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OOM DINING MENU

조식 Breakfast

올 데이 다이닝 All-day Dining
디저트 Dessert

무알콜 음료 Non-alcoholic Beverages

알콜 음료 Alcoholic Beverages

원산지 표기

닭고기(국내산), 쌀(국내산), 두부(콩 : 국내산), 김치(배추 : 국내산, 고추가루 : 국내산), 햄(돼지고기 : 국내산)

베이컨(돼지고기 : 외국산 - 스페인, 미국, 독일), 소시지(돼지고기 : 외국산 -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 국내산),
살라미(돼지고기 : 스페인), 치킨소시지(닭고기 : 국내산)

Country of Origin
Chicken (Korea), Rice (Korea), Tofu (Bean : Korea), Kimchi (Napa Cabbage, Chili Powder
: Korea), Ham (Pork : Korea), Bacon (Pork : Spain, America, Germany), Sausage (Pork :
Belgium, Austria, Spain, Korea) Salami (Pork : Spain), Chicken Sausage (Chicken : Korea)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내선번호 Service One (내선 0번)

B R E A K FA ST
06:00 - 10:00

미국식 조찬

42,000원

신선한 생과일 주스 – 오렌지, 자몽, 사과 주스 중 한가지 선택
프라이드, 포치드, 스크램블 또는 삶은 계란 중 한가지 선택
소시지, 베이컨 또는 햄 중 선택
계절 야채와 감자가 함께 제공

크로와상, 데니쉬 페이스트리, 머핀, 토스트 (화이트, 통밀, 호밀 중 선택) 중 세가지 선택 *버터, 잼 제공
커피, 디카페인 커피, 차, 우유,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두유 중 선택

한국식 조찬

43,000원

불고기, 계란 프라이, 생선 구이, 김치, 김, 밥, 국, 나물 (소고기 : 국내산 한우)
신선한 계절 과일 제공

커피, 디카페인 커피, 차, 우유,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두유 중 선택

유럽식 조찬 (Vegetarian)

35,000원

신선한 생과일 주스 – 오렌지, 자몽, 사과 주스 중 한가지 선택

크로와상, 데니쉬 페이스트리, 머핀, 토스트 (화이트, 통밀, 호밀 중 선택) 중 세가지 선택 *버터, 잼 제공
커피, 디카페인 커피, 차, 우유,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두유 중 선택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내선번호 Service One (내선 0번)

A L L

DAY

D I N I N G

00:00 - 24:00

수프

오늘의 수프

17,000원

육수(닭고기 : 국내산)

신선한 샐러드
월도프 샐러드

구운 새우, 포도, 블루 치즈, 월넛 캔디, 앤다이브, 사과, 프리세에 트러플 오일과

27,000원

블루 치즈 드레싱으로 맛을 낸 샐러드

닭고기 시저 샐러드

29,000원

새우 시저 샐러드

31,000원

파마산 치즈와 포카치아 쿠르통, 베이컨이 함께 제공

파마산 치즈와 포카치아 쿠르통, 베이컨이 함께 제공

샌드위치

클럽 샌드위치

28,000원

새우 아보카도 샌드위치

29,000원

브리치즈 가지 파니니 (Vegetarian)

26,000원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34,000원

레몬 치킨과 토마토, 계란, 베이컨, 아보카도, 양상추

새우 튀김, 아보카도, 양상추

이탈리안 바게트, 브리치즈, 구운 가지

두툼한 패티와 베이컨, 체다치즈, 버터레터스, 토마토, 양파를 넣은 수제버거

*햄버거 패티 : 200g (소고기 : 미국산) *특별한 요청이 없으실 경우 모든 버거는 Well-done으로 제공됩니다.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내선번호 Service One (내선 0번)

A L L

DAY

D I N I N G

00:00 - 24:00

피자와 파스타

피자 메뉴는 11:00 - 21:00에 주문 가능 합니다.

고르곤졸라 피자

36,000원

페페로니 피자

34,000원

마르게리타 피자

33,000원

토마토 스파게티 (Vegetarian)

29,000원

고르곤졸라 생크림 소스, 고르곤졸라 치즈 배 졸임, 모짜렐라 치즈, 마카데미아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살라미 소시지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바질

토마토 소스, 레드 대추 토마토, 양파, 마늘

한식

갈비탕

34,000원

불고기

46,000원

매운 해산물 라면

23,000원

밥, 김치, 나물이 함께 제공 (소고기 : 미국산)

국, 밥, 김치, 나물이 함께 제공 (소고기 : 국내산 한우)

전복, 관자, 새우, 청경채, 대파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내선번호 Service One (내선 0번)

D E S S E RT
10:00 - 20:00

애플파이

20,000원

쇼트 케이크

20,000원

오페라 케이크

26,000원

치즈 케이크

22,000원

생크림 케이크와 계절과일

커피 버터크림과 초콜릿 가나슈를 채워 넣은 케이크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내선번호 Service One (내선 0번)

N O N -A LC O H O L I C
B E V E R AG E S
00:00 - 24:00

신선한 우유

저지방, 무지방, 두유 중 선택

8,000원

레귤러, 디카페인 커피 또는 에스프레소

15,000원

카푸치노, 카페라떼

16,000원

차

17,000원

갓 뽑은 신선한 커피

갓 뽑은 신선한 커피

잉글리쉬 브랙퍼스트, 얼 그레이, 카모마일, 페퍼민트, 녹차

소프트 드링크

7,000원

코카 콜라, 코카 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신선한 생과일 주스
오렌지, 자몽, 사과

17,000원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내선번호 Service One (내선 0번)

A LC O H O L I C

B E V E R AG E S

00:00 - 24:00

스파클링

로저 구라트, 브뤼, 스페인
샹동 브뤼, 호주

샴페인

60,000원
65,000원

모엣 샹동 임페리얼

120,000원

돔 페리뇽

345,000원

떼땅져, 리저브 브뤼
크루그, 그랑드 뀌베

화이트 와인

클라우드베이 소비뇽 블랑, 뉴질랜드

클레멘스 부쉬 마린버그 카비넷, 독일
파 니엔테, 샤르도네 2017, 미국

라미-까이아 샤샤뉴 몽라쉐 1er 크뤼 레 샹갱 2015, 프랑스

로제 와인

뷸러, 화이트 진판델, 미국

도멘 오뜨, 바이 오뜨 로제 2018, 프랑스

125,000원

385,000원

95,000원
110,000원
210,000원
345,000원

65,000원
70,000원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내선번호 Service One (내선 0번)

A LC O H O L I C

B E V E R AG E S

00:00 - 24:00

레드 와인

하트랜드 쉬라즈 2015, 호주

65,000원

프리머스, 더 블랜드 칠레

75,000원

안델루나, 알티튜드 말백

뷸러, 카베르네 쇼비뇽 미국
샤또 딸보 2017, 프랑스

70,000원

115,000원
195,000원

바타시올로, 바롤로 체레퀴오 2006, 이탈리아

240,000원

알마비바 2016, 칠레

495,000원

에이 에프 그로 본로마네 오 레아 2014, 프랑스

디저트 와인

오레무스, 토카이 아쑤 5 푸토뇨스 500ml

수입 맥주
하이네켄
코로나

국산 맥주
클라우드
카스

315,000원

245,000원

16,000원
16,000원

13,000원
13,000원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내선번호 Service One (내선 0번)

B R E A K FA ST
06:00 - 10:00

American Breakfast

42,000

Choice of freshly squeezed juice - orange, grapefruit or apple
Choice of eggs - fried, poached, scrambled or boiled
Choice of sausage, bacon or ham served with seasonal vegetables, breakfast potatoes
Choice of bread - 3 pieces - croissant, Danish pastries, assorted muffins,
toast (white, wheat, or rye), served with butter and jam
Coffee, decaffeinated coffee or tea with a choice of whole milk, low-fat milk,
skimmed milk or soy milk

Korean Breakfast

43,000

Bulgogi with farm fresh fried eggs, pan-fried fish, kimchi, seaweed,
steamed rice, soup, namul (seasoned vegetables) and seasonal fruits
Coffee, decaffeinated coffee or tea with choice of whole milk,
low-fat milk, skimmed milk or soy milk

Continental Breakfast (Vegetarian)
Choice of freshly squeezed juice - orange, grapefruit or apple
Choice of bread - 3 pieces - croissant, Danish pastries, assorted muffins,
toast (white, wheat, or rye), served with butter and jam
Coffee, decaffeinated coffee or tea with a choice of whole milk, low-fat milk,
skimmed milk or soy milk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s prior to placing your order.
For further assistance,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0)

35,000

A L L

DAY

D I N I N G

00:00 - 24:00

Soup
Daily Soup

17,000

(Chicken born produced in Korea)

Salad
Waldorf Salad

27,000

Grilled shrimp, roasted grapes, blue cheese, candied walnuts,
endive and apple with truffle oil and blue cheese dressing

Caesar Salad with Chicken

29,000

Parmesan cheese, crunchy focaccia croutons, bacon and freshly grilled chicken breast

Caesar Salad with Shrimp

31,000

Parmesan cheese, crunchy focaccia croutons, bacon and freshly grilled shrimp

Sandwich
Club Sandwich

28,000

Lemon chicken, tomatoes, egg, bacon, avocado and lettuce with french fries

Shrimp Avocado Sandwich

29,000

Fried shrimp, avocado, and lettuce

Brie Cheese Eggplant Panini (Vegetarian)

26,000

Brie cheese and grilled vegetables

Burger with French Fries
American beef burger with bacon, cheddar cheese, butter lettuce,
tomatoes and onions beef *patty 200g, beef imported from America
*All burgers are prepared well-done unless requested otherwise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s prior to placing your order.
For further assistance,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0)

34,000

A L L

DAY

D I N I N G

00:00 - 24:00

Pizza and Pasta
Pizza menus are available from 11:00 to 21:00.

Gorgonzola Pizza

36,000

Caramelized pears, mozzarella cheese and macadamia nut crust

Pepperoni Pizza

34,000

Tomato sauce, mozzarella cheese, and salami

Margarita Pizza

33,000

Tomato sauce, mozzarella cheese, and basil

Tomato Spaghetti (Vegetarian)

29,000

Tomato sauce, baby tomatoes, onions, and garlic

Korean Food
Galbi Tang

34,000

Beef short rib soup served with steamed rice, kimchi and namul (seasoned vegetables)
(Beef imported from America)

Bulgogi

46,000

Sautéed beef marinated in sweet soy sauce served with soup,
steamed rice, kimchi and namul (seasoned vegetables) (Beef produced in Korea)

Spicy Seafood Ramyun
Korean spicy noodles topped with abalone, scallop, shrimp, and vegetables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s prior to placing your order.
For further assistance,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0)

23,000

D E S S E RT
10:00 - 20:00

Apple Pie

20,000

Seasonal Fruit Shortcake

20,000

Fresh cream cake with seasonal fruit topping

Opera Cake

26,000

Filled with coffee buttered cream and chocolate ganache

Cheesecake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s prior to placing your order.
For further assistance,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0)

22,000

N O N -A LC O H O L I C
B E V E R AG E S
00:00 - 24:00

Fresh Milk

8,000

Whole milk, low-fat, or soy

Regular, Decaf Coffee or Espresso

15,000

Freshly brewed Coffee

Cappuccino, Café Latte

16,000

Freshly Brewed Coffee

Tea

17,000

English Breakfast, Earl Grey, Green Tea, Chamomile, Peppermint

Soft Drinks

7,000

Coke, Zero-Coke, or Sprite

Freshly Squeezed Juice
Orange, grapefruit, or apple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s prior to placing your order.
For further assistance,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0)

17,000

A LC O H O L I C

B E V E R AG E S

00:00 - 24:00

Sparkling
Roger Goulart, Brut, Spain

60,000

Chandon Brut, NV, Austrailia

65,000

Champagne
Moet & Chandon, Brut Imperial NV

120,000

Taittinger, Reserve, Brut, NV

125,000

Dom Perignon

345,000

Krug, Grand Cuvee, Brut, NV

385,000

White Wine
Cloudy Bay, Sauvignon Blanc, New Zealand

95,000

Clemens Busch, Marienburg Riesling Kabinett, Germany

110,000

Far Niente Chardonnay 2017, USA

210,000

Lamy Caillat, Chassagne Montrachet 1er Cru,
'Les Champs Gains', 2015, France

345,000

Rose Wine
Buehler, White Zinfandel, USA

65,000

Domaines OTT, BY OTT Rose, 2018, France

70,000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s prior to placing your order.
For further assistance,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0)

A LC O H O L I C

B E V E R AG E S

00:00 - 24:00

Red Wine
Heartland, Shiraz 2015, Austrailia

65,000

Andeluna, Altitud Malbec, Argentina

70,000

Primus, The Blend, Chile

75,000

Buehler, Cabernet Sauvignon, USA

115,000

Chateau Talbot 2017, France

195,000

Batasiolo Barolo Cerequio 2006, Italy

240,000

A.F. Gros, Vosne Romanee, 'Aux Reas' 2014, France

315,000

Almaviva, 2016, Chile

495,000

Dessert Wine
Oremus, Tokaji, Aszu 5 Puttonyos 2013, 500ml, Hungary

245,000

Imported Beer
Heineken

16,000

Corona

16,000

Domestic Beer
Kloud

13,000

Cass

13,000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s prior to placing your order.
For further assistance,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