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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메뉴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78 (독산4동 1030-1)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연회예약실 Tel. (02)3282-6611/6610  Fax. (02)3282-6612

계약 시 예약금 입금 계좌번호 : 기업은행 080-025596-01-065, 예금주 ㈜앰배텔

·상기 금액에는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호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원)

조찬 메뉴 (20명 이상)

25,000원

29,000원

28,000원

30,000원

대륙식 조찬 Continental Breakfast (CBF)

미국식 조찬 American Breakfast (AMBK)

한식 조찬 Korean Breakfast (KOBF-1)

한식 조찬 Korean Breakfast (KOBF-2)

40,000원

56,000원

토시살 구이 상차림 (GH), 평일 점심만 가능

한정식 코스 (KS)

한식 메뉴 (20명 ~ 30명)

56,000원양정식 코스 (WS: 등심코스)양정식 메뉴 (20명 이상)

60,000원일식 도시락 (JL)

55,000원한식도시락 (KL)

도시락 메뉴 (20명 이상)

50,000원

55,000원

68,000원

인터내셔널 뷔페 1 (IB-1)

인터내셔널 뷔페 2 (IB-2)

인터내셔널 뷔페 3 (IB-3)

뷔페 메뉴 (40명 이상)

33,000원

44,000원

미팅 패키지-A

미팅 패키지-B
미팅 패키지

5,000원

8,000원

12,000원

20,000원

22,000원

25,000원

커피 / 티 브레이크 (NCB-1: 신선한 커피와 여러가지 티)

커피 / 티 브레이크 (NCB-2: NCB-1 + 여러가지 쿠키)

커피 / 티 브레이크 (NCB-3: NCB-1 +신선한 계절 과일)

커피 / 티 브레이크 (NCB-4: NCB-1 + NCB-2 + 마카롱)

커피 / 티 브레이크 (NCB-5: NCB-1 + NCB-2 + 마카롱 + 신선한 계절 과일 1종 추가 + 초코 브라우니)

커피 / 티 브레이크 (NCB-6: NCB-1 + NCB-2 + 마카롱 + 녹차롤 + 초코 브라우니)

커피 / 티 브레이크 메뉴

5,000원

7,000원

25,000원

1,000원

30,000원

45,000원~

콜라 (190ml) / 사이다 (236ml)

맥주 (330ml) / 소주 (360ml)

정종

생수 (Mineral Water-Bottle)

스파클링 와인 (Vivace)

와인

※ 와인은 더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료 및 주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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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가격(원)

현수막 110,000원 기본 현수막 기준 (실사)

기본 사방화 기준 (코사지 2개 포함)

1단 케이크 + 2단 모조 케이크

원판 3컷 / 1컷당 60,000원 (1조 3매 현상, 11"X14" 크기)

모조 돌상(조화 꽃장식) + 과일 4종류 + 떡 3종류

모조 고임상 + 과일 4종류 + 떡 3종류

모조 고임상 + 과일 4종류 + 떡 3종류 + 현수막

피아노 1인 연주

현악 3중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재즈 트리오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

서울 시내 기준 (출장 요금은 조건에 따라 변동)

서울 시외(경기도 일부)지역 기준 (출장 요금은 조건에 따라 변동)

와인 / 양주 (1병 기준)

1일 대여 기준

VTR 세트 1일 대여 기준

1시간 / 1일 대여 기준

1시간 대여 기준 (66,000/1일)

1일 대여 기준

녹음 Tape

VHS / U-Matic 방식

Par Light, Moving Light

CD 제작 또는 DID 당일 상영 

1세트 (10장)

통역부스, 리시버, 통역사 등 

Delegate Mic., Pin Mic., Wireless Mic. 등

150,000원

80,000원

180,000원

450,000원

450,000원

500,000원

250,000원

650,000원

750,000원

550,000원

1,100,000원

20,000원 / 30,000원

110,000원

55,000원

55,000원 / 220,000원

33,000원

16,500원

5,500원

550,000원

55,000원

55,000원

별도 문의

별도 문의

110,000원

꽃장식

3단 케이크

사진

생신 고임 상차림

돌상 차림

실내 연주

음료 반입료

DVD Player

Video Projector

Beam Projector

Laptop (Notebook)

Tape Recorder

Cassette Tape

Video Recorder 대여

Light

DID 영상

Flip Chart

Translation Equipment

Microphone 시스템

출장료
(Catering Charge)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