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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 NEW YEAR
GIFT SELECTIONS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는

2022 임인년 새해를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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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한우 정육 & 프리미엄 정육

A. 한우 1++ 세트
한우 안심구이용 500g, 한우 꽃등심 500g, 한우 채끝 500g, 
한우 특수 부위 500g

C. 한우 1+ 세트
한우 꽃등심 구이용 300g, 한우 채끝 300g,
한우  특수 부위 300g, 한우 불고기 300g

B. 한우 1+ 세트
한우 안심구이용 500g, 한우 꽃등심 500g, 한우 불고기 500g

D. LA 양념 갈비 세트
초이스 LA 갈비 2kg

700,000원

350,000원

500,000원

200,000원



특선 버섯 명품 보리굴비 & 육포 

A. 특선 버섯 세트
참송이, 노루궁뎅이, 송화고

B. 특선 버섯 세트
참송이, 노루궁뎅이

300,000원

200,000원

보리굴비 세트
영광 굴비 7마리

200,000원

한우 수제 육포 세트
육포 400g

200,000원



베버리지 셀렉션

프리미엄 프랑스 와인 세트
알렉스 감발 부르고뉴 샤르도네
도멘 샤를로팽, 마르사네 루즈

소피텔 시그니처 블렌드 에피큐어는 ‘미식가’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한 

베리 류의 과일향이 서서히 강해지는 아로마는 

긴 여운을 선사하며, 감귤 껍질과 핵과 과일을 

연상시키는 생생한 산도는 환상적인 풍미를 

제공합니다. 

소피텔 커피빈 & 머그컵 세트
소피텔 시그니처 블렌드 에피큐어 커피빈
소피텔 머그컵 2개

100,000원

소피텔 사케는 고급 식재료 산지로 잘 알려진 

일본 미에현에서 생산된 쌀 품종인 ‘데와산산’

으로 제조된 ‘타비카 준마이’로 묵직하고 농후한 

풍미와 쌀 특유의 은은한 감칠맛이 돋보입니다.

소피텔 사케 세트
미오 타비카 준마이 720ml, 300ml

150,000원

소피텔 셀렉티드 와인 2종은 프랑스 소뮈르의 최상급 

와인 메이커 ‘티에리 제르망(Thierry Germain)’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티에리 제르망은 달과 우주의 

주기에 맞춰 와인을 만드는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과 

친환경적인 양조법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자연적인 

내추럴 와인을 지향합니다. 

알렉스 감발 부르고뉴 샤르도네는 은은한 미네랄 

터치와 신선한 시트러스가 느껴지는 우아한 

부르고뉴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도멘 샤를로팽, 마르사네 루즈는 바이올렛 꽃향과 

달콤한 시나몬, 바닐라 향을 느낄 수 있는 신선한 과일 

풍미의 부르고뉴 레드 와인입니다.

소피텔 셀렉티드 와인 세트
티에리 제르망 솔리 떼르 소뮈르 블랑 
티에리 제르망 본 떼르 소뮈르 샹피니

170,000원

250,000원



HOTEL VOUCHER 100,000 KRW

소피텔 바우처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의 기프트 바우처로 품격있는 선물을 전하십시오.
객실 및 식음 업장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소피텔 바우처 문의: 02 2092 6000

A. 금액권
10만원권 / 5만원권 

B. 객실 숙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