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시 룸서비스 버튼을 누르세요.                                           주문 가능 시간 6:00 am - 11:00 am

THE AMERICAN 
아메리칸 조식

1. 컨티넨탈 조식 

・ 쥬스(선택: 오렌지, 토마토, 포도, 사과쥬스) 또는 신선한 계절 과일
・ 베이커리 바스켓
  잼, 버터를 곁들인 롤빵, 패스츄리, 크로와상, 머핀 중 선택

・ 커피 또는 차

2. 아메리칸 조식

・ 쥬스(선택: 오렌지, 토마토, 포도, 사과쥬스) 또는 신선한 계절 과일
・ 계란요리(두개) (선택: 프라이, 스크램블, 오믈렛, 포치드, 삶은 계란)
  함께 제공하는 베이컨, 소시지, 햄 또는 버섯 볶음 중 선택

・ 베이커리 바스켓
  잼, 버터를 곁들인 롤빵, 패스츄리, 크로와상, 머핀 중 선택

・ 커피 또는 차
  (계란:국내산, 소시지와 햄:국내산 돼지고기, 베이컨:미국산 돼지고기)

3. 스테이크와 계란요리

・ 쥬스(선택: 오렌지, 토마토, 포도, 사과쥬스) 또는 신선한 계절 과일
・ 스테이크와 계란요리
  계란요리(두개) (선택: 프라이, 스크램블, 오믈렛, 포치드, 삶은 계란)       

  함께 제공하는 감자

・ 베이커리 바스켓
  잼, 버터를 곁들인 롤빵, 패스츄리, 크로와상, 머핀 중 선택

・ 커피 또는 차
  (계란:국내산, 쇠고기:호주산, 쌀:국내산)

4. 훈제 연어

・ 쥬스(선택: 오렌지, 토마토, 포도, 사과쥬스) 또는 신선한 계절 과일
・ 훈제 연어
  케이퍼, 양파, 호스레디쉬 소스와 크림치즈 함께 제공

・ 토스트 또는 호밀 토스트 선택
・ 커피 또는 차

BREAKFAST A LA CARTE MENU 
아침식사 일품 요리

HEALTHY OPTIONS  건강메뉴

5. 흰자 오믈렛

・ 쥬스(선택: 오렌지, 토마토, 포도, 사과쥬스) 또는 신선한 계절 과일
・ 흰자 오믈렛
  함께 제공하는 감자튀김

・ 베이커리 바스켓
  잼, 버터를 곁들인 롤빵, 패스츄리, 크로와상, 머핀 중 선택

・ 커피 또는 차
  (계란:국내산)

아침 식사 메뉴
BREAKFAST MENU

28,000

35,000

45,000

29,000

38,000



REFRESHMENT  음료

20. 원두커피

21. 에스프레소 

22. 카푸치노

23. 핫초코 

24. 홍차 또는 녹차 

25. 인삼차 

26. 아이스 커피 또는 아이스 티 

27. 신선한 우유, 무지방 우유 또는 두유 

28. 생과일 주스

33,000

26,000

26,000

20,000

14,000

14,000

15,000

10,000

7,000

5,000

5,000

5,000

2,500

4,000

KOREAN DISHES  한식

6. 전복죽

  반찬과 함께 제공 (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국내산)

7. 우거지 사골탕

  밥과 반찬이 함께 제공 (쇠고기:호주산, 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국내산)

8. 꼬리곰탕

  밥과 반찬이 함께 제공 (소꼬리:호주산, 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국내산)

AMERICAN DISHES  서양식 메뉴

9. 세개의 계란으로 만든 오믈렛 

・ 치즈, 버섯, 햄, 양파, 토마토, 베이컨
・ 함께 제공하는 감자튀김
  (계란:국내산, 햄,쌀:국내산 돼지고기, 베이컨:미국산 돼지고기)

10. 팬 케이크 

  메이플 시럽과 버터가 함께 제공

11. 베이커리 바스켓 

  잼, 버터를 곁들인 롤빵, 패스츄리, 크로와상, 머핀 중 선택

12. 신선한 모둠 과일과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딸기 요거트

13. 시리얼 

・ 그래놀라,스페셜 K,멀티그레인,아몬드 후레이크,어린이 시리얼 중 선택
・ 우유, 무지방 우유, 두유 중 선택

14. 신선한 계절 과일 

15. 과일 요거트 또는 플레인 요거트

16. 계란 요리(한개)

  (선택:프라이, 스크램블, 포치드, 삶은 계란) (계란:국내산)

17. 베이컨, 햄 또는 소시지

  (소시지와 햄:국내산 돼지고기, 베이컨:미국산 돼지고기) 

18. 밥 (쌀:국내산)

19. 감자

8,500

9,500

9,500

8,500

8,500

8,500

9,500

7,500

14,000



주문시 룸서비스 버튼을 누르세요.                                           주문 가능 시간 11:00 am - 22:30 pm

올 데이 메뉴
ALL DAY MENU

SALAD AND SOUP
샐러드, 수프

29. 치킨 시저 샐러드

  로메인 상추, 파마산 치즈 및 마늘 크루통이 어우러진 샐러드 

  (닭고기:국내산)

30. 모둠 야채 샐러드

  다양한 드레싱 선택 가능

31. 오늘의 수프

WESTERN FAVORITES
서양요리

32.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 야채, 매쉬드 포테이토와 함께 제공
・ 레드 와인 소스 또는 블랙 페퍼콘 소스 선택 (쇠고기:호주산)

33. 구운 닭가슴살 요리 

  발사믹 드레싱과 야채 제공 (닭고기:국내산)

34. 구운 광어요리

  토마토 쿨리, 케이퍼, 허브, 매쉬드 포테이토, 야채와 함께 제공

   (광어:국내산)

SANDWICH AND BURGER
샌드위치, 버거

35. 치킨 클럽 샌드위치 

・ 구운 닭가슴살,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 달걀 프라이 
   한국식 매운 마요네즈를 곁들인 샌드위치.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
   (계란:국내산, 닭고기:국내산, 베이컨:미국산 돼지고기)

36. 프라임 비프 버거

  양상추, 토마토, 양파, 피클,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

- 치츠 추가

- 치즈와 베이컨 추가 (쇠고기:호주산, 베이컨:미국산 돼지고기)

PIZZA AND PASTA
피자, 파스타

37. 사계절 피자 

  모짜렐라 치즈, 버섯, 햄, 아티초크 및 파프리카가 토핑된 토마토소스 피자    

   (햄:국내산 돼지고기)

38. 세가지 치즈 피자 

39. 파스타

・ 스파게티, 페투치니 중 선택
・ 카르보나라, 볼로니즈, 토마토 소스 중 선택
   (쇠고기:호주산, 베이컨:미국산 돼지고기)

22,000

15,000

11,000

58,000

32,000

44,000

24,000

25,000

26,000
27,000

30,000

30,000

24,000



DESSERT
디저트

40. 두부 티라미슈 

  바닐라 소스와 견과류 토핑 (콩:수입산)

41. 특선 아이스크림 

  신선한 과일, 시리얼, 비스킷, 초콜릿 및 딸기 소스

KIDS MENU 
어린이 메뉴

49. 어린이 피자    

  치즈, 햄, 피망 및 버섯이 토핑된 피  (햄:국내산 돼지고기)

50. 어린이 파스타   

・ 스파게티, 페투치니 중 선택   
・ 카르보나라, 볼로니즈, 토마토 소스 중 선택   
   (쇠고기:호주산, 베이컨:미국산 돼지고기)

51. 돈까스    

  밥 또는 감자튀김 중 선택 (돼지고기:국내산, 쌀:국내산)

KOREAN & ASIAN FAVOURITES
한식 및 아시아 요리

42. 스시   

  A) 스시

  B) 마키 롤 초밥   

  와사비, 간장, 절인 생강과 함께 제공 (쌀:국내산)  

- 12pm ~ 2:50pm / 5:30pm ~ 9:30pm에만 제공 / 월요일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3. 갈비찜   

  밥, 국, 반찬이 함께 제공  

   (쇠고기:미국산, 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국내산)

44. 꼬리곰탕 

  밥, 국, 반찬이 함께 제공

   (소꼬리:호주산, 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국내산)

45. 우거지 사골탕 

  밥과 반찬이 함께 제공   

   (쇠고기:호주산, 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국내산)

46. 전복죽    

   (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국내산)

47. 돼지고기 탕수육 

   (돼지고기:국내산)

- 12pm ~ 2:50pm / 5:30pm ~ 9:30pm에만 제공

48. 새우와 칠리 소스

- 12pm ~ 2:50pm / 5:30pm ~ 9:30pm에만 제공

14,000

16,000

싯가

30,000

26,000

26,000

33,000

(S) 49,000  (L) 63,000

(S) 53,000  (L) 66,000

20,000

18,000

22,000



주문시 룸서비스 버튼을 누르세요.                                           주문 가능 시간 11:00 am - 22:30 pm

건강식 메뉴
HEALTHY FOOD MENU

APPETISERS
전채 요리

52. 그릴에 구운 야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바질 드레싱

53. 매콤한 새우와 야채 샐러드   

  베이비 그린 샐러드, 만다린 오렌지, 토마토, 가쓰오 부시 

  플레이크 및 특선 올리브 오일 아시안 드레싱

54. 신선한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 샐러드   

  로메인 상추, 구운 피망, 잣 및 힐튼 특선 이탈리안 드레싱

MAIN DISHES
메인 요리

55. 그릴에 구운 건강식 광어  

  구운 야채, 아보카도, 체리 토마토와 오렌지 드레싱 제공 (광어:국내산)

56. 비빔밥    

  참깨를 뿌린 쇠고기, 계란 및 야채가 어우러진 비빔밥에

  국과 반찬이 함께 제공   

   (쇠고기:호주산, 계란, 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국내산)

DESSERT
디저트

57. 두부 티라미슈 

  바닐라 소스와 견과류 토핑 (콩:수입산)

58. 신선한 계절 과일

주문시 룸서비스 버튼을 누르세요.                                         주문 가능 시간 22:30 pm - 24:00 pm

야간 메뉴
NIGHT MENU

59. 치킨 클럽 샌드위치   

・ 구운 닭가슴살,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 달걀 프라이, 
  한국식  매운 마요네즈를 곁들인 샌드위치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

   (계란:국내산, 닭고기:국내산, 베이컨:미국산 돼지고기)

60. 프라임 비프 버거

  양상추, 토마토, 양파, 피클,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

- 치츠 추가

- 치즈와 베이컨 추가 (쇠고기:호주산, 베이컨:미국산 돼지고기)

25,000

26,000

28,000

45,000

28,000

14,000

15,000

24,000

25,000

26,000

27,000



61. 파스타  

・ 스파게티, 페투치니 중 선택   
  카르보나라, 볼로니즈, 토마토 소스 중 선택

   (쇠고기:호주산, 베이컨:미국산 돼지고기)

62. 꼬리곰탕   

  밥과 반찬이 함께 제공

   (소꼬리:호주산, 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국내산)

63. 우거지 사골탕   

  밥과 반찬이 함께 제공

   (쇠고기:호주산, 쌀·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국내산)

주문시 룸서비스 버튼을 누르세요.                                         주문 가능 시간 06:00 am - 24:00 pm

바 메뉴
BAR MENU

BOTTLED BEER
병맥주

67. 버드와이저

68. 하이네켄

WHISKY AND GLASS WINE
위스키, 글라스 와인

・ 스탠다드 위스키
69. 커티 삭

70. 제이앤비 레어

・ 프리미엄 위스키
71. 조니워커 블랙

72. 로얄 살루트 21년

・ 글라스 와인
73. 하우스

74. 프리미엄  

SNACK MENU
스낵 메뉴

64. 찹스테이크  (쇠고기:호주산)

65. 햄과 치즈  (햄:국내산 돼지고기)

66. 신선한 과일

75. 후라이드 순살치킨 머스타드 소스     

   (닭고기:국내산)

주문시 룸서비스 버튼을 누르세요.                                         주문 가능 시간 11:00 am - 22:30 pm

SPECIAL  MENU  스폐셜 메뉴

24,000

26,000

26,000

58,000
(S) 50,000  (L) 60,000
(S) 50,000  (L) 60,000

11,000

13,000

330ml

330ml

750ml

700ml

700ml

500ml

167,000

167,000

260,000

448,000

12,000

15,000

glass

glass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