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D HYATT SEOUL
THANKSGIVING 2022 ORDER SHEET
구이 요리

Slow-roasted whole turkey (approx. 6kg)
Fig, sage, walnut stuffing (1kg)
Giblet gravy (500ml)
Cranberry sauce, orange, ginger, thyme (500ml)

슬로우 로스트 한 칠면조 (약 6kg)
무화과, 세이지, 호두 스터핑 (1kg)
지블렛 그레이비 소스 (500ml)
크랜베리 소스, 오렌지, 생강, 타임 (500ml)

Whole roasted duck (approx. 2kg)
Orange gravy (1L)
Apple, hazelnut, bread stuffing
Glazed carrots

통 오리구이 (약 2kg)
오렌지 그레이비 소스 (1L)
사과, 헤이즐넛, 브레드 스터핑
글레이징 한 당근

Pork belly porketta (approx. 2kg)
Apple compote (250g)
Gravy sauce (500ml)

삼겹살 포르게타 (약 2kg)
사과 컴포트 (250g)
그레이비 소스 (500ml)

Slow-roasted rib eye (per kg)
Red wine sauce (250ml)

슬로우 로스트 한 꽃등심 (kg)
레드와인 소스 (250ml)

Beef Wellington (approx. 500g)
Potato puree (250g)
Grilled asparagus (250g)
Mushroom red wine sauce (250ml)

소고기 안심 웰링턴 (500g)
감자 퓨레 (250g)
구운 아스파라거스 (250g)
버섯 레드 와인 소스 (250ml)

Grand Hyatt Seoul Chiller Bag

그랜드 하얏트 서울 보냉백

SIDE DISHES (500g)

곁들임 요리 (500g)

Grilled asparagus, citrus zest

그릴에 구운 아스파라거스, 시트러스 제스트

Brussels sprouts, chestnuts & smoked bacon

방울 양배추 구이, 밤·베이컨

Pumpkin & root vegetables, chestnuts, sage

호박·뿌리채소 구이, 밤, 세이지

Cauliflower, browned butter, hazelnuts

컬리플라워 구이, 브라운 버터, 헤이즐넛

Green bean bundles, bacon, parsley

베이컨으로 감싼 깍지콩과 파슬리

Orange & cinnamon glazed carrot

오렌지 & 계피 글레이즈 당근

Potato puree

감자 퓨레

Roasted potato, garlic, rosemary

감자 구이, 마늘, 로즈메리

SAUCES (50ml)

소스 (250ml)

Garlic & fine herb sauce

마늘과 허브 소스

Red wine sauce

레드와인 소스

Truffle cream sauce

송로버섯 크림소스

수프 (1L, 약 4인분)

Sweet corn bisque soup, clam salsa

스위트 콘 비스큐 스프, 조개 살사

Mushroom cream soup, parmesan crouton

버섯 크림 수프, 파마산 크루통

Roasted pumpkin soup, focaccia

구운 호박 수프, 포카치아

찬 요리

Smoked salmon (500g)
Blini, condiments

훈제 연어 (500g)

Caesar salad (500g)
Chicken, bacon, parmasan, boiled egg

시저 샐러드(500g)
닭고기, 베이컨, 파르메산 치즈, 삶은 달걀

Potato salad (500g)
Pommery mustard, red onion, sweet pepper, parsley, mayonnaise

감자 샐러드(500g)
포머리 머스타드, 적양파, 피망, 파슬리, 마요네즈

Pumpkin pie

전통 호박 파이

Honey pecan pie

허니 피칸 파이

Apple cinnamon tart

사과 계피 타르트

Fig raspberry tart

무화과 라즈베리 타르트

Pear orange tart

배 오렌지 타르트

파운드 (450g), 치즈 케익 (850g)

Chestnut pound

밤 파운드

Orange pound

오렌지 파운드

English fruit pound

잉글리쉬 후루츠 파운드

Basque cheese cake

바스크 치즈 케익

E selrs-deli@hyat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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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니, 전통 양념

수제 파이

T 02 799 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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