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숙객을 위한 특별 혜택

얼리버드

20% 할인

(오전 6시 30분 - 오전 8시)

리빙룸

15% 할인

(리빙룸 바 제외)

20% 할인

(월 - 금)

15% 할인

(토 - 일)

다이닝룸

조식

디너

런치



다이닝룸
(32F)

내선번호 1300

토마호크 스테이크 
오픈 키친의 참숯 그릴에서 셰프가 직접 구워낸 최고급 그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스테이크 & 시푸드 그릴 레스토랑 
다이닝룸은 긴 갈비뼈를 따라 꽃등심 등 최고급 부위를 맛볼 
수 있는 도끼 모양의 프리미엄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압도적인 비주얼과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토마호크 스테이크’와 함께 색다른 미식을 경험해 보세요.

• 기간  : 1월 11일부터
• 시간  : 런치 (토 - 일), 오후 12시 - 오후 3시
  디너 (월 - 일), 오후 5시 30분 - 오후 10시
• 가격  : 18만 원(1kg)

지금 예약하기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83352


리빙룸
(31F)

내선번호 1300

뉴 세트 메뉴
프렌치 레스토랑 리빙룸은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리빙룸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구성한 세트 메뉴를 선보입니다. 도미, 
왕새우, 한우, 관자 등을 섬세한 플레이팅으로 정교하게 맛을 
낸 이색적인 요리와 재료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을 
페어링하면 더 여유롭고 로맨틱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시간  : 런치 (수 - 월),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30분
  디너 (목 - 토), 오후 5시 30분 - 오후 9시
• 가격  :  런치, 1인 4만2천 원부터
  디너, 1인 8만 원부터       

지금 예약하기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83361


라운지
(30F)

내선번호 1300

스트로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 
달콤함이 무르익은 신선한 딸기를 활용해 라운지만의 로맨틱한 
감성을 담은 딸기 쿠키 슈, 딸기 밀푀유, 말차 딸기 쇼트케이크 
등 사랑스러운 비주얼의 딸기 디저트를 다채롭게 맛볼 수 
있는 ‘스트로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를 만나보세요. 입안 가득 
새콤달콤한 과즙과 기분 좋은 딸기 향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로 
가득한 ‘스트로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달콤한 오후를 선사합니다.

• 기간  : 1월 1일 - 2월 28일
• 시간  : 오후 2시 - 오후 6시
• 가격  : 2인 7만 원
  2인 9만 원(스파클링 와인 2잔 포함)

지금 예약하기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83372


루미 스파
(4F)

딥 모이스처라이징 패키지
루미 스파는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철 환절기에 
피부 트러블을 케어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개선해 다양한 피부 
고민에 도움을 주는 ‘딥 모이스처라이징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오메가 6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 보습은 물론 피부의 유연성과 
탄력을 높여 촉촉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꾸어드립니다.

• 기간  : 1월 1일 - 2월 28일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 가격  :  일 - 목, 1인 22만 원
  금 - 토, 1인 24만2천 원

내선번호 1440

지금 예약하기

https://booking.naver.com/booking/13/bizes/179958


파크
하얏트
서울 

윈터 앳 더 파크
도심 속 안식처,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 ‘호텔콕’하면서 마음의 
휴식도 취해보세요.

기간  : 2월 28일까지

혜택  :
• 객실 1박
• 다이닝 10만 원 크레딧 (1박 당 1회)
• 이솝 (Aēsop) 핸드밤 75ml (투숙 당 1회)
• 스위트 객실 이용 시 와인 1병 및 사우나 이용 혜택 제공
• 피트니스 스튜디오 및 수영장 이용

윈터 스위트 얼리버드 프로모션  :
투숙 7일 전까지 파크 스위트 객실 예약 시 패키지 요금에서
1박 당 10만 원 할인

* 호텔 공식 예약 채널을 통해 패키지 예약 시 와인 1병 제공

예약 및 문의
02 2016 1100

또는
02 2016 1234

지금 예약하기

https://bit.ly/2K5BjD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