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UNGE
Dining & Drinks

ALL DAY DINING (10:00 AM – 10:00 PM)

ALL DAY DINING (10:00 AM – 10:00 PM)

APPETIZER

애피타이저

SANDWICH

샌드위치

SNOW PEA SALAD
Tomato, zucchini, fresh aromatic herbs,
balsamic vinegar dressing

완두콩 샐러드 (원산지 / 완두콩:국내산) 16,000

CROISSANT SANDWICH
Basil pesto, oven dried tomato, zucchini,
mozzarella cheese

크루아상 샌드위치

HOME SMOKED SALMON SALAD
Grapefruit, orange, seasonal leaf salad,
mustard dressing

홈메이드 훈제연어 샐러드

FRIED FISH BURGER
Mushroom, onion, lettuce, caper, tartar sauce,
squid ink bun

오늘의 생선튀김 버거

AUSTRALIAN ROAST BEEF SANDWICH
Red onion marmalade, arugula, tomato,
lemon-basil mayonnaise, Campagne bread

호주산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

CLUB SANDWICH
Chicken, US bacon, egg,
tomato, lettuce

클럽 샌드위치

AUSTRALIAN BEEF BURGER
Tomato, lettuce, U.S. bacon,
red onion, cheddar cheese

라운지 호주산 쇠고기 버거

토마토, 주키니, 신선한 아로마 허브,
발사믹 드레싱
자몽, 오렌지, 계절 잎 샐러드,
머스터드 드레싱

NIÇ OISE SALAD
Seared tuna, green bean, confit potato,
black olive, quail egg, white anchovy

니수아즈 샐러드

LOBSTER COBB SALAD
U.S. bacon, cherry tomato, crispy onion,
herbs, sour cream dressing

바닷가재 콥 샐러드

CAESAR SALAD
Romaine hearts, white anchovy, soft boiled egg,
Italian pancetta crisps, focaccia crouton
add grilled chicken or prawn or smoked salmon

시저 샐러드

GREEN ASPARAGUS SOUP
Orange cream

아스파라거스 수프

BAKED FRENCH ONION SOUP
Gruyère cheese crouton

프렌치 어니언 수프

VEGETARIAN
채식주의자

GLUTEN FREE
글루텐 무함유

22,000

20,000

구운 참치, 그린빈, 감자 콩피,
블랙 올리브, 메추리알, 화이트 엔초비

26,000

미국산 베이컨, 체리 토마토, 바삭한 양파,
허브, 사워크림 드레싱

16,000

로메인 하트, 화이트 엔초비, 반숙 계란,
이탈리아산 판체타, 포카치아 크루통
구운 닭고기, 구운 새우 또는
훈제연어 추가 시

+8,000
16,000

오렌지 크림

23,000

바질 페스토, 오븐 건조 토마토, 주키니,
모차렐라 치즈

25,000

버섯, 양파, 상추, 케이퍼, 타르타르 소스,
스페인산 오징어 먹물 번

25,000

붉은 양파 마멀레이드, 아르굴라, 토마토,
레몬 바질 마요네즈, 캄파뉴 빵

25,000

치킨, 미국산 베이컨, 계란,
토마토, 양상추

26,000

토마토, 양상추, 미국산 베이컨,
붉은 양파, 체더 치즈

ALL SANDWICHES ARE SERVED WITH YOUR CHOICE OF SALAD OR FRENCH FRIES.
모든 샌드위치는 샐러드 또는 감자튀김을 제공합니다.

20,000

그뤼에르 치즈 크루통

NUT FREE

DAIRY FREE

견과류 무함유

유제품 무함유

SIGNATURE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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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GETARIAN

GLUTEN FREE

NUT FREE

DAIRY FREE

SIGNATURE DISH

채식주의자

글루텐 무함유

견과류 무함유

유제품 무함유

시그니처 메뉴

ALL DAY DINING (10:00 AM – 10:00 PM)
DESSERT

16,000

디저트

SOFT CENTERED CHOCOLATE PUDDING 초콜릿 푸딩
Salted caramel sauce, Chantilly cream,
솔티드 카라멜 소스, 샹티이 크림,
vanilla bean ice cream
바닐라 아이스크림
LEMON MERINGUE TART
Lime marinated blueberry, lemon sorbet

레몬 머랭 타르트

BAKED CHEESECAKE
Strawberry compote

구운 치즈 케이크

APPLE CRUMBLE
Vanilla bean ice cream

사과 크럼블

SEASONAL FRUIT ON ICE

계절 과일

VEGETARIAN
채식주의자

라임 블루베리, 레몬 셔벗

딸기 콤포트

바닐라 아이스크림

GLUTEN FREE
글루텐 무함유

NUT FREE

DAIRY FREE

견과류 무함유

유제품 무함유

SIGNATURE DISH
시그니처 메뉴

VEGETARIAN
채식주의자

GLUTEN FREE
글루텐 무함유

NUT FREE

DAIRY FREE

견과류 무함유

유제품 무함유

SIGNATURE DISH
시그니처 메뉴

MANGO AFTERNOON TEA SET (2:00 PM – 6:00 PM)

65,000

FOR TWO PEOPLE

85,000

AFTERNOON TEA SET WITH 2 GLASSES OF
PERE VENTURA, CAVA D.O., RESERVA BRUT, PENEDÈS, SPAIN
HOMEMADE SCONES

홈메이드 스콘

Seasonal selection of jams,
clotted cream, butter

계절 과일 잼,
클로티드 크림, 버터

SELECTION OF SAVORIES

세이보리 셀렉션

Mini prawn tartlet, tomato salsa
Toasted brioche, mango cream, mango salsa
Smoked salmon tortilla roll
Australian beef empanada

미니새우 타틀렛, 토마토 살사
브리오슈, 망고 크림, 망고 살사
훈제연어 토르티아 롤
호주산 쇠고기 엠파나다

SELECTION OF SWEETS

스위트 셀렉션

Mango shortcake
Mango donut
Yuzu and mango mille-feuille
Mango tiramisu
Mango roll cake

망고 쇼트케이크
망고 도넛
유자, 망고 밀푀유
망고 티라미수
망고 롤 케이크

TEA SELECTION

티 셀렉션

English breakfast St. Andrews
Darjeeling Castelon
Imperial Earl Grey
Assam Meleng
Coffee or decaffeinated

잉글리시 브랙퍼스트
다즐링
얼 그레이
아쌈
커피 또는 디카페인 커피

Mango latte or mango ade
Mango mojito

망고 라떼 또는 망고 에이드 주문 시
망고 모히토 주문 시 +10,000

VEGETARIAN
채식주의자

GLUTEN FREE
글루텐 무함유

NUT FREE

DAIRY FREE

견과류 무함유

유제품 무함유

+5,000

SIGNATURE DISH
시그니처 메뉴

VEGETARIAN

GLUTEN FREE

NUT FREE

DAIRY FREE

SIGNATURE DISH

채식주의자

글루텐 무함유

견과류 무함유

유제품 무함유

시그니처 메뉴

PREMIUM ICE DESSERT (10:00 AM – MIDNIGHT)

LATE NIGHT DINING (6:00 PM – MIDNIGHT)

FOR TWO PEOPLE

SNOW PEA SALAD
Tomato, zucchini, fresh aromatic herb,
balsamic vinegar dressing

완두콩 샐러드 (원산지 / 완두콩:국내산) 16,000

GARLIC & HERB FRENCH FRIES
Truffle dip, herb

마늘 허브 감자튀김

CRISPY LOCAL CALAMARI
Local green tea salt, lime aioli

국내산 오징어튀김

LOCAL FRIED CHICKEN
Garden herb, pickled vegetable salad

국내산 닭튀김

CHICKEN CLUB SANDWICH
U.S. bacon, tomato,
lettuce, egg

치킨 클럽 샌드위치

BULGOGI QUESADILLA
Guacamole

불고기 케사디야

U.S. BEEF SLIDERS (3pcs)
Caramelized onion, cheddar cheese, bbq sauce

미국산 쇠고기 미니 버거

SEASONAL FRUIT
5 different assorted fruits

제철 과일

CHEESE PLATE
Selection of 5 imported cheeses,
local truffle honey, dried fruit

치즈 플레이트

OCEAN BINGSU
Blue milk ice,
blueberry, pineapple, blue cotton candy,
surfboard chocolate, toasted coconut,
condensed milk

오션 빙수

MANGO BINGSU
Mango milk ice,
fresh mango, mango meringue,
toasted almond, coconut jelly,
honeycomb chocolate, condensed milk

망고 빙수

WATERMELON BINGSU
Milk ice,
watermelon, blueberry,
watermelon ice cream,
popping chocolate, cotton candy,
condensed milk

수박 빙수

RED BEAN BINGSU
Milk ice,
red bean, green bean jelly,
palmier cookie, rice cake,
condensed milk

팥빙수

VEGETARIAN
채식주의자

35,000

블루 밀크 아이스,
블루베리, 파인애플, 솜사탕,
서프보드 초콜릿, 구운 코코넛,
연유

35,000

망고 밀크 아이스,
신선한 망고, 망고 머랭,
구운 아몬드, 코코넛 젤리,
허니컴 초콜릿, 연유

35,000

밀크 아이스,
수박, 블루베리,
수박 아이스크림,
팝핑 초콜릿, 솜사탕,
연유

35,000

밀크 아이스,
단팥, 그린빈 젤리,
팔미에 쿠키, 인절미,
연유

GLUTEN FREE
글루텐 무함유

NUT FREE

DAIRY FREE

견과류 무함유

유제품 무함유

SIGNATURE DISH
시그니처 메뉴

토마토, 주키니, 아로마 허브,
발사믹 비네거 드레싱

15,000

송로버섯 딥, 허브

25,000

국내산 녹차 소금, 라임 아이올리

25,000

가든 허브, 채소 피클 샐러드

25,000

미국산 베이컨, 토마토, 양상추, 계란
(원산지 / 닭 : 국내산)

25,000

과카몰리 (원산지 / 쇠고기 : 호주산)

26,000

졸인 양파, 체더 치즈, 바비큐 소스

26,000

5 가지 모둠 과일

45,000

5 가지 모둠 수입치즈,
송로버섯 향의 국내산 꿀, 건과일

VEGETARIAN

GLUTEN FREE

NUT FREE

DAIRY FREE

SIGNATURE DISH

채식주의자

글루텐 무함유

견과류 무함유

유제품 무함유

시그니처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