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 가격표 2020

한식 메뉴

양식 메뉴

웨딩 갈비탕 49,000 정통 한방갈비탕 한상차림

최상급 호주산 등심과 레드와인 소스

※ 1병 기준 가격, 음료 계산은 당일 소비량 결제

※ 와인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56,000

30,000

40,000~

5,000

7,000

양식 메뉴

스파클링 막걸리 / 샴페인

와인

콜라(190 ml) 사이다(236 ml)

맥주(330 ml) 소주(360 ml)

구   분

메  뉴

음  료

가   격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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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B형

C형

꽃 장식

웨딩 홀 사용료

웨딩 캔들, 케이크 (2부 진행시)

현장 중계료

결혼식 소모품

폐백실 사용료

폐백 수모 비용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연 주

폐백 음식

떡 (1말 100명 기준)

*반입, 반출 불가

A

B

C

A

B

C

1,700,000

3,400,000

5,100,000

1,100,000 최소 보증인원 200명 이상 시 무료 제공 

S자형, 3단 케이크 (2단 모조+1단 생크림 케이크), 샴페인

(200명 이상시 무료 제공)

식전 동영상 상영 및 현장 중계 (200명 이상 시 무료 제공)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방명록, 장갑 7개, 봉투, 펜 등

(200명 이상시 무료 제공)

폐백의상, 집기사용료

폐백수모 (1인)

원판+스냅+드레스+턱시도+메이크업, 부케

피아노3중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4중주 (피아노, 바이올린2, 첼로)

재즈 3중주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 or 섹소폰) 

대추 고임, 구절판, 닭 고임, 술

대추 고임, 구절판, 닭 고임, 한과, 술

육포, 대추 고임, 구절판, 술 

A형: 모듬찰떡, 백련초굴레떡, 삼색깨끼, 궁중인절미, 단호박굴레떡, 복분자찰떡 

B형: 흑미삼색떡, 백련초굴레떡, 호박찰떡, 약식, 단호박굴레떡, 흑미찰떡

C형: 구름떡, 백련초굴레떡, 돌돌이, 쑥아몬드인절미, 단호박굴레떡, 포도찰떡 

35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750,000~

300,000

350,000

380,000

270,000

330,000

380,000

120,000

※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 입니다.

※예시된 금액은 정상 가이며 상담 시 요일과 시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상, 사이드 촛대2개, 입구 마블 6개, 신부대기실 생화장식, 포토 테이블 생화 세팅, 버진로드 조화장식,테이블 센터피스 조화장식

A형+단상 마블(중형) 2개 추가, 테이블 센터피스 생화장식

B형+입구 마블 2개 추가, 신부대기실 아치형 생화 장식



웨딩메뉴 2020

상기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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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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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메뉴 각 1인당 3,000원 추가

Abalone

전복 (갈비탕)

아래 메뉴 각 1인당 10,000원 추가

Hanging tender

토시 살   

아래 메뉴 각 1인당 4,000원 추가

Deep fried shrimp  with

sweet chili sauce

상하이식 깐쇼새우 

Smoked duck with

Season balloon flower roots 

건강식 한방 당귀와 훈제오리 

Stir-fired seafood and vegetable

사천식 팔보채 

Deep fried pork short-rib 

with sour sauce

관동식 수제 탕수육 

Starter bread

식전빵

Seasoning Octopus with

Grape fruitssauce

상큼한 자몽소스를 곁들인 문어
(문어:베트남/태국) 

Truffle flovor Mushroom cream soup

트러플향의 고소한 버섯 크림 스프

Seasonal lettuce with oriental dressing

신선한 계절 야채와 오리엔탈 드레싱

Grilled Australian Beef Rib-eye

with mashed potato

최상급 호주산 등심과 레드와인소스
(소고기:호주산)

Fresh cheese Cake

신선한 치즈케이크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Traditional Kal Bi Tang, Steamed rice 

전통 한방 갈비탕과 진지

Traditional Korean beef tartar

정통소고기 육회와 배

Kingdom mixed dish of boiled threads

with stir-fries vegetables  

궁중 잡채

Sliced of boiled pig feet and chives 

오향족발과  영양부추 겉절이

Smoked salmon with fresh vegetable

신선한 야채와 훈제 연어

Marinated kimchi and

White radish kim chi

명품 배추김치와 석박지 

3 Kinds of Korean pancake 

3종류의 한국식 전

Skate fish with vegetables

and spicy sauce

노보텔 특제 홍어무침  

Seasonal fruits 

계절 과일
아래 메뉴 각 1인당 3,000원 추가

Stir-fried rice / Banquet noodle /

Baked shrimp

볶음밥 / 잔치국수 / 구운새우   

아래 메뉴 각 1인당 6,000원 추가

Tenderloin

안심

나만의 DIY 양식 추가메뉴

웨딩 갈비탕

\ 49,000

나만의 DIY

한식  추가 메뉴

양 식 메 뉴

\ 5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