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KITCHEN SPECIALTIES
이용가능시간

중식 11:30~14:30
석식 17:30~21:00

PORRIDGE & NOODLE
능이버섯 소고기 죽, 소고기 양지, 능이버섯, 쪽파

21,000

Beef Neung-e mushroom porridge, Brisket, Spring onion

소고기 온면, 생소면, 소고기 양지, 애호박, 지단, 영양부추

18,000

돼지고기 맥적, 삼겹살, 된장, 고추 장아찌, 영양부추 샐러드

25,000

갈비탕, 소갈비, 배추, 인삼, 대추

26,000

영계 구이, 닭 육수, 녹두, 대추, 찹쌀

28,000

제피 장어 구이, 제피 간장소스, 연근장아찌, 영양부추 샐러드

28,000

정선 곤드레 비빔밥, 호주산 불고기, 인삼, 간장 소스

23,000

Beef noodle, Fresh noodle, Brisket, Zucchini, Egg, Chive

Beanpaste marinated pork, Pork belly, Bean paste, Chili jang-ajji, Chive salad

Kalbitang, Clear beef short rib soup, Cabbage, Ginseng, Jujube

Slow cooked baby chicken, Chicken stock, Mung bean, Jujube, Sticky rice

Grilled eel, Jepi-soy sauce, Pickled lotus, Chive salad

Jeongseon gondre bibimbab, Australian beef bulgogi, Ginseng, Soy sauce
선택하신 식사는 밥, 국, 3가지 저염 반찬과 김치가 함께 제공됩니다.

Served with steamed rice, Soup, 3 kinds of side dish and kimchi

Gluten free

Wellness

Vegetarian

식사 관련 특이사항 및 특별 요청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파크로쉬에서는 국내산 쌀,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제공합니다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F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one of our colleagues.
PARK ROCHE offers local rice and local kimchi.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CHEF’S DINNER COURSE
K O R E A N L IQUOR PAR ING
평창 감자술 (375 ML)

닭다리 튀김, 닭다리 살, 감자, 쪽파, 프리세 샐러드

Chicken croquette, Chicken thigh, Potato, Spring onion
Frisée salad

전복, 비트 퓨레, 두부 미역 무침, 아부르가 캐비아

Abalone, Beet purée, Seaweed tofu salad , Avruga caviar

돼지고기 맥적, 삼겹살, 된장, 고추 장아찌, 영양부추 샐러드
Beanpaste marinated pork, Pork belly, Bean paste
Relish jang-ajji, Chive salad

소고기 안심, 깻잎 간장 소스, 컬리플라워 장아찌

Beef tenderloin, Perilla sauce, Cauliflower jang-ajji

식사, 김치, 계절 반찬

Steamed rice, Bean paste soup, Korean style seasonal side dishes

곤드레 무스 케이크, 쑥, 샤브레

Gondre mousse cake, Mugwort, Sablé

커피 혹은 차

Coffee or Tea

Gluten free

Wellness

Vegetarian

상기 프로모션 메뉴는 할인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식사 관련 특이사항 및 특별 요청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파크로쉬에서는 국내산 쌀,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제공합니다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Discounts are not applicable to promotion menu.
F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one of our colleagues.
PARK ROCHE offers local rice and local kimchi.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72,000
20,000

S OFT DRINK
코카 콜라

Coca cola

다이어트 코크

Diet coke

코크 제로

Coke zero

스프라이트

Sprite

진저 에일

Ginger ale

ORGANIC LEMONADE
패션후르츠

Passion fruit

라임

Lime

블러드 오렌지

Blood orange

7,000

8,000

MINERAL WATER
산 펠레그리노

San Pellegrino (500ml / 750ml)

9,000 / 12,000

아쿠아 판나

Acqua Panna (500ml / 750ml)

9,000 / 12,000

23,000

20,000
18,000
20,000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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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GANGWONDO CRAFT BEER
Sokcho

속초 문베어 브루잉

GANGW ON-DO
Gangneung

생맥주 판매중

강릉 버드나무 브루어리

Pyeongchang

홍천 브라이트바흐

Pyeongchang

평창 화이트 크로우 브루잉

화이트크로우 평창 

13,000

평창 골든 에일

부드러운 홉 향, 토스트 같은 맛의 바디감이 완벽하게 밸런스를 이룬

엘티튜드 앰버 에일

캐러맬, 비스킷과 고소한 견과류향이 은은한 진한 호박색을 지닌 앰버 에일

고라니 브라운 에일

마시기 편한 골든 에일

혀끝에 살짝 감도는 초콜릿과 커피, 캐러맬 향이 풍부한 브라운 에일

White Crow Brewing from Pyeongchang
Pyeongchang Gold Ale Soft texture with a perfect balance of smooth hops toast scent.
Altitude Amber Ale
Dark pumpkin color with caramel, biscuits and savory nutty scents.
Gorani Brown Ale 	Brown ale with a smooth touch of chocolate, coffee and rich in caramel
flavor.

브라이트바흐 홍천

14,000

홍천 필스너 	

향긋한 홉 향, 풍부한 맥아 향이 조화를 이룬 깔끔한 맛의 라거 맥주

홍천 스타우트

진한 커피와 다크 초콜렛을 떠올리는 풍부한 향과 바디감, 풍미가 부드러운 흑맥주

홍천 골든 에일

진한 황금색 과 감귤 및 열대 과일 향의 완벽한 조합으로 마시기 편한 에일 맥주

Breitbach Brewing from Hongcheon
Hongcheon Pilsner

	
The
crisp character of lager beer balanced with fragrant hop aroma
and ich malt scents.
Hongcheon Golden Ale	Deep Golden ale with a perfect combination of citrus and tropicalfruit flavors.
Hongcheon Stout	An aromatic burst of strong coffee, dark chocolate and a rich body with
soft flavor of dark beer.

LOCAL DRAFT BEER
강릉 버드나무 크래프트 맥주
즈므 블랑

12,000

국화와 산초가 가미되어, 국화향, 바나나향,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진 부드러운 밀맥주

하슬라 IPA 	풍부한 향의 IPA에 상큼한 시트러스향이 가미되어 쌉쌀한 맛과 균형을 이루는 인디안
페일 에일

Budnamu Craft beer from Gangneung
Zeumeu Blanc 	Chrysanthemum flowers and Korean Sancho brings out unique
spiciness and banana flavor from wheat beer yeast
Haslla IPA 	Strong citrus aroma and nice bitterness are balanced well with the
sweetness of malt

클라우드

8,000

K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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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소고기 안심 (호주산), 삼겹살 (국내산), 닭다리살(국내산), 불고기 (호주산), 갈비 (호주산),
양지 (호주산), 영계 (국내산), 장어 (국내산),

명란젓 (러시아)쌀 (국내산), 찹쌀 (국내산) 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된장 (콩: 미국산) , 두부 (국내산)

Tenderloin (Australia),Pork belly (Korea), Chicken thigh (Korea), Bulgogi (Australia),
Short rib (Australia), Brisket (Australia),Baby chicken (Korea), Eel (Korea),
Salted pollack roe(Russia), Rice (Korea), Sticky rice (Korea),
Kimchi (Cabbage: Korea, Chili powder: Korea), Bean past (Mung bean: U.S.A),Tofu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