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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인터컨티넨탈푸켓리조트는 221개의객실과빌라를
갖춘 푸켓 섬에서 가장 평온한 휴양지 중 하나이며,
고요하고 호화로운 휴양지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모아놓은안식처입니다.

전용 석호가 있는 깔끔하게 손질된 정원 사이에
건설된 리조트의 고급 숙박시설은 해변가로 향하는
길과 최고급 식사, 웰빙 경험과 함께 환상적인
안다만해의 전망을 제공하며, 이 모두는 고객의
순수하고세련된경험으로이어집니다.

객실과스위트룸

풍부하고 자연적인 색조를 우아하게 조합한 인터컨티넨탈 푸켓 리조트의 컬렉션은 221개의 객실과
스위트룸, 빌라로구성되어있으며바다, 석호, 산또는정원의전망을즐길수있습니다. 모든객실과
스위트룸, 빌라는세심하게설계된일상의탈출구이며리조트의자연환경에서영감을얻은현대적인
디자인을전통태국예술과융합하였습니다.

미식여행

행사 참여자와 기획자 모두에게 영감을 선사하도록 준비된 음식과 음료는 모든 행사에 어울리는
지역의 풍미와 세계의 기호 식품을 독특하게 조합합니다. 세계적인 최고급 캐주얼 요리를 서빙하는
마케팅 레스토랑, 현대 태국식 고급 음식을 제공하는 태국 전문 레스토랑, 또는 편안한 해변가의
럭셔리한경험을제공하는비치바의다양하고맛있는음식이미각을자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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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더(Insider) 컬렉션

모든고객이평생에단한번뿐일
특별한푸켓여행을경험할수
있는기회를제공하게되어
기쁘게생각합니다. 리조트의
컨시어지가현지인의관점에서
푸켓을경험하도록돕습니다.

미팅 & 행사

안다만해의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으며 숲이 울창한 카말라 베이 언덕에 자리 잡은 인터컨티넨탈
푸켓 리조트는 최신 기술, 탁월한 서비스가 멋진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푸켓 섬 최고의 모임
장소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최선을 다하는 미팅 준비팀은 모든 물류를
관리하고, 맞춤 설계된 커피 타임과 점심, 저녁
식사, 특별 연회로 이벤트 만족도를 높이며
풍부한 활동과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행사
참여자가 이 놀라운 리조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터컨티넨탈푸켓리조트가다양하고인상적인
행사를준비합니다.

팀구성경험을통해행사
참여자들은카말라베이의
고유한특성또는유산, 
지리와의연결고리를만들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여부에상관없이모든경험은
행사참여자가행사에참여하고
효과적인업무관계를구축하는
독창적인방법을제공합니다.

회의실 너머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이벤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인사이더(Insider)
컬렉션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고유한 리조트의 위치, 영감을 주는 발표자,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매력적인 팀 구축 상호 교류를 포함하여 모든 회의가 원활한 서비스와 대화를 확대하는 새로운
전망으로풍성하게채워질것을약속합니다.

인사이더위치 인사이더상호교류 인사이더커뮤니티

지역공동체를깊이경험하는
것은여행지를이해하고
인식하는가장친밀한
방법입니다. 인터컨티넨탈푸켓
리조트는탁월한현지관계를
구축하여행사참여자들은지역
공동체를도우면서지역
공동체에대한서비스의무를
초월하고확고한결속력을
다지는프로젝트를채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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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1(미팅룸 1, 미팅룸 2, 회의실)

평면도 2 (다기능실, VIP 룸, 볼룸)
룸이름

극장
스타일

뱅큇
스타일

U자스타일 회의실
클래스룸
스타일

칵테일
리셉션

천장
높이

(m)

크기

(m2)

미팅룸 1 30 30 24 18 18 40 3.50 42

미팅룸 2 60 70 33 24 36 90 3.50 95

회의실 - - - 12 - - 3.50 44

VIP 룸 - - - - - 10 3.50 27

다기능실(Pre-
Function)

- - - - - 130 3.50 132

볼룸 247 200 75 60 180 300 4.20 304

파빌리온 - - - - - 30 - 168

해변가 - 100 - - - 2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