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OD & BEVERAGE



appetizer
에피타이저

Chef’S Daily Special Salad
with Flavored Truffle Oil
Vinaigrette  
송로버섯향의 비네그레트를 곁들인

셰프의 스페셜 샐러드 

[a] Italian pasta or risotto
        이탈리안 파스타 또는 리조또

Main dish
메인 디시

· 알러지나 특이식성에 관련한 정보는 사전에 직원에게 말씀 부탁 드립니다.

   Please let our heartist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issues.

·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No service charge applied).

Business lunch Set menu   
Last order   pm 2:00

krw 33,000

[B] beef burger
       with avocado, bacon & cheddar cheese
         아보카도와 베이컨 체다 치즈 소고기 수제버거

           (소고기: 호주산, 베이컨: 오스트리아산)

[C] Chicken Breast & Tomato Sandwich
         닭 가슴살 토마토 샌드위치

          (닭고기: 국내산)

[D] assorted healthy vegetable bibim-bap
       served with 3 Kinds of Korean Side Dishes
       and Miso Soup
        영양 비빔밥과 한식찬 3종 및 된장국

         (쌀: 국내산, 콩: 국내산)

[E] Korean Style Grilled Beef Patties
       with Pine Nut, Mushroom, SOY BEAN SAUCE
         버섯과 잣, 간장 소스를 곁들인 떡갈비 구이

           (소고기: 호주산)

[F] Grilled Beef Skirt Steak &
       seasonal vegetables
         토시살 구이와 계절 야채 구이

           (소고기: 미국산)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Seafood Tomato Pasta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

Shrimps, Mussel, Squid
with Tomato Sauce, Parmesan Cheese
새우, 홍합, 오징어, 토마토 소스, 

파마산 치즈가 어우러진 해산물 파스타

Carbonara Cream Pasta
카르보나라 크림 파스타

Bacon, Mushroom, Parmesan Cheese
베이컨, 버섯, 파마산 치즈가 어우러진 카르보나라 크림 파스타

Vongole Pasta
봉골레 파스타

Fresh Clam, Extra Virgin Olive Oil, Garlic and Rocket Salad
조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마늘을 넣은 봉골레 파스타

Funghi Cream Risotto
풍기 크림 리조또

Assorted Mushroom, Fresh Cream Sauce
모둠 버섯과 생크림 소스로 만든 크림 리조또

Spicy Seafood Tomato Risotto
매콤한 해산물 토마토 리조또 

Shrimps, Mussel, Squid, Peperoncino
with Tomato Sauce, Parmesan Cheese
새우, 홍합, 오징어, 페페론치노, 토마토 소스를 넣은 매콤한 리조또

(솔방울 오징어: 중국산, 베이컨: 오스트리아산, 쌀: 국내산)

  

· 비즈니스 세트 메뉴는 최대 10인까지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set menu is available up to 10 servings.

· 10,000원 추가 시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또는 농어, 연어 스테이크로 메인 메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Beef Tenderloin Steak, Seabass or Salmon Steak is available for the main dish with the extra charge KRW 10,000. 



· 알러지나 특이식성에 관련한 정보는 사전에 직원에게 말씀 부탁 드립니다.

   Please let our heartist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issues.

·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No service charge applied).

Business dinner set menu   krw 48,000

[a] Italian pasta or risotto
        이탈리안 파스타 또는 리조또

Main dish
메인 디시

appetizer
에피타이저

Chef’s Daily Special Salad
with Flavored Truffle Oil
Vinaigrette  
송로버섯향의 비네그레트를 곁들인

셰프의 스페셜 샐러드 

Last order   pm 9:30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B] Beef Tartar &
       Assorted Vegetable Bibim-Bap
        육회 비빔밥

         (소고기: 호주산)

[C] Grilled Beef Tenderloin Steak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Mashed Potato, Seasonal Vegetables, Cabernet Sauvignon Sauce
         매쉬 포테이토, 계절 야채 구이, 카베르네 소비뇽소스

         (소고기: 호주산)

[D] Pan-Fried Seabass
         농어 구이(150g)

          Grilled Potato & Seasonal Vegetables, Caper Salsa, Lemon & Butter Sauce
         레몬 버터 소스를 곁들인 농어 구이와 구운 감자, 계절 야채

[E] Grilled Lamb Chops 
        양갈비 구이(230g)
   
         Green Asparagus, Mashed Potato, Sauted Mushrooms, Mint Sauce & Black Pepper Sauce
        민트소스와 블랙페퍼 소스를 곁들인 양갈비 구이와 그린 아스파라거스, 매쉬 포테이토, 버섯볶음

        (양고기: 호주산)

[F] Assorted Vegetables &
      Korean Style Grilled Beef Patties 
       모둠 야채와 떡갈비 구이

         Korean Style Grilled Beef Patties
        with Pine Nut, Mushroom, Assorted Vegetables, Soy Bean Sauce 
        버섯과 구운 야채, 잣, 간장 소스를 곁들인 떡갈비 구이

        (소고기: 호주산)

· 비즈니스 세트 메뉴는 최대 10인까지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set menu is available up to 10 servings.

King Prawn & Scollop Tomato Pasta
왕새우와 관자 토마토 파스타

King Prawn & Scollop with Tomato Sauce, Parmesan Cheese
왕새우, 관자, 토마토 소스와 파마산 치즈가 어우러진 해산물 파스타

King Crab Cream Pasta
대게 크림 파스타

King Crab, Mushroom, Bacon and Parmesan Cheese
대게, 버섯, 베이컨, 파마산 치즈가 어우러진 크림 파스타

Abalone & Vongole Pasta
전복 & 조개 파스타

Abalone, Clam, Extra Virgin Olive Oil, Garlic and Rocket Salad
전복, 조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마늘을 넣은 봉골레 파스타

Mushroom & Prosciutto Cream Risotto
양송이 & 프로슈토 크림 리조또

Wild Mushroom, Prosciutto, Garlic with Fresh Cream Sauce
양송이와 프로슈토햄, 마늘, 생크림 소스로 만든 크림 리조또

Spicy King Prawn Tomato Risotto
왕새우를 곁들인 해산물 토마토 리조또 

King Prawn, Mussel, Squid, Peperoncino
with Tomato Sauce, Parmesan Cheese
왕새우, 홍합, 오징어와 페페론치노, 토마토 소스가 어우러진 매콤한 리조또

(전복: 국내산, 솔방울 오징어: 중국산, 베이컨: 오스트리아산,

 프로슈토: 이탈리아산, 쌀: 국내산)

 

· 10,000원 추가 시 사이드 메뉴로 새우구이 또는 전복 구이를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Grilled shrimp or Grilled Abalone is available for the side dish with the extra charge KRW 10,000.



Chicken Caesar Salad
치킨 시저 샐러드

Chicken Breast, Romaine Lettuce, Anchovy, Garlic,
Basil, Olive Oil, Parmesan Cheese, Croutons 
닭 가슴살, 로메인 상추, 앤쵸비, 마늘, 바질,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 크루통을 곁들인 시저 샐러드

KRW 24,000
(닭고기: 국내산, 베이컨: 오스트리아산)

Chef’s soup of the day
오늘의 셰프 특선 스프

KRW 15,000

Wild Mushroom Soup
with Truffle Oil
트러플 오일을 가미한 양송이 크림 스프

KRW 16,000

soup
스프

알러지나 특이식성에 관련한 정보는 사전에 직원에게 말씀 부탁 드립니다.

Please let our heartist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issue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No service charge applied).

 A la CartE Menu

sandwich
샌드위치

novotel burger(n burger)
노보텔 버거(N 버거)

Tomato, Onion, Pickled Cucumber, Lettuce, Bacon,
Mayonnaise, Mustard, Cheddar Cheese
with Deep-fried Onion Ring, French Fried Potato
토마토, 양파, 오이 피클, 양상추, 베이컨, 마요네즈, 머스타드,

체다치즈를 곁들인 치즈 버거와 어니언링, 프렌치 프라이

KRW 28,000
(소고기: 호주산)

Club Sandwich
클럽 샌드위치

Chicken Breast, Bacon, Baby Lettuce, Tomato,
Mayonnaise, Cheddar Cheese with French Fried Potato
닭 가슴살, 베이컨, 어린싹 양상추, 토마토, 마요네즈,

체다치즈를 곁들인 클럽 샌드위치와 프렌치 프라이

KRW 25,000
(닭고기: 국내산, 베이컨: 오스트리아산)

New York Steak Sandwich 
스테이크 샌드위치

Sauted Mushroom, Onion, Tomato, Lettuce,
Emmental Cheese, Baguette Bread,
Grilled U.S Beef Strip with French Fried Potato
구운 소고기, 볶은 양송이 버섯, 양파, 토마토, 양상추,

에멘탈 치즈를 넣은 바게트 브레드와 프렌치 프라이

KRW 32,000
(소고기: 미국산)

 A la CartE Menu

salad
샐러드

Caprese Salad
카프레제 샐러드

Baked Cherry Tomato, Buffalo Mozzarella, 
Black Olive Tapenade
구운 토마토, 버팔로 모차렐라, 블랙 올리브 타프나드를 곁들인 카프레제 샐러드

KRW 23,000

Beef Hanger Tender Salad
토시살 샐러드

Pineapple, Tomato, Cucumber, Onion,
Pine Kernel, Mozzarella, Black Olive, Basil
파인애플, 토마토, 오이, 양파, 잣, 모차렐라 치즈,

블랙 올리브, 바질을 곁들인 샐러드

KRW 25,000
(소고기: 미국산)

Grapefriut &
Camembert Cheese Salad 
자몽 & 까망베르 치즈 샐러드

Grapefruit, Camembert Cheese, Cherry Tomato,
Nuts, Head Lettuce, Garlic Bread
자몽, 까망베르 치즈, 양상추, 체리 토마토,

견과류, 양상추, 마늘바게트를 곁들인 샐러드

KRW 18,000

Caesar Salad
시저 샐러드

Romaine Lettuce, Anchovy, Garlic,
Basil, Olive Oil, Parmesan Cheese, Croutons 
로메인 상추, 앤쵸비, 마늘, 바질,

올리브 오일, 파마산 치즈, 크루통을 곁들인 시저 샐러드

KRW 21,000
(베이컨: 오스트리아산)



PASTA
파스타

Seafood Pasta 
with Tomato Sauce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

Shrimps, Mussel, Squid, Scallops
with Tomato Sauce, Parmesan Cheese
새우, 홍합, 오징어, 관자와 토마토 소스,

파마산 치즈가 어우러진 해산물 파스타

KRW 23,000
(솔방울 오징어: 중국산)

Vongole Pasta
봉골레 파스타

Fresh Clam, Sliced Squash, Onion, Olive Oil
with Peperoncino
신선한 조개, 애호박, 양파, 페페론치노를 가미한 올리브 오일 파스타 

KRW 23,000

Carbonara Cream Pasta
카르보나라 크림 파스타

Bacon, Mushroom and Parmesan Cheese
베이컨, 버섯, 파마산 치즈가 어우러진 카르보나라 크림 파스타

KRW 22,000
(베이컨: 오스트리아산)

Shanghai Pasta 
상하이 파스타

Shrimps, Mussel, Squid, Scallops, Garlic,
Onion, Chinese Red Pepper with Spicy Sauce
새우, 홍합, 오징어 관자, 중국 고추로 볶은 매콤한 파스타

KRW 23,000
(솔방울 오징어: 중국산)

PIZZA
피자

FRIED RICE
볶음밥

Seafood Pizza
해산물 피자

Shrimps, Mussel, Squid, Scallops
with Tomato, Gorgonzola, Parmesan Cheese
새우, 홍합, 오징어, 관자, 토마토 소스와 고르곤졸라,

파마산 치즈가 어우러진 해산물 피자

KRW 28,000
(솔방울 오징어: 중국산)

Quattro Formaggi Pizza 
쿼트로 포르마지 피자

Quattro Formaggi Pizza
with Tomato Sauce and 4 Kinds of Cheese
토마토 소스와 4가지 치즈를 듬뿍 올린 쿼트로 포르마지 피자

KRW 25,000

Fried rice with king prawn
왕새우 볶음밥

Sauted King Prawn, Onion with Oyster Sauce
왕새우, 양파, 굴소스를 넣어 센 불에 볶아낸 볶음밥

KRW 24,000
(쌀: 국내산)

 MAIN MENU

VEGETARIAN MENU
베지테리언 메뉴

Vegan Mushrooms
Spinach Stroganoff
비건 양송이 시금치 스트로가노프

Mushroom, Spaghetti, Baby Spinach,
Garlic, Onion, Beans, Potato, Thyme
양송이, 스파게티, 어린싹 시금치, 마늘, 양파, 모둠 콩,

감자를 넣어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 타임으로 맛을 낸 스트로가노프 

KRW 22,000

vegetABLE FRIED RICE
야채 볶음밥

KRW 22,000

Pesco Vegetarian Menu
페스코 베지테리언 메뉴

Sauted Seafood with
Curry Sauce & Steamed rice
커리소스와 쌀밥을 넣은 토마토 해산물 볶음

Shrimps, Mussel, Squid, Scollop,
Tomato with Curry Sauce & Steamed Rice
새우, 오징어, 토마토가 들어간 카레 소스와 스팀라이스

KRW 24,000
(솔방울 오징어: 중국산)

Pan-fried Seabass
농어구이(150g)

Pan-fried Seabass, Grilled Potato & Seasonal Vegetables,
Caper Salsa with Lemon& Butter Sauce 
구운 감자, 계절 야채, 레몬 버터 소스를 곁들인 농어 구이

KRW 38,000

 MAIN MENU

알러지나 특이식성에 관련한 정보는 사전에 직원에게 말씀 부탁 드립니다.

Please let our heartist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issue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No service charge applied).



halal menu
할랄 메뉴

chicken & couscous salad
치킨 쿠스쿠스 샐러드

Lettuce, Chicken, Couscous, Onion,
Tomato, Cucumber Salad
양상추, 양파, 제비콩, 토마토와 오이샐러드

KRW 24,000
(닭고기: 브라질산)

grilled halal beef
tenderloin steak
소고기 안심 구이

Halal Beef Tenderloin, Mashed potato,
Seasonal Vegetables, Whole Grain Mustard Sauce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와 부드러운 감자요리, 계절 야채, 씨겨자 소스

KRW 24,000
(소고기: 호주산)

korean food
한식 메뉴

Assorted Healthy
Vegetable Bibim-Bap
영양 비빔밥

Served with 3 kinds of Side Dishes,
Steamed Rice and Miso Soup
3종류의 기본 반찬, 진지, 미소국 

KRW 28,000
(쌀: 국내산, 두부: 국내산, 소고기: 호주산)

Assorted Vegetable &
Steamed Abalone Bibim-Bap 
전복 비빔밥

Served with 3 kinds of Side Dishes,
Steamed Rice and Miso Soup
3종류의 기본 반찬, 진지, 미소국

KRW 32,000
(쌀: 국내산, 전복: 국내산, 두부: 국내산)

Beef Tartar
Assorted Vegetable Bibim-Bap
육회 비빔밥

Served with 3 kinds of Side Dishes,
Steamed Rice, Miso Soup and Vegetables
3종류의 기본 반찬, 진지, 미소국

KRW 30,000
(소고기: 호주산, 쌀: 국내산, 두부: 국내산)

Cabbage and Short Rib Soup
우거지 갈비탕

Served with 3 kinds Side Dishes, Steamed Rice, Cabbage,
Garlic, Short Rib with Hot and Spicy Red Pepper
3종류의 기본 반찬, 진지, 매콤한 우거지를 곁들인 갈비탕

KRW 30,000
(소고기: 호주산)

 MAIN MENU

DESSERT
디저트

Home-made Dark Brownie
with VanillA Ice Cream 
브라우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홈메이드 다크 브라우니

KRW 10,000

French Style Pastry
Filled with Seasonal Fruit
밀푀유 (Millefeuille)

계절 과일로 속을 채운 프렌치스타일 페이스트리

KRW 15,000

Tiramisu Cake
with Blueberry Compote
티라미수 케이크

블루베리 콩포트를 곁들인 티라미수 케이크

KRW 14,000

 MAIN MENU

알러지나 특이식성에 관련한 정보는 사전에 직원에게 말씀 부탁 드립니다.

Please let our heartist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issue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No service charge applied).



 DRINK MENU

알러지나 특이식성에 관련한 정보는 사전에 직원에게 말씀 부탁 드립니다.

Please let our heartist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issue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No service charge applied).

water
물

freshly
squeezed

생과일 음료
Soft drink
소프트 드링크

beer
맥주

KOREAN
TRADITIONAL LIQUOR

한국 전통주

juice

Orange
오렌지

Tomato
토마토

KRW 13,000

KRW 13,000

Baekseju 14°
백세주   (375ml)

Moonbaeju 23˚
문배주   (375ml)

Hwayo 25˚
화요 25   (375ml)

KRW 23,000

KRW 24,000

KRW 35,000

draft beer
OB Premier Pilsner
OB 프리미어 필스너

Stella Artoir
스텔라 아르투아

Jeju Ale
제주에일

bottle beer
Heineken
하이네켄

Dalbit Pilsner
달빛 필스너

Kukmin IPA
국민 IPA

Kozel Dark
코젤 다크

KRW 11,000

KRW 15,000

KRW 15,000

KRW 15,000

KRW 16,000

KRW 15,000

KRW 16,000

still

Aqua Panna
아쿠아 파나 (750ml)

Evian Rosca
에비앙 로스카 (750ml)

Fiji
피지 (500ml)

sparkling 

San Pellegrino
산 펠레그리노 (750ml)

Perrier
페리에 (330ml)

KRW 11,000

KRW 11,000

KRW 9,000

KRW 11,000

KRW 9,000

Coke
콜라

Coke Light
라이트 콜라

Coke Zero
제로 콜라

Sprite
스프라이트

Ginger Ale
진저에일

Tonic Water
토닉워터

KRW 6,000

KRW 6,000

KRW 6,000

KRW 6,000

KRW 6,000

KRW 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