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oom Dining
또 하나의 네스트
객실은 내방에 있는듯한 편안함과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만을 위한 이곳에서 프리미엄 다이닝을 즐겨보세요.

ROOM SERVICE OPERATION HOURS | 16:00 ~ 01:00
Please press Room Service to order [9315]

soft drink
1. coca cola
2. coca cola zero
3. sprite
4. ginger ale
5. tonic water

soju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진저엘
토닉워터

6,000
6,000
6,000
6,000
6,000

화요

45,000

2. absolute 		

11,000
11,000
11,000
11,000
10,000
8,000
8,000

scotch & malt whisky

2. chivas regal 12year		
시바스 리갈 12년
3. glenfiddich 12year 		
글렌피딕 12년

170,000

320,000
170,000

5. viu manent reserve		
chardonnay chile

160,000

65,000

6. woven stone newzealand

70,000

울프블라스 빌야라 스파클링 브뤼
샤도네이

14,000
14,000
14,000
15,000

진토닉
블랙러시안
피나콜라다
롱 아일랜드

7. cloudy bay sauvignon blanc
newzealand

130,000

클라우드 베이 / 쇼비뇽 블랑

8. weingut st.urbans-hof estate
resling germany
바인구트 상크트 우르반스 호프
이스테이트 / 리슬링

9. jean balmont france

60,000

10. wolf blass bilyara 		
shiraz australia

65,000

울프 블라스 빌야라 / 쉬라즈

11. casa lapostolle cuvee alexander 140,000
merlot chile
까사 라포스톨 뀌베 알렉상드르 / 멜롯

판티니 퀴베 / 코코치올라

4. wolf blass bilyara sparkling brut 60,000
N.V australia

1. gin tonic
2. black russian
3. pina colada
4. long island iced tea

장 발몽 / 카베르네 쇼비뇽

위번 스톤 / 쇼비뇽 블랑

85,000

cocktails

red wine bottle

뷰 마넹 리제르바 / 샤도네이

모엣 샹동 임페리얼 브뤼
샤도네이, 피노누아, 피노뫼니에

3. fantini cuvee italy 		

200,000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
5. jack daniel’s 		
잭 다니엘스

1. dom perignon brut france

2. moet chandon Imperial brut
N.V france

170,000

4. wild turkey rare breed

white wine bottle

490,000

130,000

bourbon & tennessee whiskey

champagne & sparkling bottle
돔 페리뇽 브뤼
사도네이, 피노누아, 피노뫼니에

130,000

앱솔루트

조니워커 블랙
아사히
코로나
하이네켄
호가든
칭타오
카스
클라우드

1. bombay sapphire gin
봄베이 사파이어

whisky bottle
1. johnnie walker black

beer
1. asahi
2. corona extra
3. heineken
4. hoegaarden
5. tsingtao
6. cass
7. kloud

1. hwayo 25

gin & vodka bottle

75,000

rose & sweet wine bottle
12. beringer vineyards 		
white zinfandel usa

65,000

베린저 빈야드 / 화이트 진판델

13. lungarotti spumante gold label
moscato italy

70,000

룽가로띠 스푸만테 골드 라벨 / 모스카또

salad
1. caesar salad

pasta
26,000

with cajun spicy chicken breast or shrimps
romaine lettuce, dried anchovy, parmesan cheese,
bread chip and caesar dressing

고소하고 엔초비의 독특한 풍미가
매력적인 시저 샐러드
닭고기 또는 새우 선택 (닭고기 국내산)

2. fresh mozzarella cheese salad

26,000

with “premiere" extra virgin olive oil,
tomato, arugula and balsamic glaze

최상의 올리브 오일과 신선하고 담백한
치즈가 으뜸인 생 모짜렐라 치즈 샐러드

3. linguini seafood puttanesca

pizza
29,000

5. margherit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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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omato sauce, tomato,
fresh mozzarella cheese, basil

토마토 소스에 엔초비의 풍미를
더한 링귀니 해산물 부따네스카

이탈리안 정통 마르게리따 피자

6. seafood pizza
4. spinach fettucine carbonara

29,000

with bacon, garlic, parmesan cheese
and mushroom

30,000

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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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한 해산물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해산물 피자

정통 이탈리아 파스타가 아닌
우리만의 해석 페투치니 까르보나라
(돼지고기 베이컨 미국산)

noodle
7. spicy seafood noodle

29,000

with abalone, shrimp, cuttlefish, clam,
crab, green mussel and vegetable

각 종 신선한 해산물의 매콤한 모듬 해물 짬뽕

rice
8. beef kimchi fried rice

burger & sandwich
29,000

11. nest beef burger

nest chicken
29,000

13. nest fried drum stick & wing

with beef, spring onion, sesame oil
and fried egg

with sesame seed bun, bacon, cheddar cheese,
onion, tomato, lettuce ice berg and french fries

with honey mustard and sweet chili sauce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네스트만의 소고기 김치 볶음밥

풍성한 재료와 데리야끼 마요네즈를 넣어
특색을 더한 네스트 비프 버거

바삭 바삭한 튀김 옷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치킨 맛이 일품인
네스트 프라이드 치킨

9. khao phat kung

29,000

12. club sandwich

29,000

with shrimp, fish sauce, egg,
oyster sauce and cilantro

with white breads, chicken breast, bacon,
egg, tomato, lettuce ice berg and french fries

태국 식 새우 볶음밥 (쌀 태국산)

허브 타임의 향미를 더한 닭 가슴살과
바삭 한 브레드의 클럽 샌드위치

10. beef bulgogi

with king prawn And Chef's choice seasonal garnish,
paris butter, red wine sauce

31,000

주방장이 추천하는 제철 가니쉬를
곁들인 와규 안심 구이와 왕 새우 구이

snack

with beer
55,000

모듬 과일과 치즈

25,000

18. nest fried chicken
& beer kloud 2 bottles

nest hotel provides
44,000

네스트 드럼스틱과 날개튀김
그리고 클라우드 2병

마른 안주

19. margherita pizza
& beer kloud 2 bottles

with wine
17. assorted sliced fruit,
cheese & santiago 1bottle
(red or white)
모듬 과일과 치즈 그리고
산티아고 와인 1병
(레드와인 OR 화이트와인)

70,000

AUS wagyu MB4 tenderloin steak (130g)

한국 정통의 간장 소스로
맛을 낸 소 불고기

16. assorted dried snack

main dish
14. “Surf & T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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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assorted sliced fruit & cheese

36,000

38,000

마르게리따 피자와 클라우드 2병

42,000

해산물 피자와 클라우드 2병

21. assorted dried snack
& beer kloud 2 bottles
마른안주와 클라우드 2 병

rice
beef
chicken
bacon
cotto ham
salami ham
pork
kimchi
chili powder
eel river
lamb

79,000
20. seafood pizza
& beer kloud 2 bottles

If you have an allergic intolerance, please inform waiting server.

34,000

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베이컨
돼지고기 꼬또햄
돼지고기 살라미햄
돼지고기
배추
고춧가루
민물장어
양고기

domestic / thailand
australian / american
domestic / brazil
american
italian
italian
domestic / american
france / austria
domestic
domestic
chinese
australia
국내산 / 태국산
호주산 / 미국산
국내산 / 브라질산
미국산
이탈리아산
이탈리아산
국내산 / 미국
프랑스산 / 오스트리아산
국내산
국내산
중국산
호주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