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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콘래드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적 명성의 콘래드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매력적인 도시, 서울이 만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콘래드 서울은 차별화된 럭셔리 호텔만의 경험을 제공하며 

기대 그 이상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화려하고 

넓은 객실은 창 밖 전경과 하나가 됩니다. 모든 객실마다 차세대 

IT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컴퓨터, 게임을 

한 번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다이닝 옵션과 로맨틱한 

분위기로 당신의 웨딩을 아름답게 수놓을 연회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스파와 피트니스 클럽으로 콘래드 

서울은 기대 이상의 만족을 선사합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럭셔리와 세련미,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콘래드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e Luxury of Being yourseLf

여기 당신만큼이나 특별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나를 만나며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럭셔리한 빈틈없는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콘래드 서울에서 이 도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쇼핑과 관광을 통해서, 

감각적인 스파와 화려한 요리에 흠뻑 취해서, 또는 도시와 강이 

내뿜는 매혹적인 전경을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이 도시가 가진 

수많은 가능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콘래드 서울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새롭고 

스타일리쉬한 럭셔리 호텔, 콘래드 서울은 화려함 속에서도 

편안함과 우아함 모두를 선사합니다.

콘래드 호텔은 아시아와 유럽 및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20여 곳에 

위치한 글로벌 브랜드로 다른 어떤 호텔들과도 차별됩니다. 콘래드 

호텔은 럭셔리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콘래드 호텔에서 가장 편안한, 당신이 중심이 되는 럭셔리를 

경험해 보십시오.



위치

콘래드 서울은 서울 여의도 비즈니스 지구 내 서울국제금융센터

(IFC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의 월 스트리트’로 불리는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서울은 인천과 김포국제공항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진 럭셔리 호텔입니다. 두 개의 지하철 노선과 

버스 터미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시전체는 물론이고 

근교 지역까지의 연계성이 탁월합니다. 한강의 뛰어난 경치와 

광대하게 펼쳐진 스카이라인의 황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콘래드 서울은 여의도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인터내셔널 

스타일 쇼핑 몰, 다양한 레스토랑 및 시설이 들어서 있는 IFC 

서울의 프리미엄 오피스 타워 세 동과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엔터테인먼트 또는 여유로운 휴식이 필요할 때, 

콘래드 서울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교통

 소요시간(분) 교통 편

인천국제공항 55 지하철

김포국제공항 18 지하철

여의도지하철역 2 직접연계

호텔 개요

•  48평방미터를 기본으로 하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넓은 객실

•  3층에 마련된 2,608평방미터가 넘는 미팅 및 이벤트 공간

•  특징적인 인테리어 디자인과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바, 클럽

• 놓칠 수 없는 웰니스 존 (Wellness Zone)

•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인터내셔널 스타일 IFC 몰,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의 편리한 접근성

• 한국 그린 빌딩 협의회(KGBC)가 인정한 친환경 시설

객실 정보

• 50개의 스위트 룸을 포함한 화려하고 넓은 434개 객실

• 한강 및 서울의 스카이라인 전망

•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접속

• 전자 보안 및 개인 금고 

• 개별 온도 조절 장치

• 넓은 업무용 공간

• 미니 바

• 전 객실 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 트윈 배니티의 오픈 플랜 욕실

• 레인 샤워와 프리 스탠딩 욕조

• 전 욕실 LCD TV 설치

• 럭셔리 바스 용품 선택

• 장애인 시설 

객실 서비스

• 24시간 룸 서비스

• 다양한 베개 선택 메뉴

• 엑스트라 베드 및 유아용 침대 구비 

• 구두 광택 서비스

• 드라이 클리닝, 세탁 서비스 

• 익일 세탁 서비스



비즈니스 및 미팅 서비스

•  웨딩 전용층을 포함한 2,608평방미터의 미팅 및 연회 공간

•  각각의 리셉션 장소를 보유한 2개의 하이엔드 볼룸 

- 최대 700명 수용 가능한 파크 볼룸 

- 최대 1,200명 수용 가능한 그랜드 볼룸

• 비서 서비스가 가능한 24시간 비즈니스 센터

•  10-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1개의 이그제큐티브 미팅 룸      

- 자연 채광. 안락함, 엘레강스한 장식

•  원활한 이벤트 진행을 위해 숙련된 세일즈 팀이 제공하는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IFC 서울(서울국제금융센터)과 여의도 업무 지구 내 비즈니스 

최적지

• 최신 기술 인프라

• 오디오 비디오 컨퍼런스

• 동시 통역 서비스

•  아름답게 조성된 루프탑 가든-커피 브레이크, 칵테일 리셉션, 

BBQ 파티,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최적의 장소

웰니스 존 (Wellness Zone)

•  최신 장비를 구비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한       

피트니스 센터

• 25미터 길이의 실내 수영장

• 2개의 스크린 골프를 포함한 7개의 골프 연습장

•  8개의 스파 트리트먼트 스위트 중, 커플 스위트와 

하이드로테라피 룸을 보유한 콘래드 스파

탁월한 연결성

콘래드 서울은 애플의 ‘Direct Streams’ 를 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세계 정상급 호텔중 하나입니다. 본 최신 기술은 전혀 새로운 통합 

디지털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하며 전 객실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애플 기반의 테크놀로지를 도입

• 42인치 LCD 고화질 TV

• 초고속 광대역 연결성

• 와이파이 접속 포인트

• 아이튠스

• 수 백개의 TV 및 영화 채널

• 아이팟/아이패드/아이폰을 위한 미디어 허브

• 카메라를 위한 USB 키

• TV 내 Facebook, Twitter, iLife 등 어플리케이션

레스토랑 및 엔터테인먼트

• 37 그릴 앤 바 / 37 Grill & Bar :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시즐링 

(sizzling) 요리 레스토랑. 기품이 느껴지는 음식과 빼어난 전망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 아트리오 / Atrio : 정통 이탈리아 요리에 대한 콘래드 호텔의 

열정과 그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보여 주는 것 같은 아트리오의 

높은 천장은 그야말로 경탄을 자아냅니다. 

• 제스트 / Zest : 신선하고 맛있는 매우 다양한 메뉴를 만날 수 

있는 곳. 개방형 주방에서 요리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식으로 

구성된 뷔페 또는 일품요리를 365일 24시간 제공합니다. 

• 플레임즈 / Flames : 고급 와인이나 커피 또는 차 한잔과 함께 

맛있는 스낵을 즐길 수 있습니다. 편안한 여유와 아늑함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입니다. 

•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 Executive lounge : 감동적인 전망과 

함께 승자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호텔 정보

• 전 호텔 내 초고속 무선 인터넷 사용 가능 

• 리무진 서비스

• 지하 주차

•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 메시지 서비스

• 컨시어지 / 수하물 보관 서비스 

• 베이비시팅

• 다중 언어 구사 직원

• 관광 및 여행 준비 서비스 

주변 정보

•  IFC 몰은 인터내셔널 스타일 쇼핑몰로 업무, 쇼핑,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입니다.

•  9개 스크린을 갖춘 CGV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형 서점이 

있습니다. 

•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63빌딩은 대형 수족관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  여의도의 자연친화적 녹지공간에서는 다채로운 콘서트가 

열립니다.

• 강변 산책길과 자전거 도로 및 조깅 트랙

•  국회의사당,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등 문화 역사적 명소가 

있습니다.
연회장별 크기 및 수용 용적

연회장 크기 
가로x세로x높이

평방
피트, 
미터

연회 리셉션 극장 교실 회의실 u-shape h-square

3층

그랜드 볼룸 1
(ft) 56.9 59.7 23.0 3,396.9

200 360 300 240 48 62 84
(m) 17.4 18.2 7.0 316.7

그랜드 볼룸 2
(ft) 56.2 59.7 23.0 3,355.1

200 360 300 240 48 62 84
(m) 17.1 18.2 7.0 311.2

그랜드 볼룸 3
(ft) 56.5 59.7 23.0 3,373.1

200 360 300 240 48 62 84
(m) 17.2 18.2 7.0 313.0

그랜드 볼룸  
1+ 2+ 3

(ft) 169.6 59.7 23.0 10,125.1
700 1,200 1,000 720 150 180 220

(m) 51.7 18.2 7.0 940.9
5층
 
파크 볼룸 1

(ft) 33.1 54.9 16.1 1,817.2
110 200 150 96 42 48 54

(m) 10.1 16.7 4.9 168.7

파크 볼룸 2
(ft) 32.8 54.9 16.1 1,800.7

110 200 150 96 42 48 54
(m) 10.0 16.7 4.9 167.0

파크 볼룸 3
(ft) 32.8 54.9 16.1 1,800.7

110 200 150 96 42 48 54
(m) 10.0 16.7 4.9 167.0

파크 볼룸 
1+ 2+ 3

(ft) 98.8 54.9 16.1 5,418.6
320 700 500 288 130 130 150

(m) 30.1 16.7 4.9 502.7

파크 스튜디오
(ft) 29.6 39.0 19.0 1,154.4

50 60 60 48 24 24 30
(m) 9.0 11.9 5.8 107.1

6층 

스튜디오 1
(ft) 29.2 35.1 14.1 1,024.9

50 90 80 54 30 33 36
(m) 8.9 10.7 4.3 95.2

스튜디오 2
(ft) 29.5 35.1 14.1 1,035.5

50 90 80 54 30 33 36
(m) 9.0 10.7 4.3 96.3

스튜디오 3
(ft) 29.2 35.1 14.1 1,024.9

50 90 80 54 30 33 36
(m) 8.9 10.7 4.3 95.2

스튜디오 1+ 2+ 3
(ft) 88.0 35.1 14.1 3,088.8

200 300 240 180 72 72 84
(m) 26.8 10.7 4.3 286.8

스튜디오 4
(ft) 40.6 39.4 14.1 1,599.6

90 100 100 72 26 33 36
(m) 12.4 12.0 4.3 148.8

스튜디오 5
(ft) 27.0 39.4 12.1 1,063.8

50 60 60 54 30 30 36
(m) 8.2 12.0 3.7 98.4

스튜디오 6
(ft) 23.6 39.4 12.1 929.8

30 50 50 36 20 27 26
(m) 7.2 12.0 3.7 86.4

스튜디오 7
(ft) 26.3 39.4 12.1 1,036.2

50 60 60 54 24 30 30
(m) 8.0 12.0 3.7 96.0

스튜디오 8
(ft) 25.5 25.1 20.3 640.1

30 40 40 36 12 18 24
(m) 7.8 7.6 6.2 59.3

스튜디오 9
(ft) 27.6 25.1 20.3 692.8

30 40 40 36 12 18 24
(m) 8.4 7.6 6.2 63.8

스튜디오 10
(ft) 29.5 25.1 20.3 740.5

30 40 40 36 12 18 24
(m) 9.0 7.6 6.2 68.4

스튜디오 8+ 9+ 10
(ft) 82.6 25.1 20.3 2,073.3

100 150 150 72 66 63 66
(m) 25.2 7.6 6.2 191.5

보드룸
(ft) 43.6 25.6 12.1 1,116.2 — — — — 18 — —
(m) 13.3 7.8 3.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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