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가격은 1,000원 단위이며,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유제품 무함유견과류 무함유글루텐 무함유 매운 맛

ANTIPASTI BUFFET WITH SEASONAL INGREDIENTS  60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안티파스티 뷔페

파스타 & 리소토 또는 피자 중 1개 선택

ITALIAN APPETIZER BUFFET

SECONDI 주요리

주요리 중 1개 선택으로 변경 (탈리아타 제외)  +10

PESCE AL FORNO 페세 알 포르노  
찐 도미, 감자, 방울토마토, 올리브, 바질, 조개 에멀션 소스 (도미: 국내산)

FILETTO DI MAIALE 필리토 디 마이알레 
흑돼지 안심, 베이컨, 버섯, 감자, 펜넬 갈릭 소스 (돼지고기: 국내산, 베이컨: 미국산)

GUANCIA DI MANZO 구안치아 디 만조 
레드와인 소스에 졸인 소볼살, 사프란 폴렌타 (소고기: 국내산 한우)

TAGLIATA 탈리아타 (160g)   +20
그릴에 구운 곡물비육 채끝등심, 로켓잎, 구운 방울토마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발사믹 식초 (소고기: 호주산)

DRINK 음료

핑크 레몬에이드, 허니 자몽 에이드, 토마토 바질 에이드, 딸기 크림 소다  8
코카 콜라, 코카 콜라 (라이트/제로), 스프라이트, 환타  6

와일드웨이브, ‘파크 하얏트 부산 에디션’ 크래프트 생맥주, 부산 (380ml)  12

UNLIMITED BEVERAGE PACKAGE 무제한 음료 패키지

와일드웨이브, ‘파크 하얏트 부산 에디션’ 크래프트 생맥주, 부산  30

NV Sette Cascine, Batasiolo, Prosecco D.O.C, Brut, Italy  30

PIZZA 피자

MARGHERITA 마르게리타  
토마토 소스, 모차렐라 치즈, 바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CINQUE FORMAGGI 친퀘 포르마지  
모차렐라 치즈, 훈연한 피오르 디 라테, 고르곤졸라 치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리코타 치즈

DIAVOLA 디아볼라  
토마토 소스, 모차렐라 치즈, 바질, 초리조 이베리코, 

 올리브 (돼지고기: 스페인산)

TRIFOLA 트리폴라 
스트라치아텔레 치즈, 버섯, 블랙 트러플 크림, 파슬리

PROSCIUTTO 프로슈토 
파르마 햄, 모차렐라 치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토마토, 로켓잎 샐러드, 발사믹 크림

PRIMI 파스타 & 리소토

리빙룸의 모든 파스타는 생면을 사용합니다.

BOLOGNESE 볼로네제 
탈리아텔레, 소고기, 클래식 볼로네제 소스 (소고기: 호주산)

NORCINA 노르치나 
파파르델레, 블랙 트러플, 다진 돼지고기, 트러플 크림소스 (돼지고기: 국내산)

SPAGHETTINI AI GAMBERI 감베리 
스파게티니, 새우, 토마토, 마늘, 페페론치노, 바질 페스토

RAGÙ DI ANATRA 라구 디 아나트라
페투치니, 오리 라구, 블랙 트러플,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오리고기: 국내산)

FRUTTI DI MARE 프루티 디 마레   
링귀네, 랍스터 꼬리, 조개, 홍합, 오징어, 새우, 토마토 소스 (오징어: 국내산)

FUNGHI 풍기   
리소토, 버섯, 24개월 숙성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파슬리 오일 (쌀: 미국산)

LIVING 
ROOM

Italian



Prices are in 1,000 Korean Won and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VEGETARIAN DAIRY FREENUT FREEGLUTEN FREE SPICY

ANTIPASTI BUFFET WITH SEASONAL INGREDIENTS  60
Choice of PASTA & RISOTTO or PIZZA

ITALIAN APPETIZER BUFFET

SECONDI

Upgrade to any MAIN (except TAGLIATA)  +10

PESCE AL FORNO  
Steam-baked sea bream, potatoes, cherry tomatoes, olives, basil, clam emulsion

FILETTO DI MAIALE 
Black pork tenderloin, bacon, mushrooms, baby potatoes, fennel and garlic sauce

GUANCIA DI MANZO 
Braised beef cheek in red wine sauce, saffron polenta

TAGLIATA (160g)  +20
Grilled Australian grain feed striploin, rocket leaves, roasted cherry tomatoes, Parmigiano Reggiano, balsamic vinegar

DRINK

Pink lemonade, Honey grapefruit ade, Tomato basil ade, Strawberry cream soda  8

Coca Cola, Coca Cola (Light/Zero), Sprite, Fanta  6
Wild Wave, ‘Park Hyatt Busan Edition’, Craft beer, Busan, Korea (Draft 380ml)  12

UNLIMITED BEVERAGE PACKAGE
Wild Wave, ‘Park Hyatt Busan Edition’, Craft beer, Busan, Korea  30

NV Sette Cascine, Batasiolo, Prosecco D.O.C, Brut, Italy  30

PIZZA
MARGHERITA  

Tomato sauce, mozzarella, basil, extra virgin olive oil

CINQUE FORMAGGI  
Mozzarella, smoked fior di latte, gorgonzola, Parmigiano Reggiano, ricotta

DIAVOLA  
Tomato sauce, mozzarella, basil, chorizo ibérico, olives

TRIFOLA 
Stracciatella, mushrooms, black truffle cream, parsley

PROSCIUTTO 
Parma ham, mozzarella, Parmigiano Reggiano, tomato, rocket salad, balsamic cream

PRIMI PASTA & RISOTTO

We serve fresh pasta for all dishes.

BOLOGNESE 
Tagliatelle, Australian beef, classic bolognese sauce

NORCINA 
Pappardelle, black truffle, Korean ground pork, creamy truffle sauce

SPAGHETTINI AI GAMBERI 
Spaghettini, prawn, tomato, garlic, peperoncino, basil pesto

RAGÙ DI ANATRA
Fettuccini, duck ragù, black truffle, Parmigiano Reggiano

FRUTTI DI MARE   
Linguine, lobster tail, clam, mussel, squid, prawn, tomato sauce

FUNGHI   
Risotto, mushrooms, aged 24 months Parmigiano Reggiano, parsley oil

LIVING 
ROOM

Ital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