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ING ROOM BREAKFAST
THE PARK BREAKFAST / 파크 브렉퍼스트

45,000

Full buffet breakfast with your choice of any of below à la carte items,
including hot beverages. / 따뜻한 음료 및 아래 단품 메뉴를 포함한 조식 뷔페

16,000

레몬 리코타 팬케이크 - 베리 콤포트

Almond crusted French toast - caramelized banana, ricotta, honey butter

16,000

아몬드 크러스트가 들어간 프렌치토스트 - 설탕에 졸인 바나나, 리코타, 허니 버터

20,000

Egg omelet - smoked Korean pork ham, Gruyere cheese, mushroom, tomato,
onion, hash brown, roasted cherry tomato

22,000
20,000

오믈렛 - 국내산 훈연 돼지고기 햄, 그뤼에르 치즈, 버섯, 토마토, 양파, 해시 브라운, 구운 방울토마토

Vegetarian omelet - garden herbs, mushroom, sautéed onion, peppers, Feta

18,000

채소 오믈렛 - 가든 허브, 버섯, 볶은 양파, 피망, 페타 치즈

Vegetarian egg white omelet - mushroom, pak choi, peppers, bean sprout

18,000

채소 화이트 오믈렛 - 버섯, 청경채, 피망, 콩나물

Steak & egg - grilled U.S. beef sirloin, fried egg, baked tomato,
hash brown, asparagus (KRW 5,000 supplement to The Park Breakfast)

26,000

Bakery basket: Danish pastry, croissant, chocolate croissant

12,000

베이커리 바스켓: 대니쉬 페이스트리, 크루아상, 초콜릿 크루아상

9,000

콘 프레이크, 올 브랜, 푸르츠 링, 스페셜 케이, 뮤즐리, 그래놀라
일반, 저지방, 무지방 우유 또는 두유와 함께 제공됩니다.

Bircher muesli with fresh berries / 신선한 베리가 들어간 버처 뮤즐리

12,000

Oatmeal porridge / 귀리죽

에그 플로렌틴 – 수란, 잉글리시 머핀, 시금치, 홀란데이즈 소스

28,000

스테이크와 계란 - 그릴에 구운 미국산 등심, 계란 프라이, 구운 토마토, 해시 브라운, 아스파라거스
(파크 브렉퍼스트 가격에서 5,000 원 추가)

PRICES ARE IN KOREAN WON (KRW) AND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상기 가격은 원화이며,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봉사료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9,000

Selection of cut seasonal fruit / 자른 계절 과일

served with full cream, low fat, skim or soy milk

달걀 2 개로 만드는 계란 요리 - 바삭한 미국산 베이컨, 국내산 훈연 돼지고기 햄 또는 돼지고기,
브렉퍼스트 소시지, 해시 브라운, 구운 콩, 구운 방울토마토

Eggs Florentine - poached eggs English muffin, spinach, hollandaise sauce

Natural or low fat yoghurt, fresh berries / 일반 또는 저지방 요거트, 신선한 베리

Corn Flakes, All Bran, Fruit Loops, Special K, Muesli, Granola

EGG / 계란
Two eggs any style - crispy U.S. bacon, smoked Korean pork ham or
Korean pork breakfast sausage, hash brown, baked beans, roasted cherry tomato

Herb mushrooms, baked beans, Korean pork sausage, smoked Korean pork ham,
crispy U.S. bacon, hash browns

YOGHURT & CEREAL / 요거트와 시리얼
16,000

갓 구운 와플 - 베리 컴포트, 메이플 시럽, 생크림

Lemon and ricotta pancakes - berry compote

7,000

허브 버섯, 구운 콩, 국내산 돼지고기 소시지, 국내산 훈연 돼지고기 햄, 바삭한 미국산 베이컨,
해시 브라운

BATTER / 즉석 반죽 요리
Freshly baked waffles - berry compote, maple syrup, whipped cream

SIDE ORDER / 추가 주문

9,000

BEVERAGE / 음료
Freshly squeezed fruit or vegetable juice / 신선하게 짜낸 계절 과일 또는 채소 주스 16,000
Althaus Tea selection / 알트 하우스 차 셀렉션
English breakfast, Earl Grey, Darjeeling, Chamomile, Bavarian mint

15,000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얼그레이, 다즐링, 카모마일, 바바리안 민트

Korean green tea, buckwheat / 국내산 녹차, 메밀차

12,000

Nespresso coffee / 네스프레소 커피
Coffee, single espresso / 커피, 싱글 에스프레소
Double espresso, cappuccino, café latte, decaffeinated coffee

15,000
17,000

더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라떼, 디카페인 커피

Chocolate, served hot or cold

15,000

따뜻한 또는 차가운 초콜릿 음료

VEGETARIAN
채식주의자

GLUTEN FREE
글루텐 무함유

NUT FREE
견과류 무함유

DAIRY FREE
유제품 무함유

SIGNATURE DISH
시그니처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