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 go box는 take out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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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수급에 따라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the VAT (10%).

breakfast to go box

KRW 25,000

steam rice
흰밥 (쌀:국내산)

sunny side up
계란 후라이

bulgogi
불고기 (소고기:미국산)

spicy chichken
붉닭 (닭고기:브라질산)

baked bacon
베이컨

white sausage
소시지 (돼지고기:국내산)

hash brown potato
해쉬 브라운 포테이토

HOT

smoked salmon salad
훈제연어 샐러드

healthy rice salad
라이스 케일 샐러드

tomato bocconcini salad
토마토 보코치니

kimchi
김치 (김치:국내산)

mini cake
조각 케이크

COLD

drink yogurt
마시는 요거트

cup seasonal fruite
컵과일

fish cake soup
오뎅국

SIDE



platz

a la carte

chicken        domestic

squid       thailand

cabbage(kimchi)       domestic

chili powder(kimchi)  domestic

 

nest hotel provides
특정음식에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n allergic intolerance, please inform waiting server

쌀  국내산 포치니 버섯과 양송이 버섯 크림 리조또

소고기 김치 볶음밥

소고기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 김치 볶음밥

채끝 등심 스테이크

네스트 비프 버거

rice         domestic

beef         american / australian

pork        italian / american / domestic

lamb     australian

닭  국내산 클럽 샌드위치, 프라이드 치킨과 2가지 딥

오징어  태국산 해산물 토마토 링귀니

배추(김치)  국내산 소고기 김치 볶음밥

고춧가루(김치) 국내산 소고기 김치 볶음밥

소고기 안심구이와 포트와인소스

돼지고기  미국산

  국내산

클럽샌드위치, 네스트 비프 버거

까르보나라 링귀니

페퍼로니 피자

양고기  호주산 마리네이드한 양갈비



포르치니 버섯 마르살라 와인소스 
채끝 등심 스테이크(160g)
(소고기 :미국산)

* 알러지: 유제품, 소고기, 닭, 이산화황

beef sirloin with porcini glazed marsala 
wine sauce and brussels sprouts

48,000

마르네이드 한 양갈비(160g)와 가니쉬
(양고기: 호주산)

marinated and grilled lamb chop & garnish

58,000

pasta

pizza

noodle

rice

main dish meat

올리브 오일 봉골레 링귀니

* 알러지: 밀, 달걀, 조개류

clams olive oil linguine

29,000

해산물 토마토 링귀니
(오징어:태국산)

* 알러지: 새우, 밀, 토마토, 조개류, 달걀

seafood tomato linguine

29,000

링귀니 까르보나라
(돼지고기-베이컨:미국산)

* 알러지: 돼지, 유제품, 밀, 달걀

linguine carbonara

29,000
모듬 해물 짬뽕  
(오징어:태국산,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 알러지: 밀 , 조개류, 소고기, 달걀

beef kimchi fried rice
with sunny side up

35,000

프레시 모짜렐라 마르게리따

* 알러지: 밀, 토마토, 유제품

fresh mozzarella margherita

30,000

페퍼로니 피자

* 알러지: 돼지, 밀, 토마토, 유제품

pepperoni pizza

30,000

포치니 버섯과 
양송이 버섯 크림 리조또
(쌀:국내산)

* 알러지: 유제품

mushroom cream risotto

29,000

소고기 김치 볶음밥
(쌀:국내산, 소고기:미국산,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 알러지: 밀, 조개류, 소고기, 달걀

beef kimchi fried rice
with sunny side up 

29,000

프라이드 치킨과 2가지 딥
(닭고기:국내산)

* 알러지: 닭, 밀, 대두, 유제품, 토마토

fried chicken with 2 kinds of dip

29,000

burger & sandwich

클럽 샌드위치와 프렌치 프라이

(닭고기:국내산, 돼지고기:미국산)

* 알러지: 유제품, 달걀, 돼지, 밀, 대두

club sandwich and french fry

29,000

네스트 비프 버거 
(소고기:미국산/호주산 섞음, 
돼지고기: 미국산)

* 알러지: 유제품, 달걀, 밀, 돼지, 대두, 소고기

nest beef burger

29,000

주방장이 추천하는 제철 가니쉬를 곁들인
소고기 안심구이(160g)와 포트 와인 소스
(소고기:미국산)

* 알러지: 유제품, 소고기, 닭, 이산화황

US beef tenderloin steak with 
chef`s choice seasonal vegetables, 
port wine sauce

58,000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the VAT (10%).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dinner 

course

식재료 수급에 따라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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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the VAT (10%).

western course menu

갓 구운 빵과 버터

freshly baked breads with butter

훈제 연어와 계절 허브채소

그리고 레몬폼과 머스타드 드레싱

smoked salmon, seasonal greens,
lemon foam and mustard dressing

주방장이 추천하는 오늘의 스프

chef’s special daily soup

쉐프 추천 소고기 안심스테이크와 가니쉬(160g)

chef’s recommendation beef tenderloin steak 
& garnish

오레오 치즈 케이크

oreo cheese cake

커피 또는 차

coffee or tea

[소고기: 미국산]

* 알러지: 소고기,닭고기,토마토,아황산

C 양식코스요리

W 58,000



western course menu

식재료 수급에 따라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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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the VAT (10%).

식재료 수급에 따라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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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the VAT (10%).

갓 구운 빵과 버터

freshly baked breads with butter

토마토,모짜렐라와 신선한 어린 채소의

카프레제 샐러드

caprese style fresh tomato,
mozzarella and fresh baby greens

주방장이 추천하는 오늘의 스프

chef’s special daily soup

홀랜다이즈소스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130g)

hollandaise sauce with salmon steaks

오레오 치즈 케이크

oreo cheese cake

커피 또는 차

coffee or tea

* 알러지: 토마토,우유,계란,밀

A 양식코스요리

W 48,000

western course menu

갓 구운 빵과 버터

freshly baked breads with butter

훈제 연어와 계절 허브채소

그리고 레몬폼과 머스타드 드레싱

smoked salmon, seasonal greens,
lemon foam and mustard dressing

주방장이 추천하는 오늘의 스프

chef’s special daily soup

쉐프 추천 소고기 채끝 등심스테이크와 가니쉬(160g)

chef’s recommendation beef striploin steak
& garnish

오레오 치즈 케이크

oreo cheese cake

커피 또는 차

coffee or tea

[소고기: 미국산]

* 알러지: 소고기,닭고기,토마토,아황산

B 양식코스요리

W 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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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수급에 따라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the VAT (10%).

kids platter
어린이 메뉴

W 28,000

함박스테이크

hamburger steak and french fried

[소고기: 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

* 알러지: 소고기,돼지고기,밀,대두,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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