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6 Korean Promotion Menu
브라세리 더 트웨니식스에서 정성을 담은 한식 메뉴를 준비하였습니다.

SUMMER STMAINA COURSE

KRW

82,0 0 0

여름 한방 보양식 코스
Citron Sprout Ginseng Salad

유자 새싹삼 샐러드

Avocado Hanwoo Beef Tartare
아보카도 한우 육회

Snow Crab Dumpling with Beef Brisket Soup
대게살 굴림 만두와 양지 스프

Broiled Eel with Korean Raspberry and Chili Paste Sauce
복분자 고추장 장어구이 반상

Fruits and Korean Traditional Tea
과일과 전통차

Broiled Eel with Korean Raspberry and Chili Paste Sauce

KRW

55,000

복분자 고추장 장어구이 반상

육회(소고기) : 국내산(한우)│양지(소고기) : 호주산│민물장어 : 국내산
두부(콩) : 국내산│김치(배추, 고추가루) : 국내산│쌀 : 국내산
All price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Heartist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 26 SUMMER SPECIAL MENU
브라세리 더 트웨니식스에서 특별한 코스 메뉴를 선보입니다.

FEAST SET

KRW

150,000 ( For 2 persons )

Avocado Caesar Salad
Smoked Chicken, Bacon and Crouton

훈제 치킨을 곁들인 아보카도 시저 샐러드

Chef’s Special Soup
셰프 추천 스프

Grilled Rib-eye Steak with Port Wine Sauce
포트와인 소스를 곁들인 최고급 꽃등심 스테이크
Steamed Lobster Tail
랍스터 테일
Broiled Abalone

전복 구이

Daily Dessert
오늘의 디저트

Coffee or Tea
커피 혹은 차

닭고기 : 국내산│베이컨(돼지고기) : 미국산│꽃등심(소고기) : 호주산
All price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Heartist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 26 SPECIAL SET MENU
브라세리 더 트웨니식스에서 특별한 코스 메뉴를 선보입니다.

PASTA SET

KRW

67,000

Pohang Octopus Carpaccio with Citrus Dressing
감귤류 드레싱을 곁들인 포항 피문어 카르파쵸

Chef’s Special Soup
셰프 추천 스프

Abalone River and Seafood Cream Spaghetti
전복 게우 해산물 크림 스파게티
or
Seafood Spaghetti Marinara
해산물 토마토 스파게티
or
Vongole Linguine with Fresh Basil and White Wine

봉골레 링귀니

Daily Dessert
오늘의 디저트

Coffee or Tea
커피 혹은 차

All price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Heartist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DISH COURSE

KRW

59,000

브라세리 더 트웨니식스에서 정성을 담은 6가지 한식 코스 메뉴를 선보입니다.

House Green Salad
신선한 야채 샐러드
Chilled Seafood Soup – Abalone, Snow Crab, Octopus and Shrimp
전복, 대게살, 문어, 새우를 곁들인 해물 냉채 – 소스 선택 (배와 잣 혹은 물회)
* 메인 메뉴를 다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Broiled Je-Ju Cutlass Fish with Soybean Paste Stew
제주 은갈치 구이 반상 (+ 13,000 )

Broiled Eel with Korean Raspberry and Chili Paste Sauce
with Soybean Paste Stew
복분자 고추장 장어구이 반상 (+ 13,000 )

Hanwoo Beef Tartare Bibimbap with Soybean Paste Stew
한우 육회 비빔밥 반상

Grilled Beef Short Ribs Marinated in Soy Sauce
with Soybean Paste Stew
LA 갈비구이 반상

Sautéed Spicy Small Octopus and Scallop with Soybean Paste Stew
매콤한 낙지와 관자 볶음 반상

Spicy Beef Short Rib Soup with Assorted Vegetables
사골 우거지 갈비탕

Fruits and Korean Traditional Tea
과일과 전통차

민물장어 : 국내산│갈치 : 국내산(제주)│낙지 : 중국산│LA갈비(소고기) : 미국산│갈비탕 : 미국산
육회(소고기) : 국내산(한우)│두부(콩) : 국내산│김치(배추, 고추가루) : 국내산│쌀 : 국내산
All price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Heartist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PPETIZER
Pohang Octopus Carpaccio with Citrus Dressing

KRW 33,000

감귤류 드레싱을 곁들인 포항 피문어 카르파쵸

Chilled Seafood Soup – Abalone, Crab, Octopus and Shrimp

27,000

전복, 대게살, 문어, 새우를 곁들인 해물 냉채 – 소스 선택 (배와 잣 혹은 물회)

SOUP
Daily Soup

9,000

데일리 스프

SALAD
Avocado Caesar Salad

30,000

Smoked Chicken, Bacon and Crouton
훈제 치킨 곁들인 아보카도 시저 샐러드

닭고기 : 국내산 │ 베이컨(돼지고기) : 미국산

Honey Burrata Cheese Salad

28,000

Tomato, Honey, Burrata Cheese and Basil Pesto
최상급 벌집 꿀을 곁들인 부라타 치즈 샐러드

House Green Salad

18,000

Mixed Salad, Sun-dried Tomato, Olive and Citrus Dressing
신선한 야채 샐러드

All price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Heartist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STA
Truffle Beef Steak and Creamy Mushroom Linguine

KRW 36,000

트러플 향의 스테이크 버섯크림 링귀니
안심 : 호주산

Abalone River and Seafood Cream Spaghetti

35,000

전복 게우 크림 해산물 스파게티

Vongole Linguine with Fresh Basil and White Wine

32,000

봉골레 링귀니

Seafood Spaghetti Marinara

32,000

해산물 토마토 스파게티

BURGER
Novotel Double Cheese Burger

32,000

노보텔 더블 치즈 버거
햄버거 패티(소고기) : 국내산(한우)

MEAT & FISH
Grilled Rib-eye Steak with Port Wine Sauce

53,000

포트와인 소스를 곁들인 최고급 꽃등심 스테이크
꽃등심(소고기) : 호주산

Grilled Beef Tenderloin Steak

53,000

with Mushroom Duxelles and Emmental Cheese
양송이 뒥셀과 에멘탈 치즈를 곁들인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안심(소고기) : 호주산

Sea Bass Fillet with Tomato Basil Crust,

53,000

Grilled Vegetables and Lemon Butter Sauce
토마토 바질 크러스트를 올린 농어구이
농어 : 중국산

All price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Heartist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DISH
* 모든 반상에는 국과 찌개가 같이 제공됩니다. *

Broiled Je-Ju Cutlass Fish with Soybean Paste Stew
제주 은갈치 구이 반상
갈치 : 국내산(제주)

KRW 55,000

Broiled Eel with Korean Raspberry, Chili Paste Sauce
with Soybean Paste Stew

55,000

Hanwoo Beef Tartare Bibimbap
with Soybean Paste Stew

55,000

Grilled Beef Short Ribs Marinated in Soy Sauce
with Soybean Paste Stew

42,000

Sauté ed Spicy Small Octopus and Scallop
with Soybean Paste Stew

42,000

Spicy Beef Short Rib Soup with Assorted Vegetables

42,000

복분자 고추장 장어구이 반상
민물장어 : 국내산

한우 육회 비빔밥 반상
육회(쇠고기) : 국내산(한우)

LA 갈비구이 반상
LA갈비(쇠고기) : 미국산

매콤한 낙지와 관자 볶음 반상
낙지 : 중국산

사골 우거지 갈비탕
갈비탕 : 미국산

ASIAN DISH
Chinese Style Spicy Noodle Soup with Lobster and Seafood

32,000

랍스터 해산물 짬뽕

두부(콩) : 국내산│김치(배추, 고추가루) : 국내산│쌀 : 국내산
All price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Heartist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ESSERT
Raspberry Ice Cream

KRW 18,000

라즈베리 아이스크림

Lemon Custard and Citrus Macaron

18,000

레몬 커스터드와 시트러스 마카롱

Dragon Pleaser with Chocolate Sauce and Caramel Mix nut

18,000

초콜릿 소스와 캐러멜 믹스너츠를 곁들인 디저트

Seasonal Fruits

8,000

계절과일

EATABLES
Assorted Cheese Platter with Jamon Cold Cut

60,000

모둠 치즈와 하몽 콜드컷
하몽(돼지고기) : 스페인

Braised Beef Brisket and Shank in Soy Sauce

45,000

아롱사태와 양지 장조림
아롱사태(쇠고기) : 미국산 │ 양지(쇠고기) : 호주산

Assorted Seasonal Fruits

40,000

모둠 계절과일

Assorted Cheese Platter

40.000

모둠 치즈 플래터

Assorted Dried Snacks

40.000

모둠 마른안주
육포 : 외국산(호주산, 미국산, 뉴질랜드산)

All price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government tax.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Heartist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