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
성 함

연락처

주문일

수령일/시간
지불방법

COLD DISHES

HOT DISHIES

믹스 그린 샐러드와 드레싱 2종

꿔바로우

리코타 치즈와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게살 볶음밥

홀그레인 허니머스터드를 곁들인 케이준 치킨샐러드

안심숙주볶음

버섯&바질 파니니

팔보채

프로슈토 햄과 모둠 치즈

깐풍기

타파스와 샌드위치

칠리새우 또는 크림새우

과일 카프레제

낙지볶음

새우 잣즙 냉채

갈비찜

해파리 냉채

떡갈비와 버섯구이

잡채

삼색전(해물전, 버섯전, 호박전)

모둠 초밥(4종, 30개)

모둠꼬치(베이컨 새송이말이, 데리야키 치킨)

DESSERT
계절과일
생크림 케이크

피쉬앤칩스
(닭고기: 국내산, 소고기: 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관자: 중국산, 솔방울오징어: 중국산, 베이컨: 오스트리아산,
스페인산, 미국산 등, 프로슈토햄: 미국산, 쌀: 국내산)

모둠 페이스트리

푸드익스체인지 02) 3425-8100
· 고메박스는 포장 전용 상품이며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예약해 주십시오.
· 원하는 메뉴를 5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6인분 기준 / 핫 메뉴 최대 3개까지 가능, 중복 선택 불가)
· 추가 주문 시 메뉴 당 22,000원이 추가됩니다.
· 현장 수령을 권장하며 배송 시 별도 비용이 부과됩니다. (배송 가능 지역은 사전 문의 부탁 드립니다.)
· 계절에 따라 식재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novotel.ambatel.com/dongdaemun

서울시 중구 을지로 238 20층

OX
NAME

Phone No.

Order Date

Pickup Date·Time
Payment Method

COLD DISHES

HOT DISHIES

Mixed Green Salad(2 kinds of Dressing)

Deep Fried Pork with Sweet and Sour Sauce

Ricotta Cheese & Asparagus Salad

Fried rice with Crab Meat

Cajun Chicken Salad with Whole Grain Mustard

Stir-fried Beef with Bean sprouts

Mushroom & Basil Panini

Stir-fried Seafood and Vegetables

Prosciutto & Assorted Hams

Deep Fried Chicken with Spicy Sauce

Tapas & Sandwich

Deep Fried Shrimp with Chili or Cream Sauce

Fruits Caprese

Stir-fried Octopus with Spicy Sauce

Cold Shrimp Salad with Pine Nut Dressing

Braised Beef Short Ribs

Cold Jellyfish Salad

Grilled Short Rib Patties & Mushroom

Japchae;

3 Kinds of Korean Pancakes

Glass Noodles with stir-fried beef and vegetables

Assorted Sushi(4kinds,30pcs)

DESSERT

(Seafood, Mushroom, Squash Pancakes)

Assorted Skewer
Bacon with Mushroom, Chicken with Teriyaki Sauce

Fish & Chips

Seasonal Fruits
Fresh Cream Cake
Assorted Pastry

FOOD EXCHANGE 02) 3425-8100
20F, 238 Eulji-ro, Jung-gu, Seoul
· Gourmet Box is the catering food which can take chef’s dining to your party or picnic with takeaway box.
· Please choose 5 dishes you want. (Unable to pick duplicate dishes and Hot is available maximum 3.)
· If you add more dishes, it costs KRW 22,000 for each.
· We suggest you pick it up at Novotel Ambassador Seoul Dongdaemun.
· Delivery Serviece is available(Contact us for service area and fee)
· Food ingredients can be changed with the seasons.

Novotel Ambassador Seoul Dongdaemun Hotels & Residences www.accorhotels.com/A5U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