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ING ROOM
Steak & Seafood Grill

The Park Breakfast

45

Breakfast with your choice of any of below à la carte items, including beverages.
아래 단품 메뉴 및 음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식 패키지

Batter
BAKED WAFFLE 갓 구운 와플

Cold 6ection
GARDEN SALAD 가든 샐러드
Lemon dressing 레몬 드레싱

HOMEMADE SMOKED SUSTAINABLE SALMON 홈메이드 훈제연어

Homemade berry compote, maple syrup, whipped cream 홈메이드 베리 콤포트, 메이플 시럽, 휘핑크림

ASSORTED COLD CUT 다양한 콜드 컷

LEMON AND RICOTTA PANCAKE 레몬 리코타 팬케이크

SELECTION OF CHEESE 모둠 치즈

Homemade berry compote 홈메이드 베리 콤포트

Dairy & Bakery & Cereal & Fruit

ALMOND CRUSTED FRENCH TOAST 바삭한 아몬드를 곁들인 프렌치 토스트
Caramelized banana, ricotta, honey, butter 카라멜라이즈한 바나나, 리코타 치즈, 꿀, 버터

Egg
TWO EGGS ANY STYLE 다양한 스타일의 계란 요리
American pork sausages, American bacon, Hash brown, roasted cherry tomato
미국산 돼지고기 소시지, 미국산 베이컨, 해시브라운, 구운 방울토마토

EGGS FLORENTINE 에그 플로렌틴
Poached eggs, English muffin, spinach, hollandaise sauce 수란, 잉글리시 머핀, 시금치, 홀란데이즈 소스

NATURAL YOGURT 내추럴 요거트
Plain or blueberry 플레인 또는 블루베리

BIRCHER MUESLI WITH FRESH BERRIES 신선한 베리가 들어간 버처 뮤즐리
BAKERY BASKET 베이커리 바스켓
Danish pastry, croissant 데니쉬 페이스트리, 크루아상

CORN FLAKES, FRUIT LOOPS, SPECIAL K, GRANOLA
콘 플레이크, 후루트링, 스페셜 케이, 그래놀라

OMELET 오믈렛

Served with full cream, low fat, skim or soy milk 일반, 저지방, 무지방 우유 또는 두유와 함께 제공됩니다.

국내산 훈제 돼지고기 햄, 그뤼에르 치즈, 버섯, 양파, 해시브라운, 구운 방울토마토

OATMEAL PORRIDGE 귀리죽

VEGETARIAN OMELET 채소 오믈렛

SEASONAL FRUIT 계절 과일

Smoked Korean pork ham, gruyere, mushroom, onion, hash brown, roasted cherry tomato

Garden herbs, mushroom, sautéed onion, pepper, feta 가든 허브, 버섯, 볶은 양파, 피망, 페타 치즈

Korean Specialty
GRILLED JAGALCHI MARKET DAILY FISH 구운 자갈치 시장 생선
Kimchi, daily Korean soup, steamed rice 김치, 국, 밥

BULGOGI 불고기
Marinated Australian beef, Kimchi, daily Korean soup, steamed rice 김치, 국, 밥

HAEJANGGUK 해장국
Spicy Korean beef soup, Kimchi, steamed rice 매콤한 쇠고기 해장국, 김치,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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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verage
SEASONAL FRUIT OR VEGETABLE JUICE 계절 과일 또는 채소 주스
Orange, grapefruit, apple, carrot 오렌지, 자몽, 사과, 당근

COFFEE 커피
Americano, single espresso, double espresso, cappuccino, café latte,decaffeinated coffee
아메리카노, 싱글 에스프레소, 더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라떼, 디카페인 커피

TEA SELECTION 차 셀렉션

English Breakfast, Earl Grey, Darjeeling, Chamomile, Bavarian Mint, Korean Green Tea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얼그레이, 다즐링, 카모마일, 바바리안 민트, 국내산 녹차

VEGETARIAN

GLUTEN FREE

NUT FREE

DAIRY FREE

SIGNATURE DISH

채식주의자

글루텐 무함유

견과류 무함유

유제품 무함유

시그니처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