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nch



nest hotel provides.

If you have an allergic intolerance, please inform waiting server.
알러지와 관련하여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쌀                              국내산   - 인삼 갈비탕, 해물탕 뚝배기, 소 불고기 정식

         소고기 김치 볶음밥, 새우 볶음밥

         토마토 해산물 리조또, 포치니 버섯 리조또

소고기                           미국산   - 차돌박이 샐러드, 인삼 갈비탕, 소 불고기 정식

         대왕갈비 스테이크, 꽃등심 구이, 안심구이

         소고기 김치 볶음밥

소고기                           호주산   - 네스트 비프버거

돼지고기 - 베이컨           미국산    - 링귀니 까르보나라, 네스트 비프버거

         클럽 샌드위치, 로제소스 스파게티

돼지고기 - 프로슈토 햄 이탈리아산  - 루꼴라 피자

돼지고기 - 살라미 국내산   - 페퍼로니 피자

닭고기   국내산   - 시저 샐러드, 클럽 샌드위치

양고기                           호주산   - 양갈비구이

갑오징어                        태국산   - 해산물 수프, 해산물 피자, 

         깻잎 페스토 페투치니, 해산물 링귀니

         토마토 해산물 리조또, 해물탕 뚝배기

오징어 - 젓갈  중국산   - 인삼 갈비탕, 해물탕 뚝배기, 소 불고기 정식

꽃게                              중국산   - 해물탕 뚝배기

김치 -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 소고기 김치 볶음밥, 인삼 갈비탕

         해물탕 뚝배기, 소 불고기 정식

콩 - 잠두콩  국내산   - 농어 스테이크

콩 - 된장                       미국산 / 캐나다산/ 호주산  - 해물탕 뚝배기     

콩 - 미소된장  일본산   - 소 불고기 정식

Course meals are available for two or more people.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코스 요리는 2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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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z course menu

assorted bread with balsamic oil

식전 빵과 발사믹 오일

APPETIZER
fresh mozzarella cheese with tomato salad and premiere

extra virgin olive oil

생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 샐러드

SOUP
daily soup

오늘의 수프

MAIN COURSE
US beef rib-eye steak (200g) with chef’s vegetable,

red wine sauce

꽃 등심 구이(200g)와 주방장이 엄선한 계절 야채 (소고기: 미국산)

SWEETS
choice of ice cream flavors vanilla, mango and green tea

바닐라, 망고, 녹차 (한 가지 선택)

coffee or tea

커피 또는 티

70,000 per 1 person



[V] the menu for vegetarians.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V]로 표시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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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zza

seafood pizza

with tomato sauce and shrimp, scallop, squid, basil pesto

싱싱한 해산물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해산물 피자 (갑오징어: 태국산) 

26,000

arugula pizza

with tomato sauce, mozzallea cheese, balsamic oil, prosciutto ham

고소하면서 쌉쌀한 맛과 매운 향의 루꼴라 피자 

(돼지고기 - 프로슈토 햄: 이탈리아산) 

24,000

margherita pizza [V]

with tomato sauce, tomato, fresh mozzarella cheese, basil

이탈리안 정통 마르게리따 피자

22,000



[V] the menu for vegetarians.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V]로 표시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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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a

spaghetti vongole

with clams, white wine, garlic and fresh parsley

신선한 조개를 사용한 마늘 풍미가 일품인 알리오 올리오 봉골레 스파게티

20,000

linguini seafood

with paprika, pepperoncino, garlic, caper, anchovy, 
olive and tomato sauce

토마토 소스에 엔초비의 풍미를 더한 해산물 링귀니

(갑오징어: 태국산)

22,000

linguini carbonara

with bacon, garlic, parmesan cheese and mushroom, egg

버섯향을 가미한 정통 이탈리아 크림 파스타 링귀니 까르보나라 

(돼지고기 - 베이컨: 미국산) 

21,000

spaghetti bacon rose sauce

with garlic, white wine, onion, cream, cherry tomato, olive oil

풍미가득한 베이컨을 곁들인 고소한 로제소스 스파게티 

(돼지고기 - 베이컨: 미국산)

21,000

Spaghettin jalapeño

with clam stock, anchovy, garlic, onion

마늘, 엔초비와 조개육수로 풍미를 더한 할라피뇨 스파게티니

22,000

[V] the menu for vegetarians.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V]로 표시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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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ger & sandwich

nest beef burger

with brioch bun, bacon, cheddar cheese, onion jam, tomato,
lettuce ice burg and french fries

풍성한 재료와 데리야끼 마요네즈를 넣어 특색을 더한 

네스트 비프 버거 (소고기: 호주산, 돼지고기 - 베이컨: 미국산)

25,000

club sandwich 

with white bread, chicken breast, bacon, egg, tomato
lettuce ice burg and french fries

허브 타임의 향미를 더한 닭 가슴살과 바삭한 브레드의 클럽 샌드위치 

(닭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 베이컨: 미국산)

22,000

risotto

creamy seafood tomato risotto

with garlic, shallot, cherry tomato, cream, parmesan cheese, 
olive oil

젊음을 유지하는 라이코펜의 대명사 토마토 해산물 리조또 

(쌀: 국내산, 갑오징어: 태국산) 

23,000

porcini mushroom risotto [V]

with porcini, mangardak, mascarpone cheese, parmesan cheese, 
truffle paste

부드럽고 진한 풍미가 단연 돋보이는 포치니 버섯 리조또 (쌀: 국내산) 

21,000



[V] the menu for vegetarians.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V]로 표시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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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e

beef bulgogi 

with spring onion, pine nut and steam rice, miso soup, side dish

한국 정통의 간장 소스로 맛을 낸 소 불고기 정식 

(쌀: 국내산, 김치 - 배추: 국내산, 고추가루: 국내산, 소고기: 미국산, 

미소된장 - 콩: 일본산)

27,000

beef kimchi fried rice

with beef, spring onion, sesame oil and fried egg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네스트만의 소고기 김치 볶음밥 

(쌀: 국내산, 김치 - 배추: 국내산, 고추가루: 국내산, 소고기: 미국산)

24,000

shrimp fried rice 

with shrimp, egg, carrot, onion, leek and oyster sauce

향긋하고 고소함이 느껴지는 새우 볶음밥 

(쌀: 국내산)

24,000

seafood pot 

with assorted seafood, radish, chili and steam rice, side dish

갖은 해물과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으뜸인 해물탕 뚝배기 

(쌀: 국내산, 김치 - 배추: 국내산, 고추가루: 국내산, 갑오징어: 태국산, 

꽃게: 중국산, 콩 - 된장: 미국산/캐나다산/호주산)

27,000

[V] the menu for vegetarians.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V]로 표시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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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dish fish

lemon glaze pan-fried seabass steak (120g)

with king prawn, scallop, vin blanc sauce, beans, 
mix herb salad, basil oil

빈 블랑 소스로 맛을 더한 레몬 향을 품은 왕새우, 관자, 농어 스테이크 

(콩: 국내산)

39,000

main dish meat

US beef rib-eye steak (200g)

with chef’s choice seasonal garnish, paris butter, 
red wine sauce

주방장이 추천하는 제철 가니쉬를 곁들인 꽃 등심 구이 

(소고기: 미국산)

55,000

US prime beef Tenderloin steak (160g)

and Chef's choice seasonal garnish, mushroom cream,
red wine sauce

주방장이 추천하는 제철 가니쉬와 버섯 크림을 곁들인 프라임 안심 구이 

(소고기: 미국산)

5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