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ROOM LUNCH
SELECT YOUR FAVORITE DISHES FROM THE MENU FOR A CUSTOMIZED SET LUNCH
INCLUDING A CUP OF PARK HYATT BUSAN PREMIUM COFFEE OR TEA SELECTION.
선호하는 요리를 선택하여 특별한 점심 세트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파크 하얏트 프리미엄 커피, 디카페인 커피 또는 티가 한 잔 제공됩니다.

3-COURSE LUNCH / 3 코스 런치
Appetizer, main course, dessert buffet

42,000

애피타이저와 주요리 그리고 디저트 뷔페

4-COURSE LUNCH / 4 코스 런치
Appetizer, soup, main course, dessert buffet

52,000

애피타이저, 수프 , 주요리 그리고 디저트 뷔페

GOURMET LUNCH SET / 고메 런치 세트
Appetizer, chef’s special garlic parsley butter escargot, soup, main course, dessert buffet

62,000

애피타이저, 셰프 특선 갈릭 파슬리 버터를 곁들인 달팽이, 수프, 주요리 그리고 디저트 뷔페

APPETIZER / 애피타이저
WINTER VEGETABLE SALAD
Cos lettuce | fava bean purée | parmesan cream

겨울 채소 샐러드
로메인 상추 | 파바빈 퓨레 | 파마산 크림

CHICKEN SALAD
Artichoke | hallabong | dijon dressing

치킨 샐러드
아티초크 | 한라봉 | 디종 드레싱

HERB CRUSTED SCALLOPS
Roasted pumpkin | bacon vinaigrette | brioche crisp

허브 크러스트를 올린 관자
구운 호박 | 베이컨 비네그레트 | 브리오슈

PRAWN VOL-AU-VENT
Onion jam | cocktail sauce | olive powder

새우 볼로방
양파잼 | 칵테일 소스 | 올리브 파우더

Vegetarian

Gluten free

Nut free

Dairy free

Signature item

채식주의자

글루텐 무함유

견과류 무함유

유제품 무함유

시그니처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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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G ROOM LUNCH
SOUP / 수프
BAKED FRENCH ONION SOUP
Gruyère cheese | crouton

프렌치 어니언 수프
그뤼에르 치즈 | 크루톤

CAULIFLOWER VELOUTÉ
Seafood terrine | cumin | curry oïl

컬리플라워 벨루테
해산물 테린 | 커민 | 커리 오일

MAIN / 주요리
COFFE BEAN ROASTED CARROT
Spinach ricotta tortellini | carrot purée

시금치 리코타 토르텔리니 | 당근 퓨레

BUSAN SEAFOOD BOUILLABAISSE
Scampi | john dory | octopus | mussel

국내산 딱새우 | 달고기 | 문어 | 홍합

SOUS VIDE DUCK BREAST
Cherry | celeriac purée | potato fondant
BARRAMUNDI FILLET EN PAPILLOTE
Juniper butter | lemon zest | tomato ragout

커피향을 입힌 구운 당근

부산 특산 해산물 부야베스

저온 조리한 오리 가슴살
체리 | 셀러리악 퓨레 | 감자 퐁당

바라문디 파피요트
쥬니퍼 버터 | 레몬 제스트 | 토마토 라구

STEAK AU POIVRE
Black pepper marinated Autralian sirloin
cumin garlic purée | confit onion | rosemary tuile

페퍼 스테이크
흑후추로 마리네이드한 호주산 채끝 등심
커민 갈릭 퓨레 | 양파 콩피| 로즈메리 튀일

DESSERT / 디저트
Enjoy our dessert buffet including Nespresso coffee or loose leaf tea.
디저트를 뷔페에서 즐기실 수 있으며, 네스프레소 커피와 프리미엄 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