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RK
YOGURT & CEREAL
요거트 & 시리얼

PORRIDGE
죽

ⓥ CHOICE OF CEREAL, Corn flakes, Froot ring, Granola, Brown rice
시리얼, 콘 플레이크, 후르트 링, 홈메이드 그라놀라, 현미 시리얼
Served with any kind of milk. 우유가 함께 제공됩니다.

11’

ⓥ GREEK YOGURT

8’

Plain or Sweetened

요거트, 플레인 또는 스위트
15’

15’
14’

부르스케타
삶은 달걀, 칠면조 햄, 토마토

Brie, Gruyère, Emmental, Gouda, Provolone
브리 치즈, 그리에르 치즈, 에멘탈 치즈, 고다치즈, 프로볼로네 치즈

14’

훈제연어, 적양파, 캐이퍼, 딜, 홀스레디쉬 소스
ⓥ FRESH DAILY FRUIT

16’

오늘의 죽
16’

ASC 인증 완도 전복죽

OMELET, Mixed vegetables, Ham, Cheese
EGGS BENEDICT, English muffin, Mortadella, Hollandaise sauce

신선한 과일

23’

에그 베네딕트, 잉글리쉬 머핀, 이탈리안 돼지고기 햄, 홀렌다이즈 소스
SCRAMBLED EGGS, Crab meat, Avruga caviar

24’

스크램블 에그, 게살, 아브루가 캐비어

POACHED OR BOILED EGG

23’
23’

수란 또는 삶은 달걀

ⓥ WAFFLE, Maple spiced strawberries
와플, 메이플 스파이스 딸기

18’

Served with pork sausage, crispy bacon, roasted vegetables.

ⓥ PANCAKE, Blueberries compote, Mint
팬케이크, 블루베리 콤포트, 민트

18’

ⓥ FRENCH TOAST, Caramelized banana
프렌치 토스트, 카라멜라이즈 바나나

18’

BEVERAGE
음료

달걀 요리는 미국산 돼지고기 소세지, 바삭한 미국산 베이컨칩, 구운채소가 함께 제공됩니다.

FRESH SQUEEZED JUICE
Orange, Grapefruit, Carrot, Daily healthy juice

18’

신선한 과일 주스

KOREAN
한식

오렌지, 자몽, 당근, 오늘의 건강 주스

ESPRESSO, LONG BLACK, DECAFFEINATED COFFEE

14’

에스프레소, 롱블랙, 디카페인 커피

KIMCHI JJIGAE, Pork,Tofu, Steamed rice
14’

22’

오믈렛, 여러가지 채소, 이탈리안 돼지고기 햄, 치즈

달걀 프라이, 이탈리안 파르마 햄, 루꼴라

16’

모둠 치즈
SMOKED SALMON, Red onion, Capers, Dill, Horseradish sauce

DAILY PORRIDGE

BATTERS
반죽 요리

베이커리 바스켓

ⓥ ASSORTED CHEESE

ⓥ OATMEAL PORRIDGE, Blueberries, Raisin, Granola, Banana, Chia seed 18’
따뜻한 오트밀, 블루베리, 건포도, 그라놀라, 바나나, 치아 씨드

FRIED EGGS, Parma ham, Arugula

COLD SELECTION
콜드 셀렉션
BREAKFAST BRUSCHETTA
Soft boiled egg, Turkey breast ham, Tomato

FREE-RANGE EGGS
동물 복지 인증 달걀 요리

SUSTAINABLE ABALONE PORRIDGE

ⓥ HOMEMADE BIRCHER MUESLI, Oat flakes, Banana, Apple, Honey, Milk
홈메이드 버처무슬리, 귀리, 바나나, 사과, 꿀, 우유

ⓥ BAKERY BASKET

50’

29’

국내산 돼지고기 김치찌개, 국내산 두부, 흰쌀밥
SUSTAINABLE ABALONE SEAWEED SOUP, Steamed rice

28’

CAPPUCCINO, FLAT WHITE, CAFÉ LATTE,
HOT CHOCOLATE

16’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 카페라떼, 핫 초콜릿

ASC 인증 완도 전복 미역국, 흰쌀밥

SALAD
샐러드
ⓥ TOMATO SALAD

Feta cheese, Basil, Onion, Apple cider vinaigrette

STIR FRIED KIMCHI RICE, Fried egg, Laver flake

13’

토마토 샐러드, 페타치즈, 바질, 양파, 애플 사이더 비네그레트
ⓥ MIXED GREEN SALAD

Balsamic vinegar & Extra virgin olive oil

그린 샐러드, 발사믹 식초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유

25’

김치 볶음밥, 달걀 프라이, 김가루

10’

Served with seasonal banchan.

EARL GREY, ENGLISH BREAKFAST, DARJEELING

한식 식사 메뉴에는 계절반찬이 함께 제공됩니다.

STEAMED PORK DUMPLINGS

TEA
차

8’

국내산 돼지고기 찐 만두

GREEN, BUCKWHEAT, LAVENDER, PEPPERMINT, CHAMOMILE
녹차, 메밀차, 라벤더, 페퍼민트, 카모마일

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세계양식책임관리회)
ⓥ Vegetarian Dish ⓢ Signature Dish

15’

얼그레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다즐링

Gluten Free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는 국내산 쌀,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제공합니다
For food allergy or special requirements, please ask to one of our colleagues 식사 관련 알러지 특이사항 및 특별 요청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