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가격은 1,000원 단위이며, 10%의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채식주의자 유제품 무함유견과류 무함유글루텐 무함유 매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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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정통 이탈리안 안티파스티 테이블 

파스타 & 리소토 또는 피자 중 1개 선택

ITALIAN APPETIZER BUFFET

SECONDI 주요리

주요리 중 1개 선택으로 변경 (스칼로피네 아이 풍기 또는 브란지노 알 리모네)  +10

SCALOPPINE AI FUNGHI 스칼로피네 아이 풍기 
돼지 등심, 버섯, 양파, 마늘, 크림, 파슬리 (돼지고기:국내산)

BRANZINO AL LIMONE 브란지노 알 리모네 
농어, 채소 줄리엔느, 레몬 에멀션, 레몬 폼

COSTOLETTE DI AGNELLO 코스토레테 디 아넬로 (120g)   +20
양갈비, 마늘, 로즈메리, 매시드 포테이토, 방울토마토, 트러플 오일, 버섯 소스 (양고기: 호주산)

FILETTO DI MANZO 필레토 디 만조 (120g)   +30
미국산 안심, 알감자, 방울토마토, 버섯, 로즈메리 갈릭 소스

DRINK 음료

블루 레몬에이드, 허니 자몽 에이드, 패션프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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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NV Sette Cascine, Batasiolo, Prosecco D.O.C, Brut, Italy  45

PIZZA 피자PRIMI 파스타 & 리소토

리빙룸의 모든 파스타는 생면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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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AGNA BOLOGNESE 라자냐 볼로네제 
비프 볼로네제 소스, 베샤멜 소스, 모차렐라 치즈, 파르메산 치즈 

(소고기: 호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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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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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UTTI DI MARE 프루티 디 마레  
링귀네, 새우, 관자, 조개, 홍합, 오징어, 랍스터, 마늘, 올리브 오일,  

화이트 와인, 고추, 바질 (오징어: 국내산)

RISOTTO ASPARAGI 리소토 아스파라지 
리소토, 그린 아스파라거스, 양파, 버터, 파르메산 치즈, 파르메산 치즈 소스

LIVING 
ROOM

It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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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TTRO STAGIONI 콰트로 스타지오니
토마토 소스, 모차렐라 치즈, 블랙 올리브, 아티초크,  

코토 햄, 버섯 (돼지고기: 이탈리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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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스페인산)

PROSCIUTTO E FUNGHI 프로슈토 에 풍기 
토마토 소스, 모차렐라 치즈, 코토 햄, 버섯 (돼지고기: 이탈리아산)

PROSCIUTTO DI PARMA 프로슈토 디 파르마 
토마토 소스, 모차렐라 치즈, 로켓잎 샐러드, 
파르마 햄, 발사믹 (돼지고기: 이탈리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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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GETARIAN DAIRY FREENUT FREEGLUTEN FREE SP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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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of PASTA & RISOTTO or PIZZA

ITALIAN APPETIZER BUFFET

SECONDI

Upgrade to any MAIN (SCALOPPINE AI FUNGHI or BRANZINO AL LIMONE)  +10

SCALOPPINE AI FUNGHI 
Pork loin, mushroom, onion, garlic, cream, parsley

BRANZINO AL LIMONE 
Sea bass, vegetable julienne, lemon emulsion, lemon foam

COSTOLETTE DI AGNELLO (120g)   +20
Lamb chop, garlic, rosemary, mashed potato, cherry tomato, truffle oil, mushroom sauce

FILETTO DI MANZO (120g)   +30
U.S. tenderloin, baby potato, cherry tomato, mushroom, rosemary garlic sauce

DRINK

Blue lemonade, Honey grapefruit ade, Passion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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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NV Sette Cascine, Batasiolo, Prosecco D.O.C, Brut, Italy  45

PIZZA
MARGHERITA  

Tomato sauce, mozzarella, basil, extra virgin olive oil

QUATTRO STAGIONI
Tomato sauce, mozzarella, black olive, artichoke, cotto ham, mushroom

DIAVOLA  
Tomato sauce, mozzarella, basil, chorizo Ibérico, olive

PROSCIUTTO E FUNGHI 
Tomato sauce, mozzarella, cotto ham, mushroom

PRSCIUTTO DI PARMA 
Tomato sauce, mozzarella, rocket salad, Parma ham, balsamic

PRIMI PASTA & RISOTTO

We serve fresh pasta for all d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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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AGNA BOLOGNESE 
Beef Bolognese sauce, béchamel sauce, mozzarella, Parmesan

SPAGHETTINI AI GAMBERI 
Prawn, tomato, garlic, peperoncino, basil pesto

RAGÙ DI ANATRA
Fettuccini, duck ragù, black truffle, Parmesan

FRUTTI DI MARE  
Linguine, prawn, scallop, clam, mussle, squid, lobster, garlic,  

olive oil, white wine, chilli, basil

RISOTTO ASPARAGI  
Rice, green asparagus, onion, butter, Parmesan, Parmesan sauce

LIVING 
ROOM

Ital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