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숙객을 위한 특별 혜택

얼리버드

20% 할인

(오전 6시 30분 - 오전 8시)

리빙룸

15% 할인

(리빙룸 바 제외)

20% 할인

(월 - 금)

15% 할인

(토 - 일)

다이닝룸

조식

디너

런치



다이닝룸
(32F)

내선번호 1300

토마호크 스테이크 
오픈 키친의 참숯 그릴에서 셰프가 직접 구워낸 최고급 그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스테이크 & 시푸드 그릴 레스토랑 
다이닝룸은 긴 갈비뼈를 따라 꽃등심 등 최고급 부위를 
맛볼 수 있는 도끼 모양의 프리미엄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선보입니다. 압도적인 비주얼과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토마호크 스테이크’와 함께 색다른 미식을 경험해 보세요.

• 시간  : 런치 (토 - 일), 오후 12시 - 오후 3시
  디너 (월 - 일), 오후 5시 30분 - 오후 10시
• 가격  : 18만 원 (1kg)
* 매주 화, 목 토마호크 스테이크 20% 할인

예약하기

메     뉴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83352
https://restaurants.parkhyattbusan.com/documents/141/Dining-Room-Dinner-Menu_YQ8WTzd.pdf


리빙룸
(31F)

내선번호 1300

이탈리안 레스토랑 
리빙룸은 지역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본토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정통 이탈리아 가정식 메뉴를 선보이는 캐주얼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편안하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홈 
스타일의 리빙룸에서 정성을 담아 준비한 이탈리안 메뉴를 
즐기며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온 듯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 시간  :	 런치,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30분
	 	 디너, 오후 5시 30분 - 오후 10시
• 가격  :	 1인 2만 원부터

예약하기

메     뉴

ITALIAN RESTAURANT
Living Room converted into a casual Italian restaurant 
where Italian chef uses sustainable and local ingredients to 
serve traditional Italian comfort food to reproduce the tastes 
from Italy. Enjoy the Italian menu prepared with sincerity 
in a residential style of Living Room, which creates a 
comfortable and sophisticated atmosphere, and feel as if you 
are on a trip to Italy.

• Hours : Lunch, 11:30 AM - 2:30 PM
Dinner, 5:30 PM - 10:00 PM

• Price : Starting at KRW 20,000 per person

LIVING 
ROOM 

(31F)

Extension 1300

BOOK NOW

MENU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83361
https://restaurants.parkhyattbusan.com/documents/185/Living-Room-A-La-Carte_HLyueQ7.pdf


라운지
(30F)

내선번호 1300

슈퍼푸드 애프터눈 티 세트 
라운지는 높은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가을에 아몬드, 블루베리, 토마토, 귀리 등 다양한 슈퍼푸드를 
활용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슈퍼푸드 애프터눈 티 
세트’를 선보입니다. 달콤하지만 건강한 맛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비주얼의 스위트와 세이보리를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세요.

• 기간  :	 9월 7일부터
• 시간  :	 오후 2시 - 오후 6시
• 가격  :	 2인 8만 원
	 	 스파클링 와인 2잔 포함 시 2인 10만 원

예약하기

메     뉴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83372
https://restaurants.parkhyattbusan.com/documents/228/Lounge-Food-Menu_X4ggj7d.pdf


루미 스파
(4F)

리밸런스
프리미엄 스파 제품과 바디 컨디션에 맞는 전문 테라피스트의 
트리트먼트가 어우러진 럭셔리한 스파 패키지를 선보이는 루미 
스파는 정제된 유기농 오일을 사용한 딥티슈 마사지 ‘리밸런스’
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활력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잦은 아웃도어 활동으로 
인한 근육과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 가격  :  60분, 17만6천 원
  90분, 24만2천 원

내선번호 1440

예약하기

메     뉴

https://booking.naver.com/booking/13/bizes/179958
https://www.hyatt.com/ko-KR/spas/Lumi-Spa-and-Fitness/treat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