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te r noon teA 14:00 ~ 17:30 

Di n n e r ti m e  18:00 ~ 22:00

Lu nch ti m e 11:30 ~ 14:30 

lacasa Hotel  GWANG MYEONG



Saffron Risotto with Shrimp                                                 

Mushroom Cream Risotto with Grilled Beef                            

통새우를 곁들인 샤프란 리조또 (쌀: 이탈리아산)  

불 맛이 살아있는 그릴 스테이크가 올라간 버섯 크림 리조또 (쌀: 이탈리아산)  

r isot to

pizza

Bright Spoon Pizza                                                             

Maple-glazed Sweet Pumpkin and Gorgonzola Pizza                

Salad Pizza with Arugula & Ricotta                                    

Ricotta Cheese Salad with Sweet Italian Dressing                    

Country Chicken Salad with Homemade Mustard                    

Steamed Rice with Fried Chicken and Mayonnaise                   

Spinach Gnocchi with Pork-Cutlet                                          

Tobiko Rice with Mozzarella Cheese                                      

풍성한 치즈를 스푼으로 떠먹는 피자 (돼지: 외국산) 

메이플 시럽을 입힌 단호박이 들어간 고르곤졸라 치즈피자

아르귤라와 리코타 치즈를 듬뿍 올린 샐러드 피자

수제 이탈리안 드레싱을 곁들인 리코타 치즈 샐러드

달콤한 머스타드 드레싱으로 맛을 낸 전통 아메리칸 컨트리 치킨 샐러드 (닭: 국내산)

어린이들 입맛에 맞는 치킨 마요밥 (쌀: 국내산, 닭: 브라질산)

크림 소스로 맛을 낸 시금치 뇨끼와 커틀렛 (돼지: 국내산)

육즙이 풍부한 소시지와 함께 모짜렐라 치즈를 품은 토비코 라이스 (쌀: 국내산, 돼지: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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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ted Ricotta Cheese Spaghetti                                  

Vongole Sepia with Organic Asparagus                                  

Alfredo Pasta with Grilled Chicken                                         

Hot Spicy Sichuan Pasta with Steamed Pork               

Tagliatelle Cream Pasta with Porcini Mushrooms                      

Pasta with Seafood in Hot Spicy Soup                      

리코타 치즈를 곁들인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조개육수로 깊은 맛을 낸 오징어 먹물 봉골레 파스타 (고춧가루 : 베트남산)

진한 치즈 소스와 그릴 치킨이 올라간 아메리칸 알프레도 파스타 (닭: 국내산)

크리스피한 껍질과 촉촉한 속살의 삼겹살 찜을 곁들인 차이니즈 탄탄 파스타 (돼지: 국내산, 외국산)

씹을수록 고소한 향이 올라오는 딸리아딸레 포르치니 버섯 파스타

다양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얼큰한 이태리 스타일 짬뽕 파스타 (고춧가루 : 베트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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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a

Seared Salmon Steak with Fruit Vinaigrette                           

New York Strip-loin Steak (280g)                                   

Grilled Beef Tender-loin Steak (200g)                                     

상큼한 과일 소스와 특제 바질 매쉬가 곁들여진 도톰한 연어 스테이크

레드와인 소스를 곁들인 뉴욕 등심 스테이크 (소: 미국산)

부드러운 소 안심 스테이크 (소: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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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k

Omelet Rice with Hamburger Steak

American Fried Rice with Grilled Beef                                    

셰프가 직접 만들어 낸 수제 함박과 함께 즐기는 오믈렛 라이스 (쌀: 국내산, 소: 호주산)

스테이크와 그릴 야채가 풍성히 올라간 아메리칸 스타일 철판 볶음밥  (쌀: 국내산, 소: 미국산) 

19,000

21,000

Kiyang BBQ chicken with Steamed Rice                                            

Thai Style Seafood Fried Rice                                               

태국 스타일의 숯불 닭고기 덮밥  (쌀: 국내산, 닭: 국내산)

왕새우를 곁들인 매콤한 태국 스타일 해산물 볶음밥 (쌀: 국내산, 고춧가루 : 베트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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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Fresh Fruit & Assorted Cheese 

Fish & Chips

Grilled Sausage and Nachos with Cheese Sauce

Spicy Fried Chicken with Potato

Dried Snacks

신선한 계절 과일과 다양한 치즈들

바삭하고 부드럽게 튀겨낸 생선과 감자칩  

치즈 디핑 소스와 함께 즐기는 소시지와 나쵸칩 (돼지: 미국산, 국내산) 

감자튀김과 함께 곁들인 매콤한 치킨 가라아게 (닭: 브라질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마른 안주 (오징어: 페루,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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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 ide

Soup of the Day                                                                 

Afternoon Tea Set 1

Afternoon Tea Set 2

오늘의 스프

1인 애프터눈 티 세트

2인 애프터눈 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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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p & dess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