.intercontinental.com
※ 아이초이스 카드는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할인 적용 시 본인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다른 모든 형태의 할인 카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페셜 프로모션의 경우,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영업장 및 부대시설 이용은 호텔의 사정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약 문의
⦁

레스토랑 안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웨이루

: 02-559-7620

그랜드 델리

하코네

: 02-559-7623

로비 라운지 & 바 : 02-559-7603

그랜드 키친

: 02-559-7575

스카이 라운지 : 02-3430-8630

로비 라운지

: 02-3430-8603

아시안 라이브 : 02-3430-8620

로비 바

: 02-3430-8641

브래서리

⦁

: 02-559-7653

: 02-3430-8585

객실 안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객실 예약실 : 02-559-7777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객실 예약실 : 02-3430-8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