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EALTHY BREAKFAST

INTERCONTINENTAL SEOUL COEX
BREAKFAST

건강식 조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조찬

Choice of freshly squeezed orange, carrot juice or low fat milk
갓 짜낸 생 오렌지, 당근 주스 또는 저지방 우유 중에서 선택

Choice of freshly squeezed orange, grapefruit,
tomato, pineapple or apple juice

Whole wheat bread served with honey and fresh seasonal fruits

생과일 주스: 오렌지, 자몽, 토마토, 파인애플 또는 사과 주스 중에서 선택

통밀 브레드, 꿀과 신선한 과일

Breakfast bakery with a choice of danish pastries,
croissants, muffins, whole wheat bread or toast

Bircher muesli
버처 뮤즐리

브레드: 데니시, 크루아상, 머핀, 통밀 브레드 또는 토스트 중에서 선택

Egg white omelet with vegetables

Served with butter and jam

에그 화이트 채소 오믈렛

버터와 잼이 제공됩니다.

Two fresh eggs cooked your style of fried,
scrambled, boiled or poached

Choice of freshly brewed coffee, decaffeinated coffee,
herb tea, Korean tea
커피, 디카페인 커피, 다양한 차, 한국 전통 차 중에서 선택

다양한 계란 요리: 프라이, 스크램블, 보일드, 포치드 요리 중에서 선택

￦ 45,000

ham, bacon or sausage , hash brown potato,
grilled tomato and asparagus
구운 토마토, 해시 브라운 감자, 베이컨(돼지고기: 미국산), 햄(돼지고기: 국내산) 또는
소시지(돼지고기: 국내산)가 제공됩니다.

CONTINENTAL BREAKFAST

Sliced seasonal fresh fruits

유럽식 조찬

계절 과일

Choice of freshly squeezed orange, grapefruit,
tomato, pineapple or apple juice

Choice of freshly brewed coffee, decaffeinated coffee,
herb tea, Korean tea

생과일 주스: 오렌지, 자몽, 토마토, 파인애플 또는 사과 주스 중에서 선택

커피, 디카페인 커피, 다양한 차, 한국 전통 차 중에서 선택

Breakfast bakery with a choice of danish pastries, croissants,
muffins, whole wheat bread or toast

￦ 44,000

브레드: 데니시, 크루아상, 머핀, 통밀 브레드 또는 토스트 중에서 선택

Served with butter and jam

BREAKFAST BUFFET

버터와 잼이 제공됩니다.

Adult : ￦ 55,000

Sliced seasonal fresh fruits

Child(4Age ~12Age) : ￦ 27,500

신선한 계절 과일

Choice of freshly brewed coffee, decaffeinated coffee,
herb tea, Korean tea

조식 뷔페
성인 : ￦ 55,000

커피, 디카페인 커피, 다양한 차, 한국 전통 차 중에서 선택

어린이(만 4세 ~ 만 12세) : ￦ 27,500

￦ 38,000

VEGAN

SIGNATURE DISH

Food allergies, food intolerance and religious interest,
We welcome enquiries from customers who wish to know whether any meals contain particular ingredients.
음식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및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origin of chicken, cabbage and powdered red pepper in our cabbage kimchi is Korean.
닭고기, 배추 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는 국내산입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service charge and 10% tax.
상기 가격은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REAKFAST SPECIALITIES

YOGURTS & CEREALS

특선 아침 식사

요구르트와 시리얼

Two fresh eggs cooked your style of fried,
￦ 22,000
scrambled, boiled or poached -any style with ham,
bacon or sausage served with hash brown potato,
grilled tomato and asparagus
다양한 계란 요리: 프라이, 스크램블, 보일드 또는
포치드 요리 중에서 선택
베이컨 (돼지고기:미국산), 햄 (돼지고기:국내산), 소시지 (돼지고기:국내산)
￦ 25,000
Three fresh eggs omelet with your choice of
fresh herb, tomato, cheese, onion, capsicum,
mushroom, ham-any style with ham, bacon
or sausage served with hash brown potato,
grilled tomato and asparagus
계란 오믈렛: 허브, 토마토, 치즈, 양파, 피망, 버섯, 햄 중에서 선택
베이컨(돼지고기: 미국산), 햄(돼지고기: 국내산), 소시지(돼지고기: 국내산)
Eggs benedict, grilled ham, toasted English muffin,
￦ 25,000
hollandaise sauce -any style with ham, bacon
or sausage served with hash brown potato,
grilled tomato and asparagus
햄과 잉글리쉬 머핀을 곁들인 에그 베네딕트
베이컨(돼지고기:미국산), 햄(돼지고기:국내산), 소시지(돼지고기:국내산)
Hot oat meal and hot milk
오트밀과 따뜻한 우유

￦ 17,000

Thick and fluffy pancakes with
maple syrup, banana and berry
베리, 바나나와 메이플 시럽을 곁들인 두툼한 팬 케이크

￦ 24,000

French toast with honey and whipped cream
꿀과 휘핑 크림을 곁들인 프렌치토스트

￦ 24,000

FRESH FROM THE BAKERY
각종 빵 종류

A selection of white, whole wheat, French bread,
￦ 16,000
rolls, danish pastries, muffins or croissants
(3 pieces per order or combination)
화이트, 통밀, 바게트, 롤, 데니시, 머핀 또는 크루아상 (3쪽 제공 됩니다)
Served with butter and jam
버터와 잼이 제공됩니다.

Low fat yogurt, plain yogurt or fruit yogurt
저지방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또는 과일 요거트

￦ 16,000

Bircher muesli with mixed seasonal fruits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 버처 뮤즐리

￦ 16,000

Corn flakes or bran flakes
콘플레이크 또는 브란플레이크

￦ 16,000

FRESH FRUITS
과일 모듬

Half grapefruit
하프 자몽
Seasonal fresh fruits
신선한 과일

￦ 13,000
￦ 24,000

ASSORTED JUICES
여러 가지 주스

Freshly squeezed orange, grapefruit, carrot or apple
신선하게 짜낸 오렌지, 자몽, 당근 또는 사과

￦ 19,000

BEVERAGE
음료

Coffee, Espresso, Decaffeinated coffee
커피, 에스프레소, 디카페인 커피

￦ 16,000

￦ 17,000
Café latte, Cappuccino, Double espresso, Flat white,
Hot chocolate, Iced coffee
카페 라떼, 카푸치노, 더블 에스프레소, 플랫 화이트, 핫 초콜릿, 아이스 커피
Iced Café latte, Iced Cappuccino, Iced chocolate
아이스 카페 라떼, 아이스 카푸치노, 아이스 초콜릿

￦ 18,000

English breakfast, Earl grey, Peppermint, Camomile, Jasmin tea
여러 종류의 다양한 차 :
잉글리쉬 블렉퍼스트, 얼그레이, 페퍼민트, 캐모마일, 재스민 차

￦ 16,000

Green tea
녹차

￦ 19,000

KOREAN TRADITIONAL TEA
한국 전통차

Ginseng, Jujube tea, Citron tea
인삼차, 대추차, 유자차

Breakfast Buffet Adult : ￦ 55,000 / Child(4Age ~12Age) : ￦ 27,500
조식 뷔페 성인 : ￦ 55,000 / 어린이 (만 4세 ~ 만 12세) : ￦ 27,500
VEGAN

SIGNATURE DISH

Food allergies, food intolerance and religious interest,
We welcome enquiries from customers who wish to know whether any meals contain particular ingredients.
음식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및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origin of chicken, cabbage and powdered red pepper in our cabbage kimchi is Korean.
닭고기, 배추 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는 국내산입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service charge and 10% tax.
상기 가격은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