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OTA N I C G A R D E N A F T E R N O O N T E A
하기 메뉴는 2인 기준이며, 2인 이상 가능합니다.
(오후 12시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
For two persons (Available from 12pm to 5:30pm)
Set with a glass of Sparkling wine / Unlimited Sparkling wine

64,000 / 110,000

옥수수 & 플레인 스콘
Corn & Plain Scones
가지롤, 콩고기 샌드위치, 미니 타르트, 새싹보리 블리니
Eggplant roll, Soy bean meat sandwich, Mini tart, Barley sprout blini
녹차 아몬드 케이크, 마카롱, 다크 초콜릿 밀푀유, 피스타치오 케이크
블루베리 프리앙, 살구 무스, 코코넛 리치 타르트
Green tea almond cake, Macarons, Chocolate Mille feuille, Pistachio cake,
Blueberry friands, Apricot mousse, Coconut lychee tart
보타닉 망고 빙수
Botanical mango bingsu
커피 또는 차
Choice of Coffee or Tea
스페셜 보타닉 티
Special Botanical Tea selection
린덴 Linden - 호흡기 질환 예방 Prevents of respiratory diseases
블루 라벤더 Blue Lavender - 스트레스 완화 Helps relieve stress
세이지 Sage - 긴장 완화, 숙면 Relaxes the body and improves sleep
스페셜 티 칵테일
Special Tea Cocktail

18,000

히비스커스 진 토닉 - 히비스커스 티 시럽, 정원 진, 토닉 워터
Hibiscus Gin Tonic – Homemade hibiscus tea syrup, Jung one gin, Tonic water

S NAC K
아롱사태 냉채 - 호주산 아롱사태 수육, 부추 샐러드, 겨자 소스, 마늘칩
Beef Shank Salad - Boiled beef shank, Chives, Mustard sauce, Garlic chips

25,000

도미 강정 - 국내산 도미튀김, 산마튀김, 간장 소스, 연근칩, 청고추
Fried Sea Bream - Fried yam, Soy sauce, Lotus root chips, Green pepper

26,000

영계만두 - 국내산 닭다리살, 국내산 닭껍질, 국내산 두부, 부추, 당면
Young Chicken Mandu - Chicken leg & skin, Tofu, Chives, Glass noodles

28,000

감자튀김 - 마늘 아이올리소스
French Fries - Garlic aioli

15,000

치즈 플레이트 - 수입 모둠 치즈, 스페인산 살라미, 그린 올리브, 김부각
31,000
Cheese Plate - Imported selection of cheese, Salami, Green olives, Seaweed chips
계절 과일
Seasonal Fruit

For food allergy or special requirements, please ask to one of our colleagues
식사 관련 알러지 특이사항 및 특별 요청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18,000

BINGSU
빙수 콤비네이션 - 2 종류의 빙수 선택 가능
Bingsu Combination - Choice of 2 kinds of bingsu

73,000

허니 골드 - 유기농 우유 얼음, 월악산 금박 벌꿀, 구운 사과 퓨레
Honey Gold - Organic milk ice, Worak mountain gold honeycomb,
Roasted apple purée

54,000

보타닉 망고 - 유기농 우유 & 새싹보리 얼음, 제주산 애플 망고, 쌀 크래커
Botanical Mango - Organic milk & barley sprout ice, Jeju apple mango,
Rice cracker

50,000

홍시 - 단호박 식혜 & 두유 얼음, 감 아이스크림, 홍시, 누룽지, 도라지 정과
Soft Persimmon - Sweet pumpkin sikhye & soy milk ice,
Persimmon ice cream, Soft persimmon, Rice chip, Doraji jeong-gwa

48,000

체리 - 유기농 우유 얼음, 신선한 체리, 체리 아이스크림, 베리 소스
Cherry - Organic milk ice, Fresh cherry, Cherry ice cream, Berry sauce

48,000

팥 - 유기농 우유 얼음, 홈메이드 유기농 단팥, 찹쌀떡, 밤조림, 대추칩
Red Bean - Organic milk ice, Homemade organic sweet red bean,
Sticky rice cake, Glazed chestnut, Jujube chips

46,000

Additional Bingsu Topping
월악산 벌꿀 (90g)
Worak mountain honeycomb

8,000

제주산 애플 망고 (150g)
Jeju apple mango

16,000

홈메이드 유기농 단팥 (170g)
Homemade organic sweet red bean

10,000

D E S S E RT
하동 쑥 말차 티라미수 - 초코 크런치, 쑥 마스카포네 크림, 쑥 스폰지,
커피젤리, 초코 소스
Hadong Mugwort Malcha Tiramisu, Chocolate crunch,
Mugwort mascarpone cream, Mugwort sponge, Coffee jelly, Chocolate sauce

13,000

정선 옥수수 카라멜 무스 - 카라멜 팝콘, 위스키 젤리, 둘세 파우더
Corn caramel mousse, Caramel pop corn, Whisky jelly, Dulce powder

13,000

살구 타르트 - 프랑지팬, 살구 콤포트, 살구 무스, 살구
Apricot tart, Franzipane, Apricot compote, Apricot mousse, Apricot

13,000

시그니처 케이크
Signature Handcrafted Cake

13,000

호떡 - 쌀 아이스크림, 바닐라 소스, 여러가지 견과류, 초콜릿 소스
Hodduk, Rice ice cream, Vanilla sauce, Assorted nuts, Chocolate sauce

13,000

인절미 아이스크림 - 쌀 아이스크림, 벌집, 인절미, 콩고물
Injeolmi ice cream, Honeycomb, Rice cake, Bean powder

13,000

더라운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두 가지 아이스크림 선택 - 바닐라, 쌀, 체리, 요거트, 홍시)
The Lounge Premium Ice Cream
(Choice of two flavor - Vanilla, Rice, Cherry,Yogurt, Persimmon)

13,000

For food allergy or special requirements, please ask to one of our colleagues
식사 관련 알러지 특이사항 및 특별 요청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Park Hyatt Seoul offers local rice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는 국내산 쌀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