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IZED
THEME
맞춤형 테마
Technology for digital nomads,
"Deep Sleep" and "Release Stress" packages
are ready with full functions.
The IoT technology is here only for your comfort.
편안한 하루를 돕는 기술,
"숙면" 또는 "피로 회복"을 IoT 스마트 룸 메뉴에서 클릭하시면
숙면과 피로 회복을 돕는 기능이 자동으로 세팅 됩니다.

GRAND AMBASSADOR SEOUL ASSOCIATED WITH PULLMAN
287 DONGHO-RO, JUNG-GU, SEOUL 04618 – KOREA
T. + 82 (2) 2275 1101 – F. + 82 (2) 2272 0773
AMBATEL.COM – ACCORHOTELS.COM

THEME 1.

DEEP SLEEP
숙면

Red color helps to fall asleep easily. During 10 minutes, red color
lighting keeps dimming down and turns off when you fall asleep.
편안한 잠자리를 돕는 붉은색 계열의 조도가 낮은 조명이 10분 동안
차츰 이어지며 잠에 빠질 즈음 자동으로 소등됩니다.

Until waking up in the morning, pleasant temperature
is continued for your deep sleep.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숙면을 돕는 적정 온도가 유지되며 포근한 잠자리를 돕습니다.

Good Night Menu
Avocado and Dark Green Salad
with Toasted Nuts and Plain Yogurt
아보카도와 견과류를 곁들인 푸른 잎 샐러드와 플레인 요거트

\ 20,000

Oatmeal with Plain Soy Milk and Sliced Banana
플레인 두유로 끓인 오트밀과 바나나

\ 15,000

Banana Milk with Cinnamon Served
with Walnut and Whole Wheat Toast
바나나 우유와 호두 토스트

\ 15,000

The executive chef prepares "Good Night Menu" for deep sleep.
See the special menu on the next page and experience the power of food.
호텔 총주방장이 숙면을 돕는 "굿나잇" 룸서비스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With wakeup call, curtains are opened to present fresh morning.
설정한 시간에 알람과 함께 커튼이 열리며 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Available from 3pm until midnight. 오후 3시 – 자정까지 주문 가능 합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VAT. 상기 모든 금액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ME 2.

RELEASE STRESS

피로 회복

Blue color lighting helps to release stress. The blue lighting softly
continues to relieve fatigue.
파란색 계열의 조명이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푸른 조명이 은은하게 이어지며 피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The smart room controls temperature for you to release stress.
피로회복에 적합한 온도가 설정되어 스트레스 완화를 돕습니다.

Energizing Set Menu

(Main + Healthy Juice)

Char Grilled Beef Tenderloin Steak with Tomato,
Goat Cheese Crumble with Red Wine Sauce and Asparagus
염소 치즈 크럼블과 적포도주 소스의 한우 안심스테이크 (소고기: 국내산 한우)
Fresh Ginger, Kail, Cabbage and Papaya Juice for Digestion
생강, 케일, 양배추와 파파야를 넣은 소화 촉진 주스
주스 단품 이용 시 Juice Only: \13,200

Grilled Lamb Chop on Bed of Minted Chickpeas Couscous
with Herbed Lamb Sauce
민트 향의 병아리콩 쿠스 쿠스와 양 갈비 (양고기: 뉴질랜드산)

주방팀이 정성껏 마련한 피로회복을 돕는 "에너자이징 메뉴"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보십시오.

Sunlight coming from auto-opened curtain helps
relieve stress and feel energized.

\ 68,000

Cinnamon Celery Apple Juice for Sweet Cravings 계피 향의 셀러리 사과 주스
주스 단품 이용 시 Juice Only: \13,200

Baked Fillet of Seabass Crusted with Almond, Lemon and Spinach
레몬과 딜 향의 아몬드 크러스트 농어
Chef's special "Energizing Menu" makes release your daily stress.
Check the menu on the next page and enjoy the healthy flavor.

\ 75,000

\ 49,000

Aloe, Berries and Beet Juice for Youth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알로에 베리 주스
주스 단품 이용 시 Juice Only: \14,300

Seared Fillet of Salmon with Half Lemon, Steamed Broccoli,
Onion, Pine Nuts and Raisin
브로콜리와 건포도, 잣을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

\ 45,000

Ginger and Green Vegetable (Chlorophyll) Juice for Boosting Energy 신체에 활력을 주는 푸른 채소 주스
주스 단품 이용 시 Juice Only: \13,200

설정한 시간에 커튼이 열리면 따사로운 햇살이 피로를 풀어드립니다.
Available from 3pm until midnight. 오후 3시 – 자정까지 주문 가능 합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VAT. 상기 모든 금액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ealthy Juice
Fresh Ginger, Kail, Cabbage and Papaya Juice for Digestion

\13,200

생강, 케일, 양배추와 파파야를 넣은 소화 촉진 주스

Cinnamon Celery Apple Juice for Sweet Cravings

\13,200

계피 향의 셀러리 사과 주스

Aloe, Berries and Beet Juice for Youth

\14,300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알로에 베리 주스

Ginger and Green Vegetable (Chlorophyll) Juice for Boosting Energy

신체에 활력을 주는 푸른 채소 주스

Available from 3pm until midnight. 오후 3시 – 자정까지 주문 가능 합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VAT. 상기 모든 금액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