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Paradise
OUTDOOR KITCHEN

Food
Amanti Cheeseburger with fried potato

15,000

아만티 치즈버거&감자튀김

Australian beef cheddar cheese, grilled tomato, onion, bacon, pickles

호주산 블랙 앵거스 소고기 목심, 구운 버섯과 베이컨, 피클을 곁들인 수제치즈 버거와 감자튀김
(소고기: 호주산, 베이컨/돼지고기: 캐나다산, 미국산)

American style Hot dog with fried potato

8,000

아메리칸 핫도그&감자튀김

American style sausage with homemade bread

호텔에서 직접 만든 핫도그 빵에 아메리칸 소시지가 곁들여진 핫도그
(돼지고기: 미국산)

Philly cheese steak Sandwich with fried potato

15,000

필리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 감자튀김

Bigger potion of marinated beef with philly cheese sause & deep fried potato
불고기와 치즈소스가 어우러진 빅 사이즈의 핫도그번과 감자튀김
(소고기: 호주산)

Fried Chicken & Deep fried potato

18,000

치킨 가라아케 & 감자튀김

Blue cheese dressing and hot sauce with chicken
블루 치즈드레싱과 핫소스를 곁들인 치킨
(닭고기: 브라질)

Supreme Cheese Nacho Gratin
슈프림 치즈 나쵸 그라탕

Tomato salsa and sour cream with chili cheese beef sauce
토마토살사와 샤워크림을 곁들인 소고기 치즈 나쵸
(소고기: 호주산)

10% service charge and 10% tax has been added.
상기 금액은 10%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황에 따라 메뉴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2,000

Food
AMANTI Pool Bar Set Menu

28,000

아만티 수영장 세트 메뉴

2 glasses of Heineken & Nacho with chili beef sauce
하이네켄 2잔 & 소고기 치즈나쵸 그라탕
(소고기: 호주산)

Spicy Seafood Noodle

7,700

해물 라면

Mixed seafood with noodle in spicy soup
해산물이 들어간 매콤한 해물라면

12,000

Deep fried Crab leg
게다리 튀김

바삭하게 튀긴 게다리 튀김
(게: 바레인)

18,000

Gorgonzola Pizza
고르곤졸라 피자

Gorgonzola cheese with thin dough

고르곤졸라 치즈가 올라간 얇은 도우의 바삭한 피자

18,000

Amanti Pizza

아만티 피자(콤비네이션)
AMANTI Special topping with thin dough

아만티 스페셜 토핑이 올라간 얇은 도우의 바삭한 피자
(햄: 국내산)

10% service charge and 10% tax has been added.
상기 금액은 10%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황에 따라 메뉴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Drinks
Coffee

Iced Americano 아이스 아메리카노

5,000

Iced Café Latte 아이스 라떼

5,500

Soft Drink

AMANTI Original Iced Tea 아만티 오리지날 아이스 티

5,000

AMANTI Ade 아만티 에이드 Grapefruit 자몽 / Lemon 레몬 / Grapes 청포도

6,500

Coke 콜라 / Sprite 스프라이트

4,500

Redbull 레드불

6,000

Juice 주스 Cranberry 크렌베리 / Orange 오렌지

5,000

San Pellegrino 500ml (Sparkling Water) 산 펠레그리노

5,000

Draft Beer
Heineken 하이네켄(330ml)

10,000

Sangria

Sangria Red 샹그리아 레드

9,000

Easy Mix (with coke, sprite, tonic, soda, juice)
Jack Daniel’s Mix 잭다니엘 믹스

9,000

Gin & Tonic 봄베이 토닉

9,000

Absolut Vodka Mix 보드카 믹스

9.000

Whisky Mix 위스키 믹스

9,000

Double shot Mix 더블샷 믹스

10% service charge and 10% tax has been added.
상기 금액은 10%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황에 따라 메뉴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3,000

Drinks

Bomb
Agwa bomb 아그와 밤

10,000

Bottle Set
Agwa bottle & Redbull 2ea (아그와 바틀&레드불 2캔)

150,000

Extra bottle of Agwa 아그와 바틀 추가

100,000

Extra can of Redbull 레드불 추가

3,000

House wine

glass

bottle

Marques de Requena Crianza D. O (Red)
마르케스 데 레케나 크리안자

8,000

35,000

Island Easter Sauvignon Blanc (White)
아일랜드 이스터 쇼비뇽 블랑

8,000

35,000

Pol Clement Brut (Sparkling)
폴 클레망 브륏

8,000

35,000

10% service charge and 10% tax has been added.
상기 금액은 10%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황에 따라 메뉴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