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
그랜드 하얏트 서울 조리부는 고객님께서 머무시는 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룸서비스를 통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올 데이로 선보이는 코스 메뉴, 간단한 스낵 메뉴 등 다채로운
다이닝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
메뉴들도 글라스 또는 병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객실이나 스위트에서의 프라이빗 다이닝을 준비하시기에도 적합한 메뉴들이 있으니 룸서비스
메뉴에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날을 위한 메뉴는 24시간 전에 요청해 주시면 맞춤형
메뉴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룸서비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ar Guest,
Our culinary team is at your service throughout your stay.
Our in-room dining menu features a selection of Grand Hyatt Seoul specialties.
Whether you would like a three-course meal or a light snack, our menu offers a
choice for any time of the day. A wide range of beverage oﬀerings is also available
by the glass or by the bottle, at your convenience.
Should you wish to arrange private dining in your room or suite, you will ﬁnd menu
suggestions on the following pages. To design a bespoke menu for your special
occasion, we would require a 24 hours’ notice.
Please reach the In-Room Dining team pressing Room Service button on the phon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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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께,
룸서비스에서 다음 물품 요청시 소정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룸서비스 물품 이용료

가격

 다이닝 세트 (1인 기준)
(포크, 나이프, 잔, 접시, 그릇 및 네프킨 포함)

5,000

 아이스

5,000

 와인 쿨러

10,000

Dear Guests,
Please kindly informed that a delivery charge will be applied to the following items:
ROOM SERVICE ITEM CHARGE

Pirce

 Dining Set (Per person)

5,000

(Including cutlery, glass, plate, bowl and napkin)
 Ice
 Coolers

5,000
10,000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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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쌀, 국내산 김치(국내산 배추, 고추가루) 국내산 두부(국내산 콩)를 사용합니다.

Origin of Ingredients:
We are only using domestic chicken, rice, kimchi (cabbage, pepper) and tofu.
식품 알레르기 안내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난류(가금류), 우유, 견과류(땅콩, 호두와 잣이 포함됨) 글루텐(메
밀, 밀, 콩류) 고등어,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 게, 새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잣, 등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외 알러지가 있는 고객님께서는 미리 말씀해주시길 바
랍니다.

Food Allergies or Dietaries:
Chicken, Beef, Pork, Eggs, Milk, Nuts (including: Peanuts, Walnuts and Pine nuts),
Gluten (Wheat, Soybeans and Buckwheat), Mackerel, Squid, Shellﬁsh (including:
Oyster, Abalone, Mussel), Crab and Shrimps), Peaches, Tomatoes, and Sulﬁtes
can cause allergic symptoms.

아래와 같이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되는기호를 참고해 주십시오.

Look out for these symbols to assist with your menu choice.
채식주의자

Vegetarian

글루텐 무함유

Gluten-free

견과류 무함유

Nut-free

유제품 무함유

Dairy-free

시그니처 메뉴

Signature Item

매운

Sp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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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SPECIALTIES

아침식사

BREAKFAST
24시간 가능 I AVAILABLE ALL DAY

35,000

시원한 주스 (한 가지 선택)
오렌지, 사과, 자몽, 파인애플, 수박, 당근, 또는 토마토

CHILLED JUICES (choose any 1)
Orange, red apple, grapefruit, pineapple, watermelon, carrot or tomato
각종 치즈와 콜드 컷 (돼지고기:국내산,미국산, 스페인산)

SELECTION OF INTERNATIONAL CHEESE & COLD CUTS

CONTINENTAL BREAKFAST

콘티넨털 브렉퍼스트 I CONTINENTAL BREAKFAST

제철 과일

SEASONAL SLICED FRUITS
천연 요거트(한 가지 선택)
제철 베리, 망고·패션프루트 쿨리, 꿀과 그래놀라 또는 플레인

NATURAL YOGURT (choose any 1)
Seasonal berries, mango & passionfruit coulis, honey & granola or plain
또는 * Or
시리얼 (한 가지 선택)
콘플레이크, 올브랜, 스페셜 케이, 후루트 루프, 위트빅스, 뮤즐리, 그래놀라
풀크림, 두유, 아몬드, 무지방, 또는 천연 요거트

CEREAL (choose any 1)
Cornﬂakes, All-Bran, Special K, Froot Loops, Weet-Bix, muesli, granola
Served with a choice of full cream, soy, almond, skimmed milk or natural yogurt
또는 * Or
버쳐 뮤즐리
요거트, 오트밀, 바나나, 사과, 제철 베리, 건포도, 구운 견과류

BIRCHER MUESLI
Yogurt, oatmeal, banana, apple, seasonal berries, raisins, toasted nuts
모닝 베이커리
크루아상, 롤빵, 대니시 페이스트리, 머핀, 토스트, 지역 특산, 버터, 꿀, 잼

MORNING BAKERIES
Croissant, rolls, Danish pastry, muﬃn, toast, local specialty, butter, honey, preserves
또는 * Or
커피, 차, 핫초코, 우유 (한 가지 선택)

COFFEE, TEA, HOT CHOCOLATE, MILK (choose any 1)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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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SPECIALTIES

아침식사

BREAKFAST
24시간 가능 I AVAILABLE ALL DAY

AMERICAN BREAKFAST

아메리칸 조찬 I AMERICAN BREAKFAST

48,000

시원한 주스 (한 가지 선택)
오렌지, 사과, 자몽, 파인애플, 수박, 당근, 또는 토마토

CHILLED JUICES (choose any 1)
Orange, red apple, grapefruit, pineapple, watermelon, carrot or tomato
제철 과일

SEASONAL SLICED FRUITS
천연 요거트(한 가지 선택)
제철 베리, 망고·패션프루트 쿨리, 꿀과 그래놀라 또는 플레인

NATURAL YOGURT (choose any 1)
Seasonal berries, mango & passionfruit coulis, honey & granola or plain
또는 * Or
시리얼 (한 가지 선택)
콘플레이크, 올브랜, 스페셜 케이, 후루트 루프, 위트빅스, 뮤즐리, 그래놀라
풀크림, 두유, 아몬드, 무지방, 또는 천연 요거트

CEREAL (choose any 1)
Cornﬂakes, All-Bran, Special K, Froot Loops, Weet-Bix, muesli, granola
Served with a choice of full cream, soy, almond, skimmed milk or natural yogurt
달걀 두 알 요리 (프라이, 수란, 삶은, 스크램블, 또는 오믈렛)
수제 뉘른버그 돼지고기 소시지, 베이컨, 오븐구이 토마토, 버섯, 해시브라운
(소세지: 국내산, 돼지고기: 미국산)

TWO EGGS ANY STYLE (Fried, Poached, Boiled, Scrambled or Omelet)
Croissant, rolls, Danish pastry, muﬃn, toast, local specialty, butter, honey, preserves
또는 * Or
팬케이크
베리 콤포트, 휩크림, 캐나다산 메이플 시럽

PANCAKES
Berry compote, whipped cream, Canadian maple syrup
모닝 베이커리
크루아상, 롤빵, 대니시 페이스트리, 머핀, 토스트, 지역 특산, 버터, 꿀, 잼

MORNING BAKERIES
Croissant, rolls, Danish pastry, muﬃn, toast, local specialty, butter, honey, preserves
커피, 차, 핫초코, 우유 (한 가지 선택)

COFFEE, TEA, HOT CHOCOLATE, MILK (choose any 1)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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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SPECIALTIES

아침식사

BREAKFAST
24시간 가능 I AVAILABLE ALL DAY

48,000

시원한 주스 (한 가지 선택)
오렌지, 사과, 자몽, 파인애플, 수박, 당근, 또는 토마토

CHILLED JUICES (choose any 1)
Orange, red apple, grapefruit, pineapple, watermelon, carrot or tomato

KOREAN BREAKFAST

한식 조찬 I KOREAN BREAKFAST

된장국, 조개, 두부, 파

BEAN PASTE BROTH, clam, bean curd, spring onion
제철 산나물 샐러드, 간장·참깨 드레싱

SEASONAL MOUNTAIN HERB SALAD, soy & sesame dressing
불고기
달콤한 간장 양념의 소고기, 양파, 표고버섯, 대파, 참 (소고기:호주산)

BULGOGI
Soy-marinated Australian beef, onions, shiitake mushrooms, sesame seeds
또는 * Or
간장 양념의 메로 필레 구이, 레몬, 생강

GRILLED SOY-GLAZED MEROU FILLET, lemon, ginger
또는 * Or
소고기 완도산 전복 구이
간장 양념의 소고기 등심과 완도산 전복 구이, 산나물, 새송이 버섯 (소고기:호주산)

SOGOGI JEONBOK GUI
Grilled soy-marinated Australian beef sirloin & Wando island abalone,
Mountain vegetables, king oyster mushroom
밥

STEAMED RICE
각종 나물과 김치, 김

SELECTION OF NAMUL & KIMCHI, DRIED SEAWEED
제철 과일

SEASONAL SLICED FRUITS
인삼차, 허브차, 또는 커피

GINSENG TEA, HERBAL TEA OR COFFEE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6

04/2021

MORNING SPECIALTIES

아침식사

BREAKFAST
24시간 가능 I AVAILABLE ALL DAY

HEALTHY JUICES & SMOOTHIES·FRESH FRUIT

건강 주스와 스무디 I HEALTHY JUICES & SMOOTHIES

300ml/ 10oz

신선한 과일 또는 야채 주스

15,000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수박, 멜론, 토마토, 또는 당근

FRESHLY SQUEEZED FRUIT OR VEGETABLE JUICE
Orange, grapefruit, pineapple, watermelon, muskmelon, tomato or carrot
굿모닝 주스 : 오렌지, 당근, 사과, 생강

16,000

GOOD MORNING JUICE BLEND : Orange, carrot, apple, ginger
제트래그 주스 : 비트루트, 사과, 생강, 레몬

16,000

JET LAG JUICE BLEND : Beetroot, apple, ginger, lemon
에이비씨 주스 : 사과, 비트루트, 당근

16,000

JET LAG JUICE BLEND : Apple, beetroot, carrot
디톡스 주스 : 오렌지, 포도, 수박

16,000

DETOX JUICE BLEND : Orange, grapes, watermelon
바이털라이즈 스무디 : 코코넛, 바나나, 케일

16,000

VITALISE SMOOTHIE : Young coconut, banana, kale
베리와 치아씨드 스무디, 아몬드 밀크

16,000

BERRY & CHIA SEED SMOOTHIE, ALMOND MILK
바나나와 피칸 스무디 : 그리스 요거트, 메이플 시럽, 레몬

16,000

BANANA & PECAN NUT SMOOTHIE : Greek yogurt, maple syrup, lemon
아보카도·시금치·딸기 스무디

16,000

AVOCADO, SPINACH & STRAWBERRY SMOOTHIE
신선한 과일 I FRESH FRUIT
제철 과일

25,000

SEASONAL SLICED FRUITS
모둠 베리

28,000

MARKET BERRIES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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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SPECIALTIES

아침식사

BREAKFAST
24시간 가능 I AVAILABLE ALL DAY

모든 빵에는 꿀과 잼, 버터를 제공합니다.

All bakeries are served with honey, preserves, and butter
모닝 베이커리

18,000

크루와상, 롤빵, 대니시 패이스트리, 머핀, 지역 특산

MORNING BAKERIES
Croissant, rolls, Danish pastry, muﬃn, local specialty
통밀빵, 호밀빵, 또는 흰식빵

12,000

WHOLE WHEAT, RYE OR WHITE TOAST
콜드컷 I COLD CUTS
각종 치즈와 콜드 컷(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스페인산 혼합)

BAKERIES·COLD CUTS·CEREAL AND DAIRY

빵 I BAKERIES

25,000

SELECTION OF INTERNATIONAL CHEESE & COLD CUTS
냉훈 노르웨이산 연어

28,000

차이브 사워크림, 케이퍼, 적양파, 레몬

COLD-SMOKED NORWEGIAN SALMON
Chive sour cream, capers, red onions, lemon

시리얼과 유제품 I CEREAL AND DAIRY
시리얼(한 가지 선택)

25,000

콘플레이크, 올브랜, 스페셜 케이, 후루트 루프, 위트빅스, 뮤즐리, 그래놀라
풀크림, 두유, 아몬드, 무지방, 또는 천연 요거트

CEREAL (choose any 1)
Cornﬂakes, All-Bran, Special K, Froot Loops, Weet-Bix, muesli, granola
Served with a choice of full cream, soy, almond, skimmed milk or natural yogurt
오트밀

17,000

선택: 우유, 물, 제철 베리, 구운 견과류

OATMEAL PORRIDGE
Choice of milk or water, seasonal berries, toasted nuts
천연 요거트(한 가지 선택)

17,000

제철 베리, 망고·패션프루트 쿨리, 꿀·그래놀라, 또는 플레인

NATURAL YOGURT (choose any 1)
Seasonal berries, mango & passionfruit coulis, honey & granola or plain
버쳐 뮤즐리

18,000

요거트, 오트밀, 바나나, 사과, 제철 베리, 건포도, 구운 견과류

BIRCHER MUESLI
Yogurt, oatmeal, banana, apple, seasonal berries, raisins, toasted nuts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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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SPECIALTIES

아침식사

BREAKFAST
24시간 가능 I AVAILABLE ALL DAY

BREAKFAST SPECIALITIES·EGG SPECIALTIES

조찬 요리 I BREAKFAST SPECIALITIES

버터밀크 팬케이크

22,000

제철 베리 콤포트, 초콜릿 소스, 캐나다 메이플 시럽, 휩크림

BUTTERMILK PANCAKES
Seasonal berry compote, chocolate sauce, Canadian maple syrup, whipped cream
전통 벨기에 와플

22,000

제철 베리 콤포트, 초콜릿 소스, 캐나다 메이플 시럽, 휩크림

TRADITIONAL BELGIUM WAFFLES
Seasonal berry compote, chocolate sauce, Canadian maple syrup, whipped cream
프렌치 토스트

22,000

브리오슈, 달걀, 우유, 계피 설탕, 바나나, 블루베리, 캐나다 메이플 시럽

FRENCH TOAST
Brioche, egg, milk, cinnamon sugar, banana, blueberries, Canadian maple syrup

달걀 요리 I EGG SPECIALTIES
달걀 두 알

24,000

선택: 프라이, 스크램블, 흰자와 계란 오믈렛, 수란, 삶은
수제 뉘른버그 돼지고기 소시지, 베이컨, 방울토마토 구이, 캐러멜라이즈 양파·감자 해시브라운, 물냉이
(소시지: 국내산, 베이컨: 미국산)

TWO EGGS ANY STYLE
Your choice of fried, scrambled, white & whole egg omelet, poached, boiled eggs,
Served with homemade ‘Nuremberg’ pork sausage, crispy US bacon,
Roasted cherry tomatoes, caramelized onion hash brown potatoes, watercress
에그 베네딕트

25,000

수란, 수제 돼지고기 햄, 잉글리시 머핀, 홀랜다이즈 소스, 방울토마토 구이,
그린 아스파라거스, 물냉이 (돼지고기: 국내산)

EGGS BENEDICT
Poached Eggs, homemade cooked pork ham, English muﬃn,
Sauce hollandaise, roasted cherry tomatoes, green asparagus, watercress
에그 알링턴

28,000

수란, 훈제 대서양산 연어, 대친 시금치, 잉글리시 머핀,
홀랜다이즈 소스, 방울토마토 구이, 그린 아스파라거스, 물냉이

EGGS ARLINGTON
Poached eggs, smoked Atlantic salmon, wilted spinach, English muﬃn,
Sauce hollandaise, roasted cherry tomatoes, green asparagus, watercress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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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SPECIALTIES

아침식사

BREAKFAST
24시간 가능 I AVAILABLE ALL DAY

뚝배기 계란찜

28,000

완도산 전복, 새우, 잡곡밥, 간장 소스, 참기름, 김, 물김치

KOREAN STYLE STONE POT EGG
Wando abalone, prawns, multi-grain rice, soy sauce, sesame oil, seaweed, water kimchi
호주산 소고기 미역국

28,000

소고기 미역국, 밥 (소고기: 호주산)

SOGOGI MIYEOK GUK
Australian beef & seaweed soup, steamed rice
전복 내장 죽

34,000

완도산 전복죽, 파, 참기름, 물김치

JEONBOK NAEJANG JUK
Wando island abalone porridge, spring onion, sesame oil, water kimchi

KOREAN BREAKFAST SPECIALTIES·KOREAN TRAY SET

한식 조찬 I KOREAN BREAKFAST SPECIALTIES

한식 한상 차림 I KOREAN TRAY SET
밥과 반찬이 함께 제공됩니다.

All sets are served with steamed Korean rice and condiments
매운 돼지갈비 찜

40,000

슬로 쿠킹한 돼지갈비, 묵은지, 양파, 마늘, 감자, 파 (돼지고기: 국내산)

MAEUN DWAEJI GALBIJJIM
Slow-cooked Korean pork ribs, aged kimchi, onion, garlic, potatoes, spring onion
소고기 전복 구이

44,000

간장 양념의 소고기 등심과 완도산 전복 구이, 산나물, 새송이 버섯 (소고기: 미국산)

SOGOGI JEONBOK GUI
Grilled soy-marinated US prime beef sirloin & Wando island abalone,
Mountain vegetables, king oyster mushroom
불고기

44,000

달콤한 간장 양념의 소고기, 양파, 표고버섯, 대파, 참깨 (소고기: 호주산)

BULGOGI
Sweet soy marinated Australian beef, onions, shiitake mushrooms, leek, sesame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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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 I APPETIZERS

스투리아 오세트라 캐비어

per 30g

160,000

APPETIZERS·SALADS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문가능 I AVAILABLE 10:00AM – 11:00PM

전통 컨디먼트

STURIA OSCIETRA CAVIAR, GIRONDE – FRANCE
Traditional condiments
이베리코 벨로타 햄과 멜론

50,000

그린 올리브, 참깨 그리시니 (돼지고기: 스페인산)

IBERICO BELLOTA HAM & MUSK MELON
Marinated green olives, sesame grissini
왕새우 월남쌈 롤

25,000

닭고기 채, 양상추, 당근·무 절임, 파, 신선한 허브, 땅콩 소스, 칠리 소스 (닭고기: 국내산)

VIETNAMESE PRAWN RICE PAPER ROLLS
Shredded chicken, lettuce, pickled carrots & daikon radish, spring onion,
fresh herbs, Peanut sauce, chili sauce
바삭한 점보 크랩

26,000

사과·펜넬 슬로, 케이퍼 아이올리 소스 (게: 인도네시아산)

CRISPY JUMBO LUMP CRAB CAKES
Apple & fennel slaw, caper aioli
포트와인 치킨리버 파테

26,000

크랜베리와 귤 쳐트니, 피클, 사워 브레드 (닭: 국내산)

PORT WINE CHICKEN LIVER PATE
Spiced cranberry & mandarin chutney, pickles, toasted sour dough bread

샐러드 I SALADS
시저 샐러드, 로메인 상추, 베이컨, 반숙 달걀, 파마산 치즈, 시저 드레싱 (베이컨: 미국산)

27,000

CAESAR SALAD
Romaine lettuce, crispy bacon, soft-boiled egg, Parmesan cheese, garlic croutons, Caesar dressing
아보카도와 토마토 추가 I ADD AVOCADO & TOMATOES
+ 4,000
구운 닭가슴살 추가 (닭고기: 국내산) I ADD GRILLED CHICKEN
+ 8,000
메인 바닷가재 추가 I ADD MAINE LOBSTER
+ 18,000
부라타 토마토 샐러드, 적양파, 가지, 미즈나, 바질

28,000

BURRATA & VINE TOMATO SALAD, Red onions, eggplant, mizuna, basil
참치 니수아즈 샐러드

30,000

방울토마토, 감자, 올리브, 그린 빈, 파프리카, 반숙계란 (참치: 대서양산)

TUNA NIÇOISE SALAD
Cherry tomatoes, potatoes, olives, green beans, bell pepper, soft-boiled egg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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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PS·SANDWICHES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문가능 I AVAILABLE 10:00AM – 11:00PM
수프 I SOUPS

닭고기 누들 수프

24,000

잘게 썬 닭고기, 뿌리야채 (닭고기: 국내산)

CHICKEN NOODLE SOUP
Shredded chicken, root vegetables
버섯 크림 수프

26,000

휩크림, 트러플, 크루통

WILD MUSHROOM CREAM SOUP
Whipped cream, truﬄe, croutons
토스카나식 해산물 수프

35,000

구운 마늘 브루스케타 (오징어: 중국산, 대게: 캐나다산)

TUSCAN STYLE SEAFOOD SOUP
Roasted garlic bruschetta

샌드위치 I SANDWICHES
모든 샌드위치는 감자 튀김과 샐러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All sandwiches are served with French fries and side salad
카프레제 치아바타

32,000

버팔로 모짜렐라 치즈, 바인 토마토, 올리브 타프나드, 바질, 아루굴라, 호밀 치아바타

CAPRESE CIABATTA
Buﬀalo mozzarella, vine tomatoes, olive tapenade, basil, arugula, rye ciabatta
크로크무슈

34,000

트러플과 버섯, 홈메이드 스모크드 햄, 그뤼예르 치즈, 브리오슈 (햄: 원산지 표기 필요)

CROQUE MONSIEUR
Truﬄe & mushroom duxelle, homemade smoked pork ham, gruyere cheese, brioche
튀김 농장 계란 추가 I ADD A FRIED FARM EGG
+ 3,000
클럽 샌드위치

35,000

구운 닭가슴살, 베이컨, 토마토, 상추, 계란, 마요네즈 (닭: 국내산)

CLUB SANDWICH
Grilled chicken breast, crispy bacon, tomato, lettuce, egg, mayonnaise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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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스터 샌드위치

PASTA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문가능 I AVAILABLE 10:00AM – 11:00PM

44,000

바닷가재 마요네즈,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 아보카도, 계란 (베이컨: 미국산)

LOBSTER SANDWICH
Lobster mayonnaise, crispy bacon, lettuce, tomato, avocado, egg
한우 소고기 버거

42,000

소고기 패티, 베이컨, 상추, 토마토, 게르킨 피클, 적양파, 스모크드 바베큐 소스
(소고기: 국내산, 베이컨: 미국산), 치즈 선택: 모짜렐라, 체더, 또는 블루 치즈

HANWOO BEEF BURGER
Grilled Hanwoo beef patty, crispy bacon, local lettuce, tomato, gherkin, red onion,
Smoked barbecue sauce, Choice of: Mozzarella, smoked cheddar or blue cheese

파스타 I PASTA
스파게티, 링귀니, 페투치니, 펜네, 또는 글루텐프리 파스타

28,000

SPAGHETTI, LINGUINI, FETTUCCINI, PENNE OR GLUTEN FREE PASTA
소스 선택 I CHOICE OF SAUCES
알프레도 소스, 파르메산 치즈, 크림, 마늘

ALFREDO SAUCE
Parmesan cheese, cream, garlic
토마토 소스 또는 아라비아따 소스

TOMATO SAUCE OR ARRABBIATA SAUCE
바질 페스토

BASIL PESTO SAUCE
볼로네즈 소스
소고기 볼로네즈 스튜, 플럼 토마토, 파르메산 치즈, 바질 (소고기: 호주산)

+ 10,000

BOLOGNESE SAUCE
Australian beef Bolognese stew, plum tomatoes, Parmesan cheese, basil
해산물 추가
새우, 조개, 가리비, 게살, 진한 토마토 소스, 바질 (게: 인도네시아산)

+ 14,000

PESCATORE SAUCE
Prawns, clams, scallops, crab meat, rich tomato sauce, basil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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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GRILL·SIDE DISHES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문가능 I AVAILABLE 10:00AM – 11:00PM
그릴 요리 I FROM THE GRILL
모든 그릴 요리에는 소스와 곁들이가 함께 제공됩니다.

All dishes comes with choice of sauce and a side
미국농무성 프라임 앵거스 소고기, 150일간 곡류사육, 비호르몬

USDA PRIME ANGUS BEEF, 150 days grain-fed, hormone-free
안심 I TENDERLOIN

180 g

58,000

꽃등심 I RIBEYE

250 g

68,000

양고기 더블찹 (양고기: 호주산) I AUSTRALIAN LAMB DOUBLE CHOPS

270 g

유기농 닭고기 (닭고기: 국내산) I ORGANIC KOREAN CHICKEN

60,000
40,000

제주 흑돼지 폭찹 I JEJU BLACK PORK CHOP

270 g

44,000

생선 필레 I MARKET FISH

180 g

48,000

점보 대하 I JUMBO TIGER PRAWNS

3 pieces 50,000

소스 선택 I CHOICE OF SAUCE
레드와인 소스 I RED WINE SAUCE
녹색 통후추·코냑 소스 I GREEN PEPPERCORN & COGNAC SAUCE
바비큐 소스 I BARBECUE SAUCE
살사 베르데 소스 I SALSA VERDE SAUCE
버섯 크림 소스 I MUSHROOM CREAM SAUCE

곁들임 요리 I SIDE DISHES

12,000

어린잎 상추, 방울 토마토, 잣 IMESCLUN LETTUCE, CHERRY TOMATOES, PINE NUTS
제철 야채 구이 I GRILLED SEASONAL VEGETABLES
제철 버섯 구이 I ROASTED SEASONAL MUSHROOMS
크림 시금치 I CREAMED SPINACH
감자 퓨레 I POTATO PUREE
감자 튀김 I FRENCH FRIES

트러플 추가 I ADD BLACK TRUFFLE TO YOUR SIDE DISH

+6,000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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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한상 차림 I KOREAN TRAY SET

돌솥 비빔밥 I BIBIMBAP

KOREAN TRAY SET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문가능 I AVAILABLE 10:00AM – 11:00PM

35,000

Stone-pot roasted rice, seasonal vegetables, fried farm egg
선택 I CHOICE OF
두부 I Korean bean curd
달콤한 간장 양념의 소고기 (소고기: 호주산) I Sweet soy marinated Australian beef
해산물 (오징어: 중국산) I Assorted seafood

+5,000
+8,000

밥과 반찬이 함께 제공됩니다.

All Sets are served with steamed Korean rice and condiments
해물탕

46,000

제철 해산물·생선 스튜, 호박, 무, 두부, 콩나물 (게: 중국산)

HAEMUL TANG
Seasonal seafood & ﬁsh stew, zucchini, daikon radish, bean curd, bean sprouts
완도산 전복 삼계탕

44,000

영계, 인삼, 밤, 대추, 쌀 (닭고기: 국내산)

WANDO ABALONE SAMGYE TANG
Young Korean chicken, ginseng, chestnut, red dates, Korean rice
매운 돼지갈비 찜

40,000

슬로 쿠킹한 돼지갈비, 묵은지, 양파, 마늘, 감자, 파 (돼지고기: 국내산)

MAEUN DWAEJI GALBIJJIM
Slow-cooked Korean pork ribs, aged kimchi, onion, garlic, potatoes, spring onion
불고기

44,000

달콤한 간장 양념의 소고기, 양파, 표고버섯, 대파, 참깨 (소고기: 호주산)

BULGOGI
Sweet soy marinated Australian beef, onions, shiitake mushrooms, leek, sesame
갈비 구이

48,000

간장·마늘 양념의 뼈있는 소갈비 (소고기: 미국산)

KALBI GUI
Barbecued soy & garlic marinated US bone-in beef short ribs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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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FAVOURITES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문가능 I AVAILABLE 10:00AM – 11:00PM
아시아 요리 I ASIAN FAVOURITES
육류 및 해산물 I MEAT & SEAFOOD
돼지 목살 볶음, 양파, 파프리카, 파인애플, 탕수 소스, 참깨, 고수 (돼지고기: 국내산)

36,000

SWEET & SOUR PORK
Wok-fried Black pork collar, onions, bell pepper, pineapple, sweet & sour sauce, sesame, coriander
시추안 치킨, 중식 스타일 닭고기 볶음, 양파, 마늘, 건고추, 캐슈넛(닭고기: 국내산)

38,000

SPICY SICHUAN CHICKEN, Wok-fried chicken thigh, onions, garlic, dried chili, cashew nuts
흑후추 소고기 볶음

44,000

중식 스타일 미국산 등심, 양파, 적파프리카, 브로콜리니, 마늘 후추 소스, 고수 (소고기: 미국산)

BLACK PEPPER BEEF
Wok-fried US beef sirloin, onions, red bell pepper, broccoli, garlic, black pepper sauce, coriander
중식 웍에 볶은 해산물, 타이거 새우, 관자, 생강, 마늘, 파, 광둥 스타일

48,000

WOK-FRIED SEAFOOD, Tiger prawns, scallops, ginger, garlic, spring onions, Cantonese style
밥 I RICE
소고기·김치 볶음밥, 달걀, 숙주, 참기름, 컨디먼트 (소고기: 호주산)

28,000

AUSTRALIAN BEEF & KIMCHI FRIED RICE, Egg, bean sprouts, sesame oil, condiments
해산물 볶음밥, 가리비, 새우, 생강, 달걀 흰자, 바삭한 마늘, 파

32,000

SEAFOOD FRIED RICE, Scallop, prawn, ginger, egg white, crispy garlic, spring onions
면요리 I NOODLES
짜장면, 계란 국수, 다진 돼지고기, 야채, 검정콩 소스 (돼지고기: 국내산)

28,000

JAJANGMYEON, Stir-fried Korean egg noodles, diced pork neck, vegetables, black bean sauce
베트남 쌀국수

32,000

라임 소고기 육수, 쌀 국수, 와규 소고기 양지머리, 숙주, 양파, 파, 바질, 고수 (소고기: 호주산)

VIETNAMESE PHO, Lime beef broth, ﬂat rice noodles, Australian Wagyu beef
brisket, Bean sprouts, sweet onion, spring onion, sweet basil, coriander
태국식

얌 국수

36,000

코코넛 새우 육수, 계란 국수, 새우, 닭고기, 반숙 달걀, 방울 토마토, 느타리 버섯, 고수, 라임 (닭: 국내산)

THAI TOM YUM NOODLE SOUP, Coconut prawn broth, egg noodles, prawns,
chicken, soft boiled egg, cherry tomatoes, Oyster mushrooms, coriander, lime
카레 락사 국수, 닭고기, 어묵, 새우, 두부, 숙주, 라우람, 삼발 칠리 소스 (닭: 국내산)

38,000

CURRY LAKSA NOODLE SOUP
Chicken, ﬁshcakes, prawn, bean curd, bean sprouts, laksa leaves, sambal chili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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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I DESSERT

티라미수

19,000

아마레또, 커피, 마스카르포네, 레이디 핑거

TIRAMISÚ
Amaretto, coﬀee, mascarpone, lady ﬁnger sponge
전통 크렘 브륄레

DESSERT·DESSERTS TO SHARE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문가능 I AVAILABLE 10:00AM – 11:00PM

19,000

사워체리 콤포트, 영준목장 마스카르포네 아이스크림

CRÈME BRÛLÉE
Sour cherry compote, Young Jun farm mascarpone ice cream
남해 유자 파나코타

20,000

애플망고, 패션 후르츠, 망고 셔벳

NAMHAE YUZU PANNA COTTA
Apple mango, passionfruit, mango sherbet
트리플 초콜릿 무스

20,000

피스타치오 비스코티, 프랄린 초콜릿 소스

TRIPLE CHOCOLATE MOUSSE
Pistachio biscotti, praline chocolate sauce
모둠 치즈 플레터

48,000

포도, 트러플 꿀, 크랙커, 사워 브레드

SELECTION OF SOFT, HARD & BLUE CHEESE
Grapes, truﬄe honey, crackers, toasted sour dough bread
아이스크림과 셔벗, 스쿱 당

6,000

선택: 바닐라, 초콜릿, 베일리스, 피스타치오, 쿠키·크림, 딸기, 녹차, 요거트, 레몬, 한라봉

ICE CREAM & SHERBET, per scoop
Choice of: Vanilla, chocolate, baileys, pistachio, cookies & cream, strawberry,
green tea, Yogurt, lemon, Hallabong

셰어링 디저트 I DESSERTS TO SHARE
다크 초콜릿 퐁당

30,000

둘세 데 레체, 휩 샹티이 크림, 제철 베리, 바닐라빈 아이스크림

WARM DARK CHOCOLATE FONDANT
Dulce de leche ganache, whipped Chantilly cream, seasonal berries, vanilla bean ice cream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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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NIGHT

야식

LATE NIGHT

전채 I APPETIZERS

왕새우 월남쌈 롤

25,000

닭고기 채, 양상추, 당근·무 절임, 파, 신선한 허브, 땅콩 소스, 칠리 소스 (닭고기: 국내산)

VIETNAMESE PRAWN RICE PAPER ROLLS

APPETIZERS·SALADS·SOUPS

오후 1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주문가능 I AVAILABLE 11:00PM – 10:00AM

Shredded chicken, lettuce, pickled carrots & daikon radish, spring onion,
fresh herbs, Peanut sauce, chili sauce
바삭한 점보 크랩

26,000

사과·펜넬 슬로, 케이퍼 아이올리 소스 (게: 인도네시아산)

CRISPY JUMBO LUMP CRAB CAKES
Apple & fennel slaw, caper aioli

샐러드 I SALADS
시저 샐러드

27,000

로메인 상추, 베이컨, 반숙 달걀, 파마산 치즈, 시저 드레싱 (돼지고기: 미국산)

CAESAR SALAD
Romaine lettuce, crispy bacon, soft-boiled egg, Parmesan cheese, garlic croutons, Caesar dressing
아보카도와 토마토 추가 I ADD AVOCADO & TOMATOES
+ 4,000
구운 닭가슴살 추가 (닭고기: 국내산) I ADD GRILLED CHICKEN
+ 8,000
메인 바닷가재 추가 I ADD MAINE LOBSTER
+ 18,000
부라타 토마토 샐러드

28,000

적양파, 가지, 미즈나, 바질

BURRATA & VINE TOMATO SALAD
Red onions, eggplant, mizuna, basil

수프 I SOUPS
닭고기 누들 수프

24,000

잘게 썬 닭고기, 뿌리야채 (닭고기: 국내산)

CHICKEN NOODLE SOUP
Shredded chicken, root vegetables
버섯 크림 수프

26,000

휩크림, 트러플, 크루통

WILD MUSHROOM CREAM SOUP
Whipped cream, truﬄe, croutons
토스카나식 해산물 수프

35,000

구운 마늘 브루스케타 (오징어: 중국산, 게: 캐나다산)

TUSCAN STYLE SEAFOOD SOUP
Roasted garlic bruschetta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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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NIGHT

야식

LATE NIGHT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문가능 I AVAILABLE 11:00PM – 6:00AM

SANDWICHES·PASTA

샌드위치 I SANDWICHES
모든 샌드위치는 감자 튀김과 샐러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All sandwiches are served with French fries and side salad
카프레제 치아바타

32,000

버팔로 모짜렐라 치즈, 바인 토마토, 올리브 타프나드, 바질, 아루굴라, 호밀 치아바타

CAPRESE CIABATTA
Buﬀalo mozzarella, vine tomatoes, olive tapenade, basil, arugula, rye ciabatta
클럽 샌드위치

35,000

구운 닭가슴살, 베이컨, 토마토, 상추, 계란, 마요네즈 (닭: 국내산, 베이컨: 국내산)

CLUB SANDWICH
Grilled chicken breast, crispy bacon, tomato, lettuce, egg, mayonnaise
한우 소고기 버거

42,000

소고기 패티, 베이컨, 상추, 토마토, 게르킨 피클, 적양파, 씨겨자 마요네즈 (소고기: 국내산, 베이컨: 미국산)
치즈 선택: 모짜렐라, 체더, 또는 블루 치즈

HANWOO BEEF BURGER
Grilled Hanwoo beef patty, crispy bacon, local lettuce, tomato, gherkin, red onion,
Smoked barbecue sauce
Choice of: Mozzarella, smoked cheddar or blue cheese

파스타 I PASTA
스파게티, 링귀니, 페투치니, 펜네, 또는 글루텐프리 파스타

28,000

SPAGHETTI, LINGUINI, FETTUCCINI, PENNE OR GLUTEN FREE PASTA
소스 선택 I CHOICE OF SAUCES
알프레도 소스, 파르메산 치즈, 크림, 마늘

ALFREDO SAUCE
Parmesan cheese, cream, garlic
토마토 소스 또는 아라비아따 소스

TOMATO SAUCE OR ARRABBIATA SAUCE
볼로네즈 소스
소고기 볼로네즈 스튜, 플럼 토마토, 파르메산 치즈, 바질 (소고기: 호주산)

+ 10,000

BOLOGNESE SAUCE
Australian beef Bolognese stew, plum tomatoes, Parmesan cheese, basil
해산물 추가
새우, 조개, 가리비, 게살, 진한 토마토 소스, 바질 (게: 인도네시아산)

+ 14,000

PESCATORE SAUCE
Prawns, clams, scallops, crab meat, rich tomato sauce, basil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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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NIGHT
오후 1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주문가능 I AVAILABLE 11:00PM – 10:00AM

돌솥 비빔밥 I BIBIMBAP

35,000

Stone-pot roasted rice, seasonal vegetables, fried farm egg
선택 I CHOICE OF
두부 I Korean bean curd
달콤한 간장 양념의 소고기 (소고기: 호주산) I Sweet soy marinated Australian beef
해산물 (오징어: 중국산) I Assorted seafood

+5,000
+8,000

KOREAN TRAY SET·ASIAN FAVOURITES

한식 한상 차림 I KOREAN TRAY SET

LATE NIGHT

야식

밥과 반찬이 함께 제공됩니다.

All Sets are served with steamed Korean rice and condiments
매운 돼지갈비 찜

40,000

슬로 쿠킹한 돼지갈비, 묵은지, 양파, 마늘, 감자, 파 (돼지고기: 국내산)

MAEUN DWAEJI GALBIJJIM
Slow-cooked Korean pork ribs, aged kimchi, onion, garlic, potatoes, spring onion
불고기

44,000

달콤한 간장 양념의 소고기, 양파, 표고버섯, 대파, 참깨 (소고기: 호주산)

BULGOGI
Sweet soy marinated Australian beef, onions, shiitake mushrooms, leek, sesame

아시아 요리 I ASIAN FAVOURITES
소고기·김치 볶음밥, 달걀, 숙주, 참기름, 컨디먼트 (소고기: 호주산)

28,000

AUSTRALIAN BEEF & KIMCHI FRIED RICE
Egg, bean sprouts, sesame oil, condiments
해산물 볶음밥, 가리비, 새우, 생강, 달걀 흰자, 바삭한 마늘, 파

32,000

SEAFOOD FRIED RICE, Scallop, prawn, ginger, egg white, crispy garlic, spring onions
짜장면, 계란 국수, 다진 돼지고기, 야채, 검정콩 소스 (돼지고기: 국내산)

28,000

JAJANGMYEON
Stir-fried Korean egg noodles, diced pork neck, vegetables, black bean sauce
태국식

얌 국수

28,000

코코넛 새우 육수, 계란 국수, 새우, 닭고기, 반숙 달걀, 방울 토마토, 느타리 버섯, 고수, 라임 ( 닭: 국내산)

THAI TOM YUM NOODLE SOUP
Coconut prawn broth, egg noodles, prawns, chicken, soft boiled egg,
cherry tomatoes, Oyster mushrooms, coriander, lime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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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NIGHT

야식

LATE NIGHT
오후 1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주문가능 I AVAILABLE 11:00PM – 10:00AM

DESSERT

디저트 I DESSERT

티라미수

19,000

아마레또, 커피, 마스카르포네, 레이디 핑거

TIRAMISÚ
Amaretto, coﬀee, mascarpone, lady ﬁnger sponge
남해 유자 파나코타

20,000

애플망고, 패션 후르츠, 망고 셔벳

NAMHAE YUZU PANNA COTTA
Apple mango, passionfruit, mango sherbet
트리플 초콜릿 무스

20,000

피스타치오 비스코티, 프랄린 초콜릿 소스

TRIPLE CHOCOLATE MOUSSE
Pistachio biscotti, praline chocolate sauce
모둠 치즈 플레터

48,000

포도, 트러플 꿀, 크랙커, 사워 브레드

SELECTION OF SOFT, HARD & BLUE CHEESE
Grapes, truﬄe honey, crackers, toasted sour dough bread
아이스크림과 셔벗, 스쿱 당

6,000

선택: 바닐라, 초콜릿, 베일리스, 피스타치오, 쿠키·크림, 딸기, 녹차, 요거트, 레몬, 한라봉

ICE CREAM & SHERBET, per scoop
Choice of: Vanilla, chocolate, baileys, pistachio, cookies & cream, strawberry,
green tea, Yogurt, lemon, Hallabong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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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RAGE

음료

BEVERAGE

신선한 커피,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15,000

Freshly Brewed Coﬀee, Decaﬀeinated, Espresso
카푸치노, 카페 라떼, 더블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18,000

Cappuccino, Café Latte, Double Espresso, Macchiato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얼그레이, 다질링, 자스민

18,000

English Breakfast, Earl Grey, Darjeeling, Jasmin
허브차: 페퍼민트 또는 카모마일

18,000

COFFEE & TEA·NON ALCOHOLIC BEVERAGES

커피 & 차 I COFFEE & TEA

Herbal Infusion - Peppermint or Chamomile
녹차

18,000

Korean Green Tea
전통 차

20,000

인삼차, 대추자, 생강차, 유자차, 오미자차

Korean traditional tea
Ginseng Tea, Jujube Tea, Ginger Tea, Citron Tea, Omija Tea

무알콜 음료 I NON ALCOHOLIC BEVERAGES
탄산음료

13,000

스프라이트, 클럽 소다, 토닉 워터, 진저 에일, 환타 오렌지, 콜라, 라이트 콜라, 제로 콜라

Soft Drinks
Sprite, Club Soda, Tonic Water, Ginger Ale, Fanta Orange,
Coca-Cola, Coca-Cola Light, Coca-Cola Zero
분다버그 (375ml)

14,000

진저비어, 레몬, 라임앤비터, 핑크 자몽 (375ml)

BUNDABERG (375ml)
Ginger Beer, Lemon, Lime and Bitters, Pink Grapefruit (375ml)
에비앙, 산 펠레그리노 (500ml/1000ml)

9,000 / 12,000

Evian, San Pellegrino (500ml/1000ml)
페리에 (330ml)

9,000

Perrier (330ml)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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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RAGE

음료

BEVERAGE

WINE

CHAMPAGNE
NV Moët & Chandon Brut

Glass

Bottle

35,000

155,000

2010 Dom Perignon Brut

400,000

NV Veuve Clicquot Yellow Label

175,000

SPARKLING WINE
NV Rustico, Valdobbiadene Prosecco Superiore DOCG, Italy

90,000

SAUVIGNON BLANC
2019 Joel Gott, California, USA

22,000

2016 Cloudy Bay, "Te Koko", Marlborough, New Zealand

98,000
175,000

PINOT GRIS
2017 Ant Moore Estate, Marlborough, New Zealand

21,000

2017 Les Chais Saint Antoine, France - Organic

95,000
180,000

RIESLING
2017 Pillitteri Gewurztraminer, Canada

20,000

2019 Robert Weil, Trocken, Germany

90,000
120,000

CHARDONNAY
2017 Peccavi, Margaret River, Australia

22,000

2017 Domaine Servin, Chablis, France

98,000
140,000

ROSE
2019 Chateau d'Esclans, "The Palm by Whispering Angel",

25,000

120,000

15,000

68,000

Coteaux d'Aix-en-Provence, France

DESSERT WINE
2016 Chateau Piaut Simon, Sauternes, France

빈티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Vintages may vary.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23

04/2021

BEVERAGE

음료

BEVERAGE

WINE

PINOT NOIR
2019 Three Thieves, California, USA

Glass

Bottle

20,000

90,000

2018 Cristom, Mt.Jeﬀerson Cuve'e, Willamette Valley, USA

160,000

2017 Philippe Pacalet, Chambolle-Musigny 1er Cru, France

480,000

MERLOT
2016 Chateau Langlet, France

22,000

2017 Duckhorn, Napa Valley, USA

100,000
250,000

CABERNET SAUVIGNON
2017 Chemin de la Pinede, IGP pays d'Oc, France

23,000

2015 Peccavi, Margaret River, Australia

105,000
130,000

2016 Spottswoode, 'Lyndenhurst', Napa Valley, USA

400,000

SHIRAZ/SYRAH
2018 Langmeil Valley Floor Shiraz, Barossa Valley, Australia

22,000

100,000

2015 Peccavi, Margaret River, Australia

120,000

2012 Domaine Jean-Louis Chave, Hermitage, France

880,000

NEBBIOLO
2016 G.D Vajra Albe, Barolo, Italy

180,000

MALBEC
2018 Chakana, Nuna Estate, Malbec, Lujan de Cuyo, Argentina

24,000

110,000

빈티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Vintages may vary.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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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RAGE

음료

BEVERAGE

BEER·SOJU·SAKE

맥주 I BEER
스텔라 아르투아

19,000

Stella Artois
소주 I SOJU
안동 소주

64,000

Andong Sojoo (400ml)
화요

43,000

Hwayo (375ml)
사케 I SAKE

TOKKURI SAKE(300ml)
유키노보우샤, 준마니, 아키타

60,000

Yukinobousha, junmai, Akita
토요비진 잇포, 준마이 다이긴조, 야마구치

70,000

Toyobijin Ippo, Junmai Daiginjo, Yamaguchi

HALF BOTTLE
핫카이산 블루 라벨, 나마겐슈, 니가타

70,000

Hakkaisan Blue Label, Namagensyu, Nigata
유키노보우샤, 준마이 긴조, 아키타

85,000

Yukinobusha, Junmai Ginjo, Akita
카제노모리 쁘띠, 준마이 다이긴조, 나라

95,000

Kazenomori Petit, Junmai Daiginjo, Nara

FULL BOTTLE
핫카이산 블루 라벨, 나마겐슈, 니가타

110,000

Hakkaisan Blue Label, Namagensyu, Nigata
스이게이, 준마이, 고치

120,000

Suigei, Junmai, Kochi
남부비진, 토쿠베츠 준마이, 이와테

135,000

Nanbubijin, Tokubetsu Junmai, Iwate
이타나히메 고리키, 준마이 긴조, 돗토리

160,000

Inatahime Gouriki, Junmai Ginjo, Tottori
호우비덴 블랙 피닉스, 준마이 긴조, 토치기

180,000

Houbiden Black Phoenix, Junmai Ginjo, Tochigi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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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RAGE

음료

BEVERAGE

WHISKY & SPIRITS

WHISKY & SPIRITS
SINGLE MALT WHISKY
Single Malt
Macallan 12yrs
Macallan 18yrs
Glenﬁddich 15yrs
Glenlivet 18yrs
Laphroaig Quarter Cask
Balvenie Port Wood 21yrs

Bottle

410,000
860,000
420,000
590,000
410,000
1,190,000

SCOTCH WHISKY
Johnnie Walker Black
Ballantine's 17yrs
Royal Salute 21yrs

240,000
490,000
660,000

BOURBON
Jack Daniel
Maker’s Mark

400,000
400,000

IRISH WHISKY
Jameson
Bushmills

240,000
260,000

VODKA
Belvedere
Grey Goose

320,000
290,000

GIN
Tanqueray 10
Bombay Saphire
Monkey47

290,000
290,000
420,000

TEQUILA
Jose Cuervo 1800 Anejo
Patron Silver

330,000
480,000

COGNAC
Remy Martin VSOP
Hennessey XO

350,000
1,100,000

상기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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