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닝룸
(32F)

새로운 메뉴
고소하고 육즙이 풍부한 한우 1++, 부드러운 육질이 돋보이는 
호주산 레인저스 벨리 MB4 - MB5, 마블링이 뛰어난 미국산 
프라임 등급 소고기를 사용해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제공하는 
다이닝룸에서 안심, 채끝 등심, 꽃등심, 뼈 등심, 토마호크, 티본 
등 다양한 비프 컷을 경험해 보세요. 랍스터, ASC 인증 전복, 
대하, 가리비, 중합, 섭, 석화를 모두 맛볼 수 있는 ‘모둠 해산물’
을 포함한 다채로운 해산물 요리도 놓치지 마세요.

• 시간	 :	 오후 12시 - 오후 3시 (주말 런치)
오후 5시 30분 - 오후 10시 (디너)

• 가격	 :	 테이스팅 세트 12만 원, 시그니처 세트 15만 원
* 단품 메뉴도 이용 가능

내선번호 1300

예약하기

메     뉴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83352
https://restaurants.parkhyattbusan.com/documents/478/Dining-Room-Course-Menu.pdf


리빙룸
(31F)

내선번호 1300

새로운 메뉴
도심 속에서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를 느낄 수 있는 리빙룸의 
새로운 메뉴를 경험해 보세요. 파크 하얏트 부산에 새롭게 
합류한 이탈리아 출신의 빈센조 카르보네 총주방장이 다채로운 
이탈리안 식재료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종류의 메뉴로 정통 
이탈리아의 맛과 향을 선사합니다.

• 기간  :	 9월 22일부터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30분 (주중 런치)
	 	 오후 12시 - 오후 3시 (주말 런치)
	 	 오후 5시 30분 - 오후 10시 (디너)

예약하기

메     뉴

https://restaurants.parkhyattbusan.com/documents/450/Park-Hyatt-Busan-Living-Room-A-La-Carte.pdf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83361


리빙룸 바
(31F)

내선번호 1300

라이브 공연
리빙룸 바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감미로운 목소리가 더해진 
라이브 공연을 선보입니다. 불빛으로 반짝이는 광안대교 야경, 
칵테일, 와인, 위스키 등의 프리미엄 주류 한 잔, 로맨틱한 
음악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하세요.

• 기간  :	 11월 1일 - 12월 31일 
• 시간  :	 오후 8시 - 오후 11시 45분 (금요일, 토요일)
	 	 오후 7시 - 오후 10시 45분 (일요일)
	 	 * 매 시 정각부터 45분간 진행되며, 총 4세션입니다.

메     뉴

https://restaurants.parkhyattbusan.com/documents/352/Living_Room_Bar-Menu.pdf


라운지
(30F)

내선번호 1300

페스티브 애프터눈 티 세트
라운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특별 제작한 트레이에 
담아낸 비비드한 컬러와 아기자기한 비주얼의 스위트, 최상급 
식재료로 만든 세이보리가 오너먼트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시켜 더욱 유니크한 ‘페스티브 애프터눈 티 세트’를 
선보입니다. 시즌 한정 페스티브 음료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도 
누리며 소중한 사람과 남은 한 해를 달콤하게 마무리 하세요.

•	 기간	 : 11월 23일 - 1월 1일
•	 시간	 :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주중)
	 	 	 오후 2시 - 오후 6시 30분 (주말)
•	 가격	 :	 2인 12만 원

예약하기

메     뉴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83372
https://restaurants.parkhyattbusan.com/documents/488/Lounge-Food-Menu_xWIsaFm.pdf


파티세리
(1F)

내선번호 1300

크리스마스 케이크
파티세리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나보세요. 딸기를 듬뿍 얹은 
시폰 케이크가 빨간색 선물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크리스마스 
기프트’, 생딸기가 들어간 레드벨벳 케이크 위에 마스카르포네 
크림을 바르고 마카롱을 트리처럼 쌓아 올린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전통 케이크로 다크 초콜릿, 산딸기 쿨리, 캐러멜 
소스가 달콤 상큼함을 선사하는 ‘부쉬 드 노엘’이 크리스마스 
파티 및 연말 모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 드립니다.

•	 기간	 : 11월 23일 - 1월 1일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8시
•	 가격	 :	 7만 원부터
*	픽업 희망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예약 가능

예약하기

메     뉴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38453
https://restaurants.parkhyattbusan.com/documents/490/Patisserie-Menu_bGX38v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