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 설 선물 특선



뜻깊은 우리 고유의 명절.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이

엄선한 명품 선물세트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지역 전통 특산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와 정성스러운 포장으로 

드리는 분의 정성과 받는 분의 품격을 더욱 빛내 드립니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 특별혜택 ]

명절 선물 특선

-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은 이미지 컷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금액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봉사료는 받지 않습니다.

-  와인을 제외한 제품은 신선한 상품 배송을 위하여최소 4일 전에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

로비라운지 & 델리 +82 (2) 2270 3101 (7am - 10pm)

-  고급 포장 서비스 무료 제공

-  20%할인  |  앰배서더 플러스 클럽 회원, 당 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

-  10%할인  |  앰배서더 클럽 회원

-  200,000원 이상의 모든 품목 무료 배송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함)



2020 SPECIAL GIFT SELECTION

특선 등심 스테이크와 와인 세트

등심 스테이크 3kg

(소고기: 호주산)

레드 와인 1병

₩450,000

BEEF & WINE

특선 찜갈비와 와인 세트 

찜갈비 3kg (소고기: 호주산)
레드 와인 1병

₩300,000

특선 LA 갈비와 와인 세트

LA 갈비 3kg (소고기: 호주산)
레드 와인 1병 

₩300,000



2020 SPECIAL GIFT SELECTION

칸나멜라 소금후추 세트

흑후추 28g , 블루 페르시아 소금 55g, 

페퍼솔트 35g, 핑크 히말라야 소금 60g, 혼합후추 25g 

기순도 
명인의 장 세트 B

전통 된장 500g / 전통 고추장 500g

기순도 
명인의 장 세트 A

기순도 전통 간장 300ml, 기순도 맛장 300ml, 

기순도 전통 된장 180g, 기순도 죽염 140g

SPECIAL GIFT  

레볼루션 티 세트                      ₩88,000

티 10종류 각3개입 총 30백  

특선 앰배서더 간장 게장           ₩250,000

앰배서더만의 깊은 맛과 풍미를 자랑하는 

간장 게장2kg (꽃게: 국내산)

특선 훈제 연어와 와인 세트       ₩240,000

훈제 연어 1.8kg / 호스 래디시 소스 / 케이퍼 
화이트 와인 (Rocherolles Bordeaux White) 1병

상주 한시 곶감 세트            ₩132,000 

반 건시 12개 / 건시 20 -24개

₩85,000₩60,000 ₩36,000



2020 SPECIAL GIFT SELECTION

FULL MOON GIFT BOX           ₩130,000

버진 올리브오일 200ml
버진 올리브오일 500ml
비네거 200ml

참나무 표고버섯 선물세트 B       ₩110,000

백화고 170g / 흑화고 170g

사비니 타르투피
미니 트러플 세트 

블랙 트러플 올리브 100ml
트러플 치즈 90ml / 트러플 올리브 소스 90ml

국내산 천연벌꿀
와인병 선물세트 

야생화꿀 750g / 아카시아꿀 750g 

주세페주스티
발사믹 / 오일 세트      

주세페주스티 5M 250ml 
주세페주스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250ml

강고집 천연 조미료병 5종 세트   ₩62,000

구운멸치가루 100g / 구운새우가루 100g
구운다시마가루 100g / 표고버섯가루 50g
맛내기가루 100g

참나무 표고버섯 선물세트 A         ₩85,000

흑화고(대) 170g / 백화고(소) 150g 
동고(소) 150g / 표고칩 100g / 절편 70g 

강고집
프리미엄 멸치 & 새우 세트  

특국물용 400g / 건새우 200g 
특볶음조림용 400g

₩75,000

₩80,000₩85,000 ₩160,000



2020 SPECIAL GIFT SELECTIONDIY WINE SET 

- 와인 셀렉션: 최저 1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 구성: 선택 와인 2병, 와인 케이스 5종 중 택 1, 포장 서비스 

호텔 소믈리에가 엄선한 20여 종의 와인 중

원하는 와인을 직접 골라 특별한 선물세트를 구성해보세요. 

취향과 마음을 가득 담은 하나뿐인 와인 세트로 

고마운 마음을 더욱 정성스럽게 전해드립니다.

달콤하게 즐기는 와인 세트, 

합리적인 가격이 돋보이는 스마트 세트, 

상남자 취향 저격 와인 세트 등 

현장에 준비된 베스트 추천 조합도 만나 보세요. 

문의

로비라운지 & 델리 (7am - 10pm)

+ 82 (2) 2270 3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