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난티 코브 가족연 프로그램

가족만의 소중한 날을 의미있고 프라이빗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아난티 코브의 가족연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돌잔치, 생신연 및 가족모임 행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룸인 프라이빗 다이닝 룸(PDR), 라이브러리 및 자색미학에서 가족연회를 즐겨보십시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세심한 서비스로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합니다. 

장소

* 상기 금액은 세금 포함가 입니다.

* 음료 및 주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점심 12:00-16:00 / 저녁 18:00-22:00 입니다.

* 아난티 코브는 행사장 대관 및 식사를 제공하며 상차림은 제휴업체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개런티 차액 발생 시 행사장 대관료 적용됩니다. (상차림 별도)

   제휴업체 안내

   엘프로젝트 (010-9500-1215) 35만원부터
   벨리카(010-2328-6464) 55만원부터,  폴앤앨리스(010-8283-2656) 55만원부터  

최대 수용인원 메뉴 최소 개런티 금액

PDR 12명 라메르 연회 메뉴
(12만원/15만원)

라메르 어린이 메뉴 5만원

일식코스
(15만원/20만원)

150만원

300만원

180만원

40명

16명

최소 인원

10명

20명

9명

라이브러리

자색미학

라메르 PDR 라이브러리 자색미학



아뮤즈 부쉬
야채 타르트

차가운 해산물 애피타이저
허브 샐러드

한식 애피타이저
물회

한식 그릴 요리
사슬적

따뜻한 요리
부야베스

한우 채끝, 구운 야채

소르베

디저트

마카롱 / 커피 또는 티

아뮤즈 부쉬
야채 타르트

한식 애피타이저
퓨전 묵사발

차가운 해산물 애피타이저
허브 샐러드

따뜻한 요리
라비올리

한식 그릴 요리
사슬적

따뜻한 메인
생선요리

한우 채끝, 구운 야채

소르베

디저트

마카롱 / 커피 또는 티

 라메르 연회 메뉴 (12만원)  라메르 연회 메뉴 (15만원)

키즈 면역력 & 안티 톡신 주스

차가운 해산물 애피타이저

어린이 한상
(유기농 흰밥, 데일리 국, 한우 불고기, 반찬)

과일, 아이스크림

라메르 어린이 메뉴 (5만원)

광어, 도미, 고등어, 쌀, 두부(콩): 국내산   가쓰오부시: 인도네시아산   쇠고기: 미국산

제철 과일을 곁들인 시라아에(白和え) / 스이모노(吸物)/

사시미 3종 / 자루우동 / 스시3종 / 덴푸라 3종 /

데리야끼 비프(미국산) 또는 데리야끼 치킨(국내산)중 택 1, 밥(국내산), 장국 / 

셰프 스페셜 디저트 / 차

제철 과일을 곁들인 시라아에(白和え)와 젠사이 2종 / 스이모노(吸物)/

사시미 5종 / 비프 데리야끼 / 자루우동 / 스시 5종 / 덴푸라 4종 /

제철 생선과 각종 채소가 들어간 솥밥, 초회 또는 계란찜, 장국, 오신꼬 /

셰프 스페셜 디저트 / 차

일식 A 코스 (15만원) 일식 B 코스 (20만원)

* 상기 메뉴는 재료 수급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MILY EVENT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