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퍼스트 저니 돌잔치 패키지
The First Journey Package

미팅룸1 라이브러리 PDR패키지 금액가: 500만원
20인 최소, 40인 최대  ⃒  아난티힐튼 부산 1층

패키지 금액가: 500만원
20인 최소, 40인 최대  ⃒  펜트하우스 L층

패키지 금액가: 250만원
8인 최소, 12인 최대  ⃒  펜트하우스 L층

패키지
구성

•  1단 생화 상차림 & 포토테이블 &  
하객 테이블 데코레이션

• 양식 또는 퓨전 한식 코스 메뉴 중 택 1
• 전문 사회자
•  사진 촬영용 케이크 &  

건배 제의용 스파클링 와인 1병
• 무료 발렛 서비스 (1대)
• 동영상 준비 시, 빔 & 스크린 무료 대여

패키지
구성

• 1단 생화  상차림 & 포토테이블 &  
하객 테이블 데코레이션

•퓨전 한식 코스 메뉴
•전문 사회자
•건배 제의용 스파클링 와인 1병
•동영상 준비 시, TV 이용

패키지
구성

• 1단 조화 상차림
•퓨전 한식 코스 메뉴
•전문 사회자
•건배 제의용 스파클링 와인 1병
•동영상 준비 시, 빔 & 스크린 무료 대여

패키지 이용 안내 사항

* 점심 12:00-15:00 / 저녁 18:00-21:00 

* 상기 금액은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생화 데코레이션 업그레이드 혹은  조화에서 생화 변경 시, 추가 금액이 발생됩니다.

* 패키지 금액은 최소 보증 인원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1인당 16만 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됩니다.

*  해당 패키지에 음료 및  주류는 미포함 사항입니다. ( 와인: 70,000원부터 | 프리미엄 소주(화요) : 28,000원 | 맥주: 10,000원 | 음료: 5,000원 )

예약문의  051-509-1722 / 051-604-7219

패키지 이용 안내 사항

* 점심 12:00-15:00 / 저녁 18:00-21:00

* 상기 금액은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생화 데코레이션 업그레이드 시, 추가 금액이 발생됩니다.

*  패키지 금액은 최소 보증 인원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1인당 
16만 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됩니다.

*  해당 패키지에 음료 및  주류는 미포함 사항입니다. 
( 와인: 77,000원 | 프리미엄 소주(일품진로) : 35,000원 |  

맥주: 9,900원 | 음료: 7,700원 )



미팅룸1   연회 코스메뉴 라이브러리  &  PDR   연회 코스메뉴

퓨전 한식 코스

160,000원

송이 로스편채

전복죽

민물장어 양념구이

라즈베리 셔벳

한우 꽃등심 구이와 왕새우

잔치국수

딸기롤 크림 케이크

양식 코스

160,000원

식전빵

연어 그라브락스

컬리플라워 크림 스프

활 랍스터와 관자 리조또

라즈베리 셔벳

한우 안심 구이와 수비드 전복

시즌 토마토 샐러드

초콜릿 치즈 케이크

퓨전 한식 코스

160,000원

아뮤즈 부쉬 
바깔라브루스케타

한식 애피타이저 
쭈꾸미숙회

차가운 애피타이저 
카르파치오

따뜻한 요리 
파스타

한식 그릴 요리 
삼겹살 된장구이

따뜻한 메인 
생선

힌우 채끝, 구운 야채

소르베

디저트

마카롱 / 커피 또는 티

어린이 양식 코스

77,000원

알래스카 킹크랩 케이크

스위트 콘 스프

라즈베리 셔벳

함박 스테이크와 

구운 야채

프랑스식 크리스피 머랭

오렌지 주스

어린이 코스

50,000원

키즈 면연력 & 안티 톡신 주스

차가운 애피타이저

어린이 한상 

(유기농 흰밥, 데일리 국,  

한우 떡갈비, 반찬)

과일, 아이스크림

계약금  안내

*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 지불시, 계약이 성립됩니다. 
* 예약 문의: 아난티 힐튼 부산 연회예약실 051-509-1722 / 051-604-7219

* 어린이 메뉴는 4세 ~ 10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추천드립니다. 
* 제철에 맞는 식자재 제공을 위해 일부 메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이벤트 바이 마이 셀프
Private Event by Myself

아쁘앙 PDR 10인 최소, 12인 최대

패키지
구성

•  10인 기준 90만원
• 프렌치 한식 코스메뉴 10인 식사 제공
• 아쁘앙 프라이빗 다이닝 룸(PDR) 대관

패키지 이용 안내 사항

* 점심 12:00-15:00 / 저녁 18:00-21:00 

* 상기 금액은 세금 포함 가입니다. 

*  아난티힐튼 부산은 아쁘앙 PDR 대관 및 식사를 제공하며 상차림은 제휴 업체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개런티 차액 발생 시 행사장 대관료 적용됩니다. (상차림 별도)

*  음료 및 주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와인: 78,000원 | 프리미엄 소주(화요) : 28,000원 | 맥주: 10,000원 | 음료: 8,000원 )

아쁘앙 PDR   연회 코스메뉴

한식 코스

90,000원

차가운 애피타이저  

제철 해산물 카르파치오

따뜻한 생선요리  

팬프라이한 제철 생선

저온 조리한 한우 채끝 스테이크  

구운 야채와 비프쥬

계약금  안내

*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 지불 시, 계약이 성립됩니다. 
* 예약 문의: 아난티힐튼 부산 웨딩 & 소셜 이벤트 051-509-1722 / 051-604-7219

소르베

한식 한상차림  

유기농 흰밥, 소고기 미역국, 반찬

디저트

미냐르디즈 / 커피 또는 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