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NING ROOM
Steak & Seafood Grill

The Park Breakfast

Semi buffet breakfast with your choice of any of below à la carte items, including beverages 45
아래 단품 메뉴 및 음료를 포함한 조식 세미 뷔페

Cereal

OATMEAL PORRIDGE 

귀리죽

Korean Specialty

GRILLED DAILY MARKET FISH 구운 오늘의 생선 

Kimchi, rice, soup

김치, 밥, 국

TTEOK-GALBI 떡갈비 

Soy marinated beef patty, kimchi, rice, soup

김치, 밥, 국 (쇠고기: 국내산 한우·호주산 혼합)

CRAB MEAT RICE 게살 명란 비빔밥 

Pollack roe, crab sauce, kimchi, soup

명란젓, 게장 소스, 김치, 국 (명란젓: 러시아산)

Beverage

SEASONAL FRUIT OR VEGETABLE JUICE
계절 과일 또는 채소 주스
Choice of orange / grapefruit / daily vegetable

오렌지 / 자몽 / 오늘의 채소 중 선택

COFFEE 커피
Choice of americano / espresso / cappuccino / caffè latte / decaffeinated

아메리카노 / 에스프레소 / 카푸치노 / 카페라떼 / 디카페인 중 선택

TEA SELECTION 차 셀렉션
Choice of English Breakfast / Earl Grey / Darjeeling / Chamomile / Mint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 얼그레이 / 다즐링 / 카모마일 / 민트 중 선택

KOREAN GREEN TEA, BUCKWHEAT
국내산 녹차, 메밀차

CHOCOLATE 초콜릿

Egg

TWO EGGS ANY STYLE 다양한 스타일의 계란 요리 

Choice of sunny side up / over easy / over hard / scrambled / poached / boiled

서니 사이드 업 / 반숙 / 완숙 / 스크램블 / 수란 / 삶은 계란 중 선택

EGGS BENEDICT 에그 베네딕트 

Poached egg, English muffin, loin ham, hollandaise sauce

수란, 잉글리시 머핀, 국내산 로스햄, 홀란데이즈 소스

OMELET 오믈렛 

Pork ham, cheddar cheese, mushroom, tomato, onion

국내산·수입산 혼합 돼지고기 햄, 체더 치즈, 버섯, 토마토, 양파

Above egg dishes are served with U.S. bacon, pork sausage, hash brown  
and roasted cherry tomatoes.

상기 계란 요리는 미국산 베이컨, 국내산·미국산 혼합 돼지고기 소시지, 

해시브라운, 구운 방울토마토와 함께 서브 됩니다.

VEGETARIAN OMELET 채소 오믈렛 

Mushroom, pepper, onion, garden herbs

버섯, 피망, 양파, 가든 허브

VEGETARIAN WHITE OMELET 채소 화이트 오믈렛 

Mushroom, pepper, onion, garden herbs

버섯, 피망, 양파, 가든 허브

Above vegetarian omelets are served with hash brown and roasted cherry tomatoes.

상기 채소 오믈렛은 해시브라운, 구운 방울토마토와 함께 서브 됩니다.

STEAK & EGGS 스테이크 & 계란  + 8
Grilled Australian beef sirloin (90g), fried egg, baked tomato, asparagus

그릴에 구운 호주산 등심 (90g), 계란 프라이, 구운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PRICES ARE IN 1,000 KOREAN WON AND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상기 가격은 1천 원 단위이며, 10%의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별도의 봉사료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VEGETARIAN
채식주의자

DAIRY FREE
유제품 무함유

NUT FREE
견과류 무함유

SIGNATURE DISH
시그니처 메뉴

GLUTEN FREE
글루텐 무함유

HAEJANGGUK 해장국 

Spicy beef soup, kimchi, rice

김치, 밥 (쇠고기: 호주산)

ABALONE PORRIDGE 전복죽 

(쌀: 국내산 / 배추: 국내산 / 고춧가루: 국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