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BEST PREMIUM YACHT

LEISURE OF KOREA



서울국제요트클럽,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한강시민공원 121-9 프라디아

최고의 순간을 위한 최선의 선택!

요트온

서울     잠원한강공원
서울국제요트클럽



카타마란 라군380 프리미엄

3



보유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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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요트 :    LAGOON 380 PREMIUM 미쉘호 

운항시간 :     09:00~22:00 (수시운항) (고객센터 문의)

휴        무 :     연중무휴 ( 단, 기상악화, 장마 침수시 폐점 )

탐승지점 :    한강잠원지구 선착장

주        차 :     한강공용주차장  

                       (평일 – 최초 30분 1천원, 초과10분당 200원, 일일주차 최고한도 1만원)

아래 요트프로그램의
공통안내사항입니다

안내사항

Yacht Sailing Course

요트운항코스

*  운항시간 :   09:00 ~ 22:00

*  운항구간 :   프라디아(잠원) – 한남대교 – 동호대교 – 성수대교 – 영동대교 (회항)

1                                                     2                                                      3                                                     4                                                     5출발

프라디아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출발

1

2
3

4

5

요트 운항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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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과 국내외 비즈니스

한강에서의 최고의 시설을 갖춘 서울국제요트클럽은 

“커피마리나”를 운영하고 있어 기업행사, 파티, 모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트를 이용하는 요트클럽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요트체험 및 프로포즈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회원활동으로 

한강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해양레저 

제공서비스로 고급 요트클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급부상 되는 서울.

한강의 기적이 이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SINCE 2006. 한강잠원지구에 위치한 

서울국제요트클럽 입니다.

한강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있으며, 

도심에서 30분…,

서울에서 한강을 만끽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이 매력입니다.

서울국제요트클럽

서울국제요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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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만남, 화려한 모임 등 FRADIA가 만족하실 수 있는 시간을 설계해 드립니다. 

굽이치는 물결만으로 로맨틱한 이곳!

<The A> 에서 고객님의 아름다운 추역을 만들어보세요.

아름다운 풍경과 특급호텔급 서비스

프라디아 3층에 위치한 140석 규모의 

파인다이닝이 가능한 유니크한 

레스토랑입니다.

선상웨딩 및 연회 장소로 유명한 

프라디아에서 운영하는 <디아>는 

특급호텔급의 서비스와 메뉴로 특급호텔급의 서비스와 메뉴로 

고객을 VIP로 모십니다.

최고의 선상 레스토랑 디아에서 

소중한 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최고의 선상레스토랑

프라디아 <디아>

프라디아 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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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토마토 파스타
Spicy Tomato Seafood Pasta

해산물 크림 파스타
Seafood Cream Sauce Pasta

해산물 오일 파스타
Seafood Olive Oil Pasta

식전빵
Bread

유기농 샐러드
Organic Mixed Green Salad

오늘의 특선 디저트
Specially Prepared Daily Dessert

로맨틱 런치코스(Romantic Lunch Curse)  :  
식전빵 + 유기농 샐러드 + 파스타(3가지 중 택1) + 오늘의 디저트 + 음료 (커피, 티, 와인, 
에이드 중 택1)

불고기 랩 샌드위치
Bulgogi Warp Sandwich

아메리칸 스타일 브런치
American Style Brunch

안심버거
Beef Tenderion Burger

제공시간 :  12시 ~ 16시까지 주문가능

브런치(Brunch)  :  3개 메뉴 중 택1 + 음료(우유, 주스, 커피 중 택1)

Special Course
디아 코스메뉴

디아 코스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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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빵
Bread

아뮤즈 부쉬
Amuse Bouche

두부에스푸마와 성게알
 Bean Curd Yoghurt Espuma

오늘의 스프
Specially Prepared Daily Soup

유기농 샐러드
Organic Mixed Green Salad

전복 리조또
Abalone Risotto

향초로 감싼 양갈비 스테이크
Herb Encrusted Lamb Chops

오늘의 특선 디저트
Specially Prepared Daily Dessert

음료
Coffee, Tea, Wine, Ade

로맨틱 디너 A코스(Romantic Dinner Curse)  :  
식전빵 + 아뮤즈 부쉬 + 두부에스푸마와 성게알, 연어알 + 오늘의 스프 + 유기농 샐러드
+ 전복 리조또 + 양갈비 스테이크 + 오늘의 디저트 + 음료(커피, 티, 와인, 에이드 중 택1)

디아 코스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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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DIA 1F Hall LU 40석

Floors
층별안내

디아 층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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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DIA 2F Hall Gung 250석

디아 층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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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마린 수상레져,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72길 62 (이촌동 302-17) 이촌한강공원 세븐마린

최고의 순간을 위한 최선의 선택!

요트온

서울     이촌한강공원
세븐마린 수상레저



JD파워 레져용 보트

 소비자 만족도 3년연속 최고상 수상

가솔린 엔진의 강력한 파워 ! 
스릴과 짜릿함을 주는 크루징~
색다르고 유쾌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리갈3860

REGAL Sport Yacht Commodore 3860

세븐마린 보유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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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요트 :    리갈 3860 (세븐10호)

운항시간 :     09:00~22:00 (수시운항) (고객센터 문의)

휴        무 :     연중무휴 ( 단, 기상악화, 장마 침수시 폐점 )

탐승지점 :    세븐마린 수상레져 (이촌)

주        차 :     한강공용주차장  

                       (평일 – 최초 30분 1천원, 초과10분당 200원, 일일주차 최고한도 1만원)

*  운항시간 :   09:00 ~ 22:00

*  운항구간 :   세븐마린(이촌) – 한강대교 – 한강철교 – 원효대교 – 63시티 – 동작대교 – 반포대교(회항)

1                                             2                                             3                                              4                                            5                                               6출발

세븐마린(이촌) 

한강대교

한강철교

원효대교

63시티 

동작대교

반포대교

출발

1

2

3

4

5

6

요트운항코스

Yacht Sailing Course

요트운항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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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명까지 수용가능한 넉넉한 공간과 고객맟춤형 케이터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컨셉에 따른 공간연출도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으며, 

탁트인 시야와 방해 받지 않는 주위 환경은 프라이빗한 파티와 모임을 즐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VIP룸이 제공되는 세븐마린의 요트차터는 귀하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VIP 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 “세븐마린 VIP 클럽하우스”

최고의 모임장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 세븐마린에서 행운을 즐기다.

소중한 만남을 위해 특별한 공간에서 우리들만의 프라이빗한 파티를 시작한다.

세븐마린

세븐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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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천장, 햇살을 가득 담은 전면에 넓은 창은 

머무는 이에게 아늑함을 주기에 충분하다.

감각적이고 모던한 스타일의 BAR는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에 깊이를 더한다.

프라이빗파티와 모임을 즐기기에 최고의 장소이다. 

1F VIP Bar1F

층별안내
3Floors

소규모 모임부터 대규모의 컨퍼런스까지 각종 

              행사의 특성에 맞는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

         찾으시는 분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16

세븐마린



국내 누구에게도 개방되어 있지 않았던 

당신만을 위한 완벽한 공간~!

최고급 호텔 객실과 같은 편안함은 기본!

한강 최고의 시설과 품격있는 서비스는 

귀하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프라이빗한 개별 욕실과 화장실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주방까지 갖추어져 있다.)가능한 주방까지 갖추어져 있다.)

1F President Hall

도시가 만들어 내는 소음과 답답함은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다.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큰 창으로 시원하게 

뻗은 한강대교를 보며 지친 몸을 맡기고 와인 

한잔으로 마무리 하는 로맨틱한 저녁이 가능한  

“ 진정 마음이 치유되는 곳 ”

최고급호텔 객실과 같은 편암함 !최고급호텔 객실과 같은 편암함 !

프라이빗한 개별 욕실과 화장실,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주방까지 갖추어져 있다.  

2F Grander Hall
2F

1F

세븐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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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용 크루져 요트를 

단독으로 원하는 시간동안 

차터(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비지니스, 파티에 적합합니다. 

파티용크루저 임대(차터)
Cruise Charterage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여 제공하는 

라이브 코너부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일년 내내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Catering Service

18

세븐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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