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ysian Tips

엘리시안 강촌, 제주

파르나스 호텔 업무 제휴 체결
엘리시안 강촌, 제주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럭셔리 비즈니스 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를 운
영하는 파르나스 호텔과 손을 잡았다. 엘리시안과 파르나스 호텔은 지난 2014년 4월 전략적 업무제휴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올해부터 본
격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서비스의 플러스알파 & 브랜드 가치 향상
_
엘리시안 강촌, 제주는 고객 만족과 서비스의 품격을 한층 높이기 위해 최근 파르나스 호텔과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양사는 상호 회원 간 교류
를 통해 회원권의 이용가치를 제고하고 포괄적인 운영 업무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엘리시안 강촌, 제주와 제휴를 맺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서울의 비즈니스와 문화의 중심지인
한국종합무역센터, 코엑스 컨벤션 센터, 한국도심공항과 근접해 있어 국제적인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특 1급 호
텔들이다.
특히 국내 특급 호텔 중 유일하게 식음조리 부분에 대한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ISO 22000 인증을 취득,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도
호텔부문 총 7회 1위를 수상했으며, 세계적인 환경벤치마킹 시스템인 ‘EarthCheck’에서 국내 최초로 골드 레벨을 획득하며 업계를 리드하고
있다.
파르나스 호텔과의 제휴를 통해 엘리시안 회원들은 파르나스 호텔의 객실, 레스토랑&바, 연회장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엘리시안 회
원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양 호텔의 레스토랑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양 호텔에는 세련되고 모던한 프랑스식 요리부터 이태리식, 아시안식, 일식까지 수석 셰프들의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한편, 엘리시안 강촌, 제주는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는 골프장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 차원의 서비스를 모색하던 중 호텔이 갖
는 메리트에 주목하여 이 같은 제휴를 맺게 됐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엘리시안 회원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전 객실
•객실 정상가의 50% 할인(주말 이용시, 무료 업그레드 제공)
- 단, 12월 24일과 31일은 적용 제외
- 무료 업그레이드의 경우, 하기 지정 객실에 한해 제공되며,
호텔 상황에 따라 제공 불가할 수 있음
(디럭스룸->주니어 스위트룸 / 수페리어룸->엘리트룸)

 전 레스토랑&바 식음료 10% 할인(룸서비스, 연회 제외)
 결혼, 돌잔치 등 가족연회 메뉴 5% 할인

[ 문의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02)555-5656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02)3452-2500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