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M
SERVICE

BREAKFAST/조식

07:00~10:00

01. INTERCITI MORNING BUFFET --------------------------------------ㅡ 25,000원
인터시티 조식뷔페
* 화이트소세지(돼지고기 : 수입산, 국내산 혼합)
* 로인햄(돈등심 : 국내산)
* 쌀 : 국내산
* 베이컨 : 미국산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 조식뷔페는 2F 예뜰 레스토랑에서 가능합니다.

02. AMERICAN BREAKFAST --------------------------------------------- 25,000원
Choice of chilled juices(Orange, Tomato, Grape),
Two Eggs any style with fried, Scrambled, Poached, Boiled,
Coffee or Tea.

미국식 조찬
* 로인햄(돈등심) : 국내산 * 베이컨 : 미국산 * 화이트소세지(돼지고기 : 수입산, 국내산 혼합)

03. CONTINENTAL BREAKFAST ----------------------------------------

21,000원

Choice of chilled juices(Orange, Tomato, Grape)
Breads(Toast, Croissant, Morning roll, Choco roll)
Coffee or Tea.

유럽식 조찬
04. DRIED CABBAGE STEW WITH CATTLE BONE --------------------------- 18,000원
사골 우거지 해장국
* 우갈비살 : 미국산 * 우반골 : 호주산 * 우사골 : 호주산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05. YELLOW DRIED POLLACK SOUP ------------------------------------- 18,000원
황태 해장국
* 황태채 : 국내 건조 * 쌀 : 국내산 * 콩나물: 국내산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The above rates include value added tax & service charge.
상기요금은 세금 봉사료 포함가격입니다.

LUNCH&DINNER/중석식11:00~21:00

SPECIALTIES/스페셜티
01 INTERCITI BURGER --------------------------------------------------- 24,000원
bacon, onion, pickle, emmental cheese

인터시티 버거
* 베이컨 : 미국산

* 소고기 : 미국산, 돼지고기 : 국내산

02 CLUB SANDWICH ----------------------------------------------------- 22,000원
bacon, lettuce, chicken breast, fried egg

클럽 샌드위치
* 베이컨 : 미국산

* 닭가슴살 : 국내산

03. CHEF'S SALAD ------------------------------------------------------ 20,000원
The contents depend on the daily fresh food ingredients, dressing of your choice

조리장 특선 샐러드

04. SOUP OF THE DAY -------------------------------------------------- 13,000원
오늘의 스프

The above rates include value added tax & service charge.
상기요금은 세금 봉사료 포함가격입니다.

STEAK/스테이크
Steak offer soup, salad and coffee or tea.
스테이크에는 스프, 샐러드, 커피나 차가 제공됩니다.
01. ATLANTIC SALMON STEAK(NORWAY) --------------------------------- 44,000원
seasonal vegetable, tomato sauce

연어 스테이크
* 연어 : 노르웨이산, 150g

02. RIB-EYE STEAK(AUSTRALIA)-------------------------------------------- 46,000원
seasonal vegetables, demiglace

등심 스테이크
* 우등심 : 호주산, 150g

03. BEEF TENDERLOIN STEAK(AUSTRALIA)--------------------------------- 46,000원
seasonal vegetables, demiglace

안심 스테이크
* 우안심 : 호주산, 150g

PASTA/파스타
01. SEAFOOD SPAGETTI(CREAM, TOMATO, OIL)---------------------------

22,000원

shrimps, sea scallops, clams

해산물 스파게티(크림, 토마토, 오일)
* 새우 : 베트남산

* 가리비 : 미국산

02. CARBONARA--------------------------------------------------------- 22,000원
bacon, crushed black pepper, garlic, onion

까르보나라
* 베이컨 : 미국산

The above rates include value added tax & service charge.
상기요금은 세금 봉사료 포함가격입니다.

RICE/라이스
01. SEAFOOD FRIED RICE ----------------------------------------------- 24,000원
shrimps, mussels, squid

해물볶음밥
* 새우 : 베트남산 * 가리비 : 페루산 * 쌀 : 국내산
02. NASI GORENG------------------------------------------------------- 24,000원
beef, chicken, shrimps, peppers, fried egg

나시고랭
* 우안심 : 호주산

* 닭가슴살 : 국내산

* 쌀 : 국내산

03. ROASTED BEEF TABLE D'HOTE WITH MUSHROOM---------------------- 33,000원
한우 인삼 불고기정식
* 한우암소 : 국내산, 180g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04. DRIED CABBAGE STEW WITH CATTLE BONE--------------------------- 18,000원
사골 우거지 해장국
* 우갈비살 : 미국산 * 우반골 : 호주산 * 우사골 : 호주산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The above rates include value added tax & service charge./중국어
상기요금은 세금 봉사료 포함가격입니다.

DESSERT/디저트
01. SEASONAL FRESH FRUIT --------------------------------------------- 12,000원
신선한 계절 과일
02. CHEESE CAKE ------------------------------------------------------- 12,000원
치즈케이크

SNACKS/안주류
01. PORK CUTLET WITH FRESH GREENS -------------------------------- 25,000원
돈까스와 샐러드
* 돈등심 : 국내산

02. SEASONAL FRESH FRUIT ------------------------------------------- 38,000원
신선한 계절 과일
03. CHOPS STEAK ----------------------------------------------------- 48,000원
beef tenderloin

찹스테이크
* 우안심 : 호주산, 300g

The above rates include value added tax & service charge.
상기요금은 세금 봉사료 포함가격입니다.

BEVERAGE LIST/음주류

FRUIT JUICE&SOFT DRINK/과일쥬스&소다
01. COKE, DIET COKE, CIDER--------------------------------------------- 6,000원
콜라, 다이어트 콜라, 사이다
02. JUICES(ORANGE, TOMATO, GRAPE)------------------------------------- 7,500원
쥬스(오렌지, 토마토, 포도)
03. COFFEE, TEA-------- ----------------------------------------------- 9,800원
커피, 차
04. FRESH FRUIT JUICES(CARROT, TOMATO, KIWI)------------------------- 13,000원
생과일 쥬스(당근, 토마토, 키위)
05. FRESH JISENG JUICE, PERSIMMON JUICE ----------------------------- 15,000원
생 인삼 쥬스, 홍시감 쥬스

KOREAN BEER/국내맥주(330ml)
01. KLOUD BEER--------------------------------------------------------- 7,500원
클라우드 맥주
02. CASS BEER---------------------------------------------------------- 7,500원
카스 맥주
03. HITE BEER ---------------------------------------------------------- 7,500원
하이트 맥주
04. CAFRI BEER --------------------------------------------------------- 7,500원
카프리 맥주
The above rates include value added tax & service charge.
상기요금은 세금 봉사료 포함가격입니다.

WHISKY/위스키
01. BALLANTINE'S 17 YEAR'S(500ml)-------------------------------------- 250,000원
발렌타인 17년산
02. BALLANTINE'S 17 YEAR'S(700ml)------------------------------------- 340,000원
발렌타인 17년산
03. CUTTY SARK BLACK'S 18 YEAR'S(700ml)------------------------------- 340,000원
커티샥 블랙 18년산

WINE/와인
01. SANTA CAROLINA MERLOT RESERVA CHILE--------------------------- 80,000원
산타까롤리나 메를로 리제르바 칠레
02. MONTGRAS RESERVA MERLOT CHILE--------------------------------- 80,000원
몽그라스 리제르바 메를로 칠레
03. MOUTON CADET BORDEAUX FRANCE-------------------------------- 100,000원
무똥까데 보르도 프랑스
04. VILLA M ROSSO ITALY--------------------------------------------- 100,000원
빌라 엠 로쏘 이태리
05. THE RULE U.S.A--------------------------------------------------- 150,000원
더 룰 미국

KOREAN ALCOHOLIC BEVERAGES/한국 전통주
01. GEUMSAN GINSENG LIQUOR------------------------------------------ 10,000원
금산 인삼주

02. RED GEUMSAN GINSENG LIQUOR-------------------------------------- 10,000원
금산 홍삼주

03. HANSAN SOGOKJU--------------------------------------------------- 35,000원
한산 소곡주

04. DANGJIN WHITE LOTUS RAW RICE WINE ------------------------------- 8,000원
당진 하얀연꽃 쌀막걸리

05. HWAYO SOJU ------------------------------------------------------- 30,000원
화요소주

The above rates include value added tax & service charge.
상기요금은 세금 봉사료 포함가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