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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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주중 런치
리빙룸은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 위치한 두 도시의 특색을 담은
3코스 ‘나폴리(Napoli)’와 4코스 ‘바리(Bari)’를 선보입니다. 두 
메뉴 모두 이탈리안 디저트로 가득한 파크 하얏트 부산 시그니처 
디저트 타워를 마지막 코스로 제공하며, 프리미엄 커피 또는 
차 1잔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주중 런치 메뉴와 함께 이탈리아
미식 여행을 떠나보세요!

리빙룸
(31F)

•• 시간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30분 (월요일 - 금요일)

•• 가격  나폴리 5만 원, 바리 6만5천 원

내선번호 1300

예약하기

메     뉴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83361
https://restaurants.parkhyattbusan.com/documents/524/Living-Room-Weekday-Lunch-Korean.pdf


라운지
(30F)

내선번호 1300

스트로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
라운지는 제철을 맞아 맛도 영양도 풍부한 딸기를 활용해 
다채로운 디저트로 마련한 스위트 셀렉션, 최상급 식재료로 만든 
세이보리 셀렉션, 따뜻한 홈메이드 스콘, 프리미엄 커피 또는 차 
2잔으로 구성한 ‘스트로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를 선보입니다. 
입안 가득 딸기향이 퍼지는 라운지의 베스트셀러 메뉴와 함께 
산뜻한 오후 보내세요.

• 기간	 : 1월 2일부터
• 시간	 :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주중)

	 오후 2시 - 오후 6시 30분 (주말)
• 가격	 :	 2인 10만 원
* 추가 비용 지불 시 딸기 시즌 음료로 업그레이드 가능

예약하기

메     뉴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83372
https://restaurants.parkhyattbusan.com/documents/531/Lounge-Food-Menu_xNs6jJY.pdf


파티세리
(1F)

딸기 케이크
딸기 본연의 화사한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파티세리의 시즌 한정 
케이크를 만나보세요. 신선한 국내산 생딸기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번 케이크는 ‘딸기 시폰 케이크’, ‘딸기 타르트’, ‘딸기 
프레지에’ 등 3종으로 선보이며, 필요에 따라 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홀케이크와 조각 케이크 모두 준비했습니다.

• 기간	 : 1월 2일부터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8시
• 가격	 :	 6만5천 원부터 (홀케이크)
* 픽업 희망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예약 가능

내선번호 1300

예약하기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38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