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다즈 서울 강남의 독보적인 인테리어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팀 ‘피에트 분(Piet Boon)’ 스튜디오가 맡았습니다. 강남 도심의 

풍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241개의 객실은 아름다운 한국의 조각보와 

보자기 등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적 색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련되게 

풀어냈으며, 사선 벽면 설계를 적용해 공간감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업장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은 강남의 중심지인 압구정역과 직접 연결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호텔이 위치한 압구정과 도보로 이동 가능한 청담은 

한국의 럭셔리, 패션, 뷰티의 중심가로서 미술관과 갤러리, 최상급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변시설

유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

페이스트리, 디저트와 다양한 음료

11:00 am   10:00 pm

압구정 미식골목에서 영감을 받은‘조각보' 레스토랑이 3개의 전문 다이닝 & 

바 공간을 통해 새롭게 고객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바이츠 & 와인>, <씨푸드 그릴>, <미트 & 코>에서 선사하는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즐겨보세요.

샴페인, 와인, 맥주, 시그니처 칵테일, 다양한 철판요리

채소, 해산물, 육류 그릴 메뉴

프리미엄 다이닝, 다양한 오븐 및 그릴 메뉴

                                       샴페인바, 와인바, 칵테일바 구성

해피아워 - 버블 N 바이츠   6:00 pm   8:00 pm

올데이     11:30 am   10:00 pm (주문마감 9:30 pm) 

DJ 공연[목-토]    7:30 pm   9:30 pm

조식     7:00 am   10:30 am

중식     11:30 am    3:00 pm (주문마감 2:30 pm)

석식     5:30 pm   10:00 pm (주문마감 9:30 pm)

중식     11:30 am    3:00 pm (주문마감 2:30 pm)

석식     5:30 pm    10:00 pm (주문마감 9:30 pm)

실내 수영장     6:00 am    10:00 pm

락커 & 사우나(유료)     6:00 am    10:00 pm

스파 트리트먼트(유료)    10:00 am    10:00 pm

피트니스 센터     24시간

서울의 패션, 뷰티, 미식과 아트의 중심지인 청담동, 가로수길에서 로컬 

라이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K-POP 트렌드의 중심지인 K-Star Road에서 즐기는 로컬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드넓은 한강의 경치, 여유로운 도산공원을 거닐며 도심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룸서비스     스파 서비스    드라이클리닝 & 세탁서비스     발렛파킹

24시간 피트니스 시설     풀사이드 사우나와 자쿠지를 갖춘 실내수영장    

객실 내 금고     주류를 제외한 미니바 아이템 

예약 문의

아츠(A’+Z) (1층 로비 안)

조각보(JOGAKBO) (2층)

조각보 ㅣ 바이츠 앤 와인

조각보 ㅣ 씨푸드 그릴

조각보 ㅣ 미트 앤 코 

피트니스 & 스파 ㅣ 더 서머 하우스 (지하 2층)

이벤트 공간 (지하 2층, 17층)

웨딩

미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