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M SERVICE MENU
(룸서비스 주문 가능 시간 11:00 ~ 22:00)

Crushed Crab

Fresh Sashimi
자연산 정자 모둠 회 세트

2인

80,000

신선한 회를 사용하여 빛깔이 살아있고
식감부터 다른 자연산 정자 회 세트

3인

120,000

4인

160,000

특 박달 대게 (마리당 1kg)

1마리

130,000

속살로 가득 차 담백한 맛이 더욱 강하고 정자바다 별미로 유명
한 특 박달 대게 세트

2마리

250,000

1) 제철 모둠 회

1) 박달 대게

2) 각종 해산물 (멍게,전복,문어,소라,석화 등)

2) 기본 반찬: 제철 모둠 회, 구이류, 튀김류, 양념장 세트

3) 구이류, 튀김류, 채소, 양념장세트
*회 세트 구매시, 한라토닉(한라산 1병+토닉워터2캔)이 제공됩니다.

*상기 이미지는 연출용입니다.

Jamon & Cheese Plate / Nachos
하몽 & 치즈 플레이트&와인 1병

80,000

Sushi
전복 초밥 (12 PCS)

29,000

장어 초밥 (12 PCS)

29,000

흰살생선 광어 초밥 (12 PCS)

25,000

모듬 초밥 (12 PCS)

22,000

물회

22,000

세라노(흰돼지), 이베리코 벨로타, 과일 치즈,
몽블랑 큐브 치즈 고다, 멜론 망고, 올리브

나초 세트

35,000

딥 소스 3종 (과카몰리,딥치즈,살사), 캔맥주 2개, 음료 2개

※ 모든 음식은 TAKE-OUT 용기에 포장됩니다
※ 주문 방법: <0번> 또는 052-980-1185 프론트로 주문
※ 주문 후 30분 -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회, 대게, 각종 해산물 (국내산)

※ 상기 메뉴는 세금 10% 포함가입니다.

Pizza & Chicken (17:00~22:00)

Pasta & Brunch (08:30 ~ 20:00)
볼로네제 라자냐

23,000

Bolognese Lasagna

쉬림프 로제 파스타

23,000

21,000

21,000

21,000

21,000

양념치킨 (순살)

28,000

눈꽃치즈 치킨(순살)

30,000

※ 피자 & 치킨 주문 시, 콜라 2캔 + 맥주 2캔 제공
(상기 제공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000

Bulgogi Panini

파스트라미 세사미 파니니

27,000

Snow Cheese Chicken

Club Sandwich

불고기 파니니

후라이드 치킨 (순살)

Marinated Fried Chicken

Omlet

클럽 샌드위치

27,000

Fried Chicken

French Toast

오믈렛

베이컨 포테이토 샐러드 피자
Bacon Potato Salad Pizza

Tomato Meatsauce Oven Spaghetti

프렌치 토스트

26,000

Peperoni Pizza

Shrimp Rose Pasta

토마토 미트소스 오븐 스파게티

페퍼로니 피자

18,000

Pastrami Sesame Panini

원산지: 닭고기(국내산), 돼지고기(국내산), 쇠고기(호주산),베이컨(미국산), 햄(호주산)

Soju & Beer

Wine (750ml)
RED
30,000

돈레이 까베르네소비뇽

한라토닉 세트 (한라산 1병+토닉 워터 2캔)

12,000

Hallatonic Set (주문 시 레몬 슬라이스 및 얼음컵 제공)

Donrey Cabernet Sauvignon
루비컬러, 자두, 딸기 그리고 체리, 초코렛, 커피, 후추향이 특징. 처음은
프레쉬하며 중간에는 부드러운 탄닌이 인상적

60,000

우마니 론끼, 비고르

6,000

한라산 소주
Hallasan

Umani Ronchi, Vigor
강렬하고 세련된 아로마가 후각을 자극하며, 입안에서 잘 익은 과실의
맛이 탄닌과 잘 어우러짐

카스텔로 디 아마, 키안티 클라시코

6,000

소주
Soju

140,000

Castello Di Ama, Chianti Classico

맥주 (500ml)

생동감 있고 강렬한 루비색상, 역동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독
특한 느낌의 와인

Beer

6,000

Soft Drinks

WHITE
30,000

돈레이 샤르도네
Donrey Chardonnay

토닉 워터 (250ml)

노란빛 꽃향과 망고와 탠저린 같은 열대과일향이 코 끝에 느껴지며 입
안에서는 산도와 볼륨감,지속적인 피니쉬가 나타남

Tonic Water

80,000

루이자도 샤블리

콜라, 스프라이트 (250ml)

3,000

3,000

Coke, Sprite

Louis Jadot Chablis
싱싱한 과일 풍미와 섬세하고 세련된 미네랄 터치가 조화를 이루는 샤
블리의 특징이 잘 살아있음

에비앙 (500ml)

4,000

Evian

SPARKLING
30,000

뵈브 암발, 디아모르

페리에 (330ml)

Perrier

Veuve Ambal, Diamour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잔은 비울 때 까지 섬세하고 청량한 버블감과 달
콤한 풍미가 나타남

쉬르 다르크, 버블 넘버원 핑크라벨

80,000

Sieur d'Arques, Bubble No.1 Pink Label
연둣빛이 감도는 밝은 노랑색을 띠고 있으며 겹겹이 이어지는 기포와
흰꽃과 신선한 과일의 상큼한 향을 느낄 수 있음

CHAMPAGNE
모엣 샹동 임페리얼

160,000

Moet & Chandon Imperial
옅은 노란색에 초록색 색조를 띠며, 신선한 과일 향기와 흰색 꽃향기가
미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브리오슈 향이 느껴짐

※ 와인 주문 시, 와인잔 대여 가능합니다.
※ 모든 음식은 TAKE-OUT 용기에 포장됩니다.
※ 주문 방법: <0번> 또는 052-980-1185 프론트로 주문
※ 주문 후 30분 -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메뉴는 세금 10% 포함가입니다.

문의 및 주문: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 프론트 052-980-1185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