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unch At the PArk

Adult

Children

75,000

37,500

Unlimited Selection of Appetizers and Desserts 
from The Dining Room Buffet
다이닝룸 뷔페에서 무제한의 애피타이저와 디저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Chef’s Daily Beef Special 

or

Chef’s Daily Market Fish

Regular or Decaffeinated Coffee

Park Hyatt Premium Tea Selection

오늘의 셰프 스페셜

또는

오늘의 셰프 추천 생선요리

커피 또는 디카페인 커피

파크하얏트 프리미엄 차

Select a Main Course, Served To The Table
아래 메뉴 중 한 가지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WITH BEVERAGE PACKAGE

Special Beverage

Unlimited Selection from the Below Beverages 15,000

아래의 음료가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Bottle Beer, Soft Drinks,  맥주, 소프트 드링크,  
Sparkling Water 스파클링 워터 

Sparkling Wine  150ml 

Chandon Brut, Australia 샹동 브뤼, 호주 10,000

Soft Drinks 

Coca-Cola, Coke Light, Coke Zero, 코카 콜라, 라이트, 제로, 5,000

Fanta, Sprite 환타, 스프라이트

Beer 

Asahi Super Dry Draft 아사히 수퍼 드라이 생맥주 9,000

Heineken 하이네켄 8,000

Dry Finish 드라이 피니시 6,000

Juice 

Orange, Grapefruit 오렌지, 자몽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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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A CARTE

Starters

Caesar salad, romaine lettuce, croutons, american bacon, parmesan
시저 샐러드, 로메인 양상추, 크루통, 미국산 베이컨, 파마산

Tomato salad, basil, red onions, black olives, basil oil
토마토 샐러드, 바질, 적양파, 블랙 올리브, 바질 오일

House-smoked charcoal-grilled bacon, maple bbq glaze
숯에서 구운 훈제 베이컨, 글레이즈한 바베큐

Crab cakes with avocado relish, spicy tomato salsa
아보카도 렐리쉬를 곁들인 크랩 케이크, 매운 토마토 살사

Jumbo shrimp cocktail
왕새우 칵테일

*Served with avocado guacamole, tomato salsa, sour cream, lemon wedge
*왕새우 칵테일은 아보카도 과카몰리, 토마토 살사, 사워 크림, 레몬 웨지가 함께 제공됩니다.

Soups

Daily soup
오늘의 수프

Seafood soup, rouille sauce
해산물 수프, 루유 소스

New england clam chowder in a sour-dough bowl, crispy bacon
뉴 잉글랜드 조개 수프, 사워 도우 크러스트, 크리스피 베이컨

Korean & japanese specialties

Grilled marinated short ribs, mushrooms, pine nuts, salad,
Steamed rice, daily korean soup
그릴에 구운 호주산 쇠고기 갈비, 버섯, 잣, 샐러드, 밥, 오늘의 국

Park hyatt stone pot bibimbap, assorted namul, bulgogi,
Chili paste, egg, daily korean soup
파크 하얏트 돌솥 비빔밥, 모듬 나물, 불고기, 고추장, 계란, 오늘의 국

Park hyatt vegetable bibimbap, assorted namul, mushrooms,
Chili paste, daily korean soup
파크 하얏트 야채 비빔밥, 모듬 나물, 버섯, 고추장, 오늘의 국

Assorted seasonal sashimi
계절 모듬 사시미

Assorted seasonal sushi
계절 모듬 스시

Maki roll(1 roll)
Spicy tuna, shiso, avocado
마끼 (1줄)
매운 참치, 시소, 아보카도

Charcoal grill

U.S. prime t-bone steak    미국산 프라임 티본 스테이크 
U.S. rib-eye steak    미국산 꽃등심 스테이크

Korean hanwoo,
Organic beef, andong, antibiotic-free, 1++
Tenderloin     한우 안심
Sirloin    한우 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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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ime beef
Tenderloin    미국산 프라임 안심 
Sirloin    미국산 프라임 등심

Australian wagyu, 7-8 marbling
Skirt steak    호주산 와규 치맛살

Australian lamb
Rack of lamb   호주산 양갈비

Grilled meat platter for 2 persons
U.S. prime beef sirloin, rack of lamb, pork belly,
Australian wagyu skirt, chorizo sausage
그릴에 구운 모듬 육류, 2인 기준
미국산 프라임 등심, 양갈비, 돼지 삼겹살, 호주산 와규 치맛살, 초리조 소세지
*Grilled steaks are served with chimichuri, demi-glace, whole grain mustard.
*스테이크에는 치미츄리, 데미글라스,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Chicken, korean

Organic whole chicken, herbs, preserved lemon
국내산 유기농 영계, 허브, 절인 레몬

Jeju island black pork

House-made smoked pork belly, sausage   훈제 제주 흑돼지 삼겹살, 소세지
Spicy spareribs, bbq sauce     스파이시 폭립, 바베큐 소스

Seafood

Norwegian salmon     노르웨이산 연어
Sea bass fillet     농어
Grilled canadian lobster    그릴에 구운 캐나다산 랍스터

Grilled seafood platter for 2 persons

Lobster, daily fish fillet, salmon, king prawns, abalone, scallops
그릴에 구운 모듬 해산물, 2인 기준
랍스터, 오늘의 생선, 연어, 대하, 전복, 가리비

Side dishes

French fries      Grilled baby potatoes
프렌치 프라이      그릴에 구운 베이비 감자

Steamed broccoli, toasted almonds  Grilled seasonal mushrooms
찐 브로컬리, 구운 아몬드     그릴에 구운 계절 버섯

Butter carrots     Grilled asparagus, garlic
버터 당근      그릴에 구운 아스파라거스, 마늘

Dessert

Vanilla panna cotta, berry salad, champagne jelly
바닐라 판나 코타, 베리 샐러드, 샴페인 젤리

Cinnamon apple crumble, vanilla ice cream
시나몬 사과 크럼블, 바닐라 아이스크림

Chocolate new york cheesecake, vanilla mascarpone cream, raspberry sauce
초콜릿 뉴욕 치즈 케이크, 바닐라 마스카포네 크림, 라즈베리 소스

Mango yogurt cake, mango coulis, fresh strawberries
망고 요거트 케이크, 망고 쿨리, 신선한 딸기

Food allergy descriptions : (D)dairy, (E)egg, (P)peanuts or nuts, (W)wheat

푸드 알러지에 관한 설명 (D: 유제품 E: 달걀 P: 견과류 W: 밀)

©Dining room signature dishes  √Vegetarian dishes

다이닝룸 시그니처 디쉬    베지테리안 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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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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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F & WINE SHARING SET

With 3 different mini decanter wines
와인 포함

Without wine 
와인 불포함

For 2 persons 2인 기준

Sizzling seafood churrasco salad,  
Butter lettuce, jack cheese, tomatoes, 
Olives, bacon, boiled egg   
(Choice of yogurt, lemon or balsamic dressing)

구운 해산물을 곁들인 츄라스코 샐러드,버터 
레터스, 잭 치즈, 토마토,
올리브, 베이컨, 삶은 계란
(요거트, 레몬 또는 발사믹 드레싱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Grilled u.s. prime beef striploin,  그릴에 구운 미국산 프라임 채끝살,
Grilled vegetables, tomatoes, 구운 야채, 토마토,
Potato, sweet potato 감자와 고구마

With 3 kinds of sauce   세 가지 소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Chimichuri, demi-glace, whole grain mustard) (치미츄리, 데미글라스, 홀그레인 머스타드)

Dessert combination,  
Apple crumble, vanilla panna cotta, 
Strawberries with chantilly cream  

모듬 디저트,
사과 크럼블, 바닐라 판나코타,
딸기와 샹티이 크림

SEASONAL GRILLED SET

Seasonal salad, tomatoes, fennel, bacon, 제철 샐러드, 토마토, 펜넬, 베이컨,
Boiled egg, baby leaves, lardon dressing  삶은 계란,어린잎, 라돈 드레싱

Mushroom soup, 버섯 수프,
truffle cappuccino, parmesan chips 트러플 카푸치노, 파마산 칩

Grilled u.s. prime beef striploin and 그릴에 구운 미국산 프라임 채끝살과
Canadian lobster 캐나다산 랍스터

With 4 kinds of sauce 네 가지 소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Chimichuri, demi-glace, whole grain mustard, mojo lime) (치미츄리, 데미글라스, 홀그레인 머스타드, 모조 라임)

Mango yogurt cake, mango coulis, 망고 요거트 케이크, 망고 쿨리,
Fresh strawberries  신선한 딸기

OMAKASE

With wine pairing
와인 포함

Appetizer, seasonal sashimi, teapot soup, nigiri sushi, grilled dish, seasonal fruit
고바찌, 계절 회, 주전자 맑은 국, 스시, 구이 요리, 계절 과일

Concerning the food allergy descriptions (d: dairy e: eggs p: peanuts (nuts) w: wheat)

푸드 알러지에 관한 설명 (D: 유제품 E: 달걀 P: 견과류 W: 밀)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상기 가격은 원화이며,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봉사료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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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ED LUNCH SET
Choice of 3 courses 
Choice of 4 courses 

Starters

Sashimi salad, 사시미 샐러드,
Baby greens, sashimi, sesame dressing 어린잎, 사시미, 참깨 드레싱

Caesar salad,  시저 샐러드,
Butter lettuce, bacon, 버터 레터스, 베이컨,
Parmesan cheese, caesar dressing 파마산 치즈, 시저 드레싱

Baby leaves salad, 어린잎 샐러드,
Baby leaves, semi - dried tomato, 어린잎, 살짝 말린 토마토,
Olive, cucumber, celery 올리브, 오이, 샐러리
+8,000 for an additional topping  
(Smoked salmon, jamon iberico, slow-cooked chicken) 

8,00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면,
아래 토핑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샐러드에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훈제 연어, 이베리코 하몽, 저온 조리한 치킨)

Soups

Daily soup  오늘의 수프

Mains

Grilled u.s. prime beef striploin 그릴에 구운 미국산 프라임 채끝살

Grilled chicken breast 그릴에 구운 영계 가슴살

그릴에 구운 오늘의 생선
모든 메인 요리는

Grilled daily market fish 
All main dishes are served
With 2 kinds of grilled vegetable. 2가지 구운 야채와 함께 제공됩니다.

Sauce 소스
Beef or chicken : chimichuri, demi-glace, 쇠고기 또는 닭요리: 치미츄리, 데미글라스, 

whole grain mustard       홀그레인 머스타드
      Fish : chimichuri, mojo lime    생선: 치미츄리, 모조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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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serts

Vanilla panna cotta, 
Berry salad, champagne jelly 

바닐라 판나코타,
베리 샐러드, 샴페인 젤리

Cinnamon apple crumble, 시나몬 사과 크럼블,
Vanilla ice cream  바닐라 아이스크림

Chocolate new york cheesecake, 초콜릿 뉴욕 치즈 케이크,
Vanilla mascarpone cream,  바닐라 마스카포네 크림,
Raspberry sauce 라즈베리 소스

Japanese tray set

Chirashi sushi tray set 지라시 스시 세트  
Salad, sashimi, miso soup, 샐러드, 사시미, 미소시루,
Seasonal fruit 계절 과일

Korean tray set

Grilled pork belly tray set 그릴에 구운 삼겹살 세트
Steamed rice, daily korean soup, 밥, 국, 3가지 반찬,
3 kinds of korean side dishes, 계절 과일
Seasonal fruit

Grilled marinated short ribs tray set 그릴에 구운 갈비 세트
Steamed rice, daily korean soup, 밥, 국, 3가지 반찬,
3 kinds of korean side dishes, 계절 과일
Seasonal fruit

Food allergy descriptions (d: dairy e: eggs p: peanuts (nuts) w: wheat)
푸드 알러지에 관한 설명 (D: 유제품 E: 달걀 P: 견과류 W: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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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k BreakfasT

The below menu can be ordered at the table
아래의 메뉴는 테이블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45,000

Freshly Squeezed Fruit Juices :

갓 짜낸 신선한 과일주스 :

Orange Juice / Grapefruit Juice / Apple Juice / Carrot Juice

오렌지 주스 / 자몽 주스 / 사과 주스 / 당근 주스

Egg Specialties (2 Eggs) :
다양한 스타일의 달걀 요리 :

Omelet / Boiled / Poached
Sunny-Side Up, Over Easy, Medium, Hard 

오믈렛 / 삶은 달걀 / 수란

서니 사이드 업, 달걀 프라이 (반숙 또는 완숙) 

French Toast or Waffles
프렌치 토스트 또는 와플

Served with Maple Syrup or Berry Compote

위 메뉴는 메이플 시럽 또는 베리 콤포트가 제공됩니다

Regular Coffee, Decaffeinated Coffee or a Park Hyatt Premium Tea Selection

커피 또는 디카페인 커피 또는 파크하얏트 프리미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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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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