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S ALWAYS
당신의 모든 순간을 특별한 순간으로

ROOMS & SUITES
THE AMBASSADOR SEOUL - A PULLMAN presents 269 guest rooms,
re-interpreting Korean traditional beauty into refined modern and luxury.
Newly renovated guest rooms are embracing the beautiful scenery of Namsan mountain and vibrance of the city.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은 한국의 전통미와 럭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69개의 객실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새단장한 인테리어가 주는 다채로운 색감은 계절의 활기찬 느낌을 주며 남산의 수려한 풍경과 도심의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RESERVATIONS

T. 82 (2) 2270 3111 ~ 3 - E. AMBRES@AMBATEL.COM

CLUB AMBASSADOR LOUNGE
Club Ambassador Lounge exclusively offers private check-in & check-out service,
a healthy and relaxing continental breakfast, and happy hours for executive floor guests.
클럽 앰배서더 라운지에서는 프라이빗한 체크인 & 체크아웃, 산뜻한 하루의 시작을 돕는 콘티넨탈 조식,
여유롭게 오후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애프터눈티, 하루 일과를 특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해피아워를 제공합니다.

SUPERIOR ROOM
The traditional & elegance-styled room offers comforts with
its signature Ambassador bedding selection.
It features Nespresso coffee machine and the city’s magnificent views.
전통미와 우아함을 겸비한 인테리어 객실에서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앰배서더 베딩 등 세심한 서비스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ROOM INFO

King / Twin 27m2

DELUXE ROOM
Enjoy the city view or Namsan view of Seoul in the Deluxe Room
and experience comfortable rest.
디럭스 객실은 서울의 도심 전망 또는 남산뷰를 갖추어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ROOM INFO

King / Twin 28m2

EXECUTIVE ROOM
The Executive Room presents a grid-patterned interior that
reinterprets traditional Korean beauty in a modern way
with comfort and sophistication of wood and marble furniture.
이그제큐티브 객실은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격자무늬 인테리어,
원목과 대리석이 선사하는 안락함과 세련미를 느낄 수 있는 객실 경험을 제공합니다.

ROOM INFO

King / Twin 28m2

PREMIUM EXECUTIVE ROOM
The Premium Executive Room presents a grid-patterned interior
that reinterprets traditional Korean beauty in a modern way
with comfort and sophistication of wood and marble furniture.
프리미엄 이그제큐티브 객실은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격자무늬 인테리어, 원목과 대리석이 선사하는 안락함과 세련미를
느낄 수 있는 객실 경험을 제공합니다.
ROOM INFO

King / King & Single 40m2

ONDOL ROOM
The Ondol Room is equipped with a heating system that keeps
the floor warm, providing a unique pleasure to experience
the Korean beauty.
온돌룸은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난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객실로,
한국의 미를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ROOM INFO

Ondol 42m2

FAMILY ROOM
The Family Room is the utmost staycation space with a king size bed,
bunker beds and a hot-tub for family guests.
패밀리 룸은 가족 고객들을 위한 최상의 스테이케이션 공간입니다.
객실 내 온수욕조에서 가족들과 지친 일상의 피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ROOM INFO

King & Bunk 40m2

POOL SIDE SUITE
The Pool Side Suite is the room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entrance of the Outdoor Swimming Pool,
a luxurious place to enjoy the vacation.
풀사이드 스위트는 실외 수영장 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객실로
도심 속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ROOM INFO

King 50m²

TERRACE SUITE
The Terrace Suite with a stylish terrace with jacuzzi is the best option
for perfect rest and luxurious staycation experience.
테라스 스위트는 프라이빗하고 스타일리시한 테라스와
야외 자쿠지가 구비되어 있는 유니크한 객실입니다.

ROOM INFO

King & Bunk 114m²

AMBASSADOR SUITE
Imagine a breathtaking panoramic view from the high floor suite
that is surrounded by the beautiful Namsan view and N Seoul Tower.
남산의 아름다운 경치로 둘러싸인 앰배서더 스위트룸은
실내 디자인의 헤리티지와 고급스러움이 조화를 이룬 67평방미터의
넓은 객실은 여러분이 머무는 동안 최상의 객실 경험을 선사해드립니다.

ROOM INFO

King 67m2

PRESIDENTIAL SUITE
The Presidential Suite is the room
with modern and luxury concept designed for VIPs.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131m² 규모로
모던 앤 럭셔리 컨셉을 자랑하는 최상의 VIP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ROOM INFO

King 131m2

WEDDING
Preserving the noble royal wedding history with 66 years of tradition,
THE AMBASSADOR SEOUL - A PULLMAN offers glamorous weddings
that are inspired by timeless romance and elegance,
combining bespoken experiences with personalized service.
66년 전통의 숭고한 로열 웨딩을 선사하는 앰배서더 서울 풀만은 영원한 낭만과
우아함의 영감을 받아 개인의 취향을 섬세하게 고려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품격 있는
분위기로 신부들이 꿈꿔오던 완벽하고 잊지 못할 웨딩 공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RESERVATIONS

MEETINGS & EVENTS
THE AMBASSADOR SEOUL - A PULLMAN with the new luxurious
interior and flexible meeting spaces offers the best service and facilities.
Covering from large-scale events to intimate meetings, our team offers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high-class catering.
앰배서더 서울 풀만의 연회장은 럭셔리한 인테리어, 최첨단 LED 미디어월,
빌트인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어 브랜드 행사, 미팅, 컨퍼런스, 전시회 등
여러 이벤트를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쉐프들의 정성을 담은 연회 메뉴와 경험 많은
이벤트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컨설팅으로 최고의 행사를 선사해 드립니다.
RESERVATIONS

T. 82 (2) 2270 3289 - E. AMBBQSALE1@AMBATEL.COM

T. 82 (2) 2270 3123 - E. AMBBQRES@AMBATEL.COM

Grand Ballroom
The Grand Ballroom, where modernity and heritage are harmonized,
are divided into three spac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event,
providing a variety of customized productions.
모던함과 헤리티지가 조화를 이룬 그랜드 볼룸은 이벤트 성격에 따라
3개의 공간으로 구분해서 활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맞춤형 연출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 × W × H (Meter)

32.3 × 23.8 × 5.1

AREA (Sq.m / Pyung)

760 / 230

BANQUET

460

WEDDING

460

CLASSROOM

414

THEATER

700

U SHAPE

80

RECEPTION

450

Namsan Room
The Namsan Room is a special banquet hall where a beautiful view is
harmonized with stylish and luxurious interior.
남산룸은 19층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전망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연회장입니다.

L × W × H (Meter)

17.7 × 7.8 × 2.6

AREA (Sq.m / Pyung)

200 / 60

BANQUET

90

WEDDING

100

CLASSROOM

81

THEATER

120

U SHAPE

42

RECEPTION

90

Legacy Room
The Legacy Room, which sensibly reflects the Korean sentiment,
offers a sophisticated atmosphere and service,
allowing you to experience modern elegance.
한국적인 정서가 감각적으로 반영된 레거시 룸은
격조 있는 분위기와 서비스로 모던한 품격과 기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L × W × H (Meter)

16.2 × 8.3 × 2.6

AREA (Sq.m / Pyung)

125 / 38

BANQUET

70

WEDDING

60

CLASSROOM

63

THEATER

70

U SHAPE

36

RECEPTION

50

Board Room
The Board Room with a modern interior design offers
private meeting space with a variety of facilities and services
optimized for your business.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보드 룸은 소규모 미팅과 회의에 최적화된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드 룸은
최신 장비와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며, 각종 다이닝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emium Live Buffet THE KING’S
THE KING'S presents a variety of gourmet journey with
urban vitality and senses where traditional Asian food court and
European brasserie concepts are coexisting.
새롭게 리모델링된 더 킹스는 전통과 유럽의 브라세리에, 아시아 푸드코트의
감성이 공존하는 도심의 활기와 감각이 살아있는 다양한 미식 여행을 선보입니다.

RESERVATIONS

T. 02 2270 3121~2 - E. AMBFBKING@AMBATEL.COM

Teppanyaki & Fine Dining THE CHEF’S TABLE
THE CHEF'S TABLE presents live teppanyaki cuisine with
high-quality seafood and Korean beef.
더 쉐프스 테이블은 고급 해산물, 한우를 주재료로 한 테판야키 코너와
프라이빗한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씨푸드 앤 그릴 레스토랑입니다.

RESERVATIONS

T. 02 2270 3151 - E. AMBFBCT@AMBATEL.COM

Gourmet Grocery Dining 1955 GROCERIA
1955 GROCERIA is a grocery dining place where you can enjoy
various concepts of dishes and fresh ingredients.
1955 그로세리아는 다양한 컨셉의 요리와 신선한 식료품을 경험할 수 있는
활기 넘치는 다이닝 스페이스입니다.

RESERVATIONS

T. 02 2270 3131 - E. AMBFBGC@AMBATEL.COM

Authentic Chinese Cuisine HAOBIN
Enjoy Cantonese authentic food presented by HAOBIN's Master Chef,
Hou Deokjuk, with your precious people.
정통중식의 대가, 후덕죽 마스터 셰프가 선보이는 호빈에서
몸에 활기를 복돋아 줄 최고의 보양요리를 소중한 사람과 함께 즐겨보세요.

RESERVATIONS

T. 02 2270 3141 - E. AMBFBHB@AMBATEL.COM

Pool Side Bar - Dining POOL HOUSE TERRACE
THE POOL HOUSE TERRACE is a semi-rooftop restaurant located in
outdoor swimming pool. Enjoy the vacation in your daily life in the
Seoul city along with snack menus and drinks.
실외 수영장에 자리한 풀 하우스 테라스는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스낵메뉴 및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루프탑 레스토랑입니다.

RESERVATIONS

T. 02 2270 3181 - E. AMBFBPHT@AMBATEL.COM

THE LOUNGE & BAR
At THE LOUNGE & BAR, you can enjoy a variety of afternoon tea sets,
simple meals, and signature cocktails made by professional mixologist.
더 라운지 앤 바는 다양한 애프터눈티 세트, 간단한 식사 및
전문 믹솔로지스트가 준비한 시그니처 칵테일을 제공합니다.

RESERVATIONS

T. 02 2270 3101 - E. AMBFBLB@AMBATEL.COM

FITNESS

INDOOR SWIMMING POOL

피트니스

실내 수영장

SAUNA

OUTDOOR SWIMMING POOL

사우나

실외 수영장

SCREEN GOLF

GX & YOGA ‧ PILATES

스크린 골프

지엑스 & 요가 ‧ 필라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