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lacasa Hotel Seoul
Private Course
-
weekend



Private Course A
₩100,000

Appetizer 
복숭아 퓨레와 연어 타르 타르

Soup 
양송이 수프와 크루톤

Salad 
리코타 치즈와 과일을 곁들인 그린 샐러드

Middle

그릴에 구운 대하와 사과 처트니

Sherbet

레몬샤벳

Main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와 구운 야채
  

Dessert

  파티쉐 추천 무스 + 커피 또는 차

• 1인 기준이며, VAT 별도입니다.

• 상기 메뉴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rivate Course B
₩130,000

Appetizer 
해산물을 곁들인 해파리 냉채

Soup 
호박죽

Salad 
장어구이와 그린 샐러드

Middle

수육 & 삼색전

Main

떡갈비 스테이크와 그릴야채

Dessert

고구마 경단 & 식혜

• 1인 기준이며, VAT 별도입니다.

• 상기 메뉴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rivate Course C
₩ 130,000

Appetizer 
관자 구이와 유자 소스

Soup 
당근 스프 & 처빌

Hot Appetizer 
섬굴 튀김 & 베이비 채소

Salad
버섯 구이와 그린 샐러드

Middle
랍스터 라비 올리와 로제 소스

Sherbet
레몬 샤벳

Main
와규 안심 스테이크와 그릴 야채

Dessert
파티쉐 추천 무스와 계절 과일

• 1인 기준이며, VAT 별도입니다.

• 상기 메뉴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9
lacasa Hotel Seoul
Private Course
-
weekdays mon - thu



Private Course A
₩80,000

Appetizer 
복숭아 퓨레와 연어 타르 타르

Soup 
양송이 수프와 크루톤

Salad 
리코타 치즈와 과일을 곁들인 그린 샐러드

Main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와 구운 야채
  

Dessert

  파티쉐 추천 무스 + 커피 또는 차

• 1인 기준이며, VAT 별도입니다.

• 상기 메뉴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9
lacasa Hotel Seoul
coffee break



Coffee break menu
최소 5인부터 주문 가능한 메뉴입니다. (추가 주문 가능 단위  5인)

A  	커피브레이크(Coffee break)  
	 커피(아메리카노 or 생과일주스_ 오렌지, 자몽, 토마토, 청포도 中 선택) + 쿠키 

B  	커피브레이크(Coffee break)  
	 커피(아메리카노 or 생과일주스_ 오렌지, 자몽, 토마토, 청포도 中 선택) + 다쿠아즈, 마들렌, 휘낭시에, 구움과자
	 음료는 5인 기준 1 POT으로 제공됩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영업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위 상기 금액은  VAT 별도입니다.

• Glass (한 잔 당 가격)

Coffee) 아메리카노	 4,500

Tea) 그린티	 6,500

Tea) 페퍼민트	 6,500

Fresh Juice) 오렌지	 8,000

Fresh Juice) 자몽	 8,000

Ade) 레모네이드	 7,500

Ade) 자몽에이드	 7,500

Ade) 오렌지에이드	 7,500

• Pot (한 Pot ‘10잔’ 당 가격)

Coffee) 아메리카노(Hot or Ice)	 30,000

Fresh Juice) 오렌지, 자몽, 토마토, 키위 中 선택	 40,000

Juice) 오렌지, 포도, 애플 中 선택	 30,000

Ade) 오렌지, 자몽, 레몬 中 선택	 40,000

· Pot 주문 시에는 Pot 전용 컵이 제공됩니다. 

  (상기 Glass 주문 시의 컵과 다름)

• Bottle (한 병 당 가격)

로리나 스파클링	 5,500

골드메달애플주스	 5,500

코카콜라, 코카콜라 라이트	 3,000

스프라이트	 3,000

웰치스	 3,000

페리에 레몬	 5,500

산팰레 그리노	 5,500

에비앙	 3,000



2019
lacasa Hotel Seoul
Party Package



Party Package A
₩ 500,000

Food 

계절 그린 샐러드
훈제연어 플레이트
포항초 피타 브레드

비프카르파치오와 레몬 머스타드 소스
계절 과일 플레이트

대파오일의 해산물 플레이트
(새우, 갑오징어, 그린홍합)
유린기와 오리엔탈 드레싱

Beverge 

Red  카보다로카레지오날리스보아
White  줄리아플로리스타

택 3병

• 10인 기준이며, VAT 별도입니다.

• 상기 메뉴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arty Package B
₩ 700,000

Food 

훈제연어와 캐비어
과일 플레이트

루꼴라 버섯 샐러드와 오리엔탈 드레싱
참치 타다끼와 참께 드레싱

모듬 치즈 플레터
로스트 비프 (호주산 채끝 등심)
새우 튀김과 와사비 간장 소스
대파오일의 해산물 플레이트
(새우, 갑오징어, 그린 홍합)

Beverge 

Red  카보다로카레지오날리스보아
White  줄리아플로리스타

택 4병

• 10인 기준이며, VAT 별도입니다.

• 상기 메뉴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arty Package C
₩1,000,000

Food 

계절모듬사시미
모듬과일 플레이트

버터 그릴드한 전복 플레터
로스트 비프 (와규 등심)

푸아그라와 구운사과  레드와인 소스
간장소스의 메로 구이
스노우 크랩 플레이트
왕새우 크림 마요네즈

모듬 치즈

Beverge 

봄베이사이파이 750ml 2병
토닉워터 300ml 20개

or
Red  파블로올드바인가르나챠

White  제니오에스파뇰소피뇽블랑
택 6병

• 10인 기준이며, VAT 별도입니다.

• 상기 메뉴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9
lacasa Hotel Seoul
Finger Food 
Set Menu



Finger Food Set Menu

Finger Food A 
₩30,000

바질향의 토마토와 후레쉬모짜렐라치즈의 카나페
갈릭차이브크림치즈의 쿠키

블랙올리브 브리치즈의 타틀렛
2가지 종류의 미니 샌드위치
티라미수를 올린 미니 머핀

Finger Food B 
₩40,000

치즈, 방울토마토, 올리브 꼬치
토마토, 망고, 후레쉬모짜렐라 타틀렛

후레쉬허브 크림치즈의 쿠키
3가지 종류의 미니 샌드위치
치즈크림을 올린 미니 머핀 

노르웨이산 훈제연어 카나페
브라우니

수제 마카롱

Finger Food C 
₩50,000

그라블락스 훈제연어와 캐비어
산다니엘 프로슈토햄과 멜론

수제마카롱
신선한 계절 과일 꼬치

폴렌타를 입힌 관자구이 크로스티니
티라미수를 올린 미니 머핀

비프 꼬르등 블루
브라우니

라까사 수석 파티쉐가 추천하는 스페셜 조각케익

• 상기 금액은 VAT 별도입니다.

• 상기 메뉴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Finger Food Drink
Finger Food Menu에서 Drink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 Glass (한 잔 당 가격)
Coffee) 아메리카노	 4,500
Tea) 그린티	 6,500
Tea) 페퍼민트	 6,500
Fresh Juice) 오렌지	 8,000
Fresh Juice) 자몽	 8,000
Ade) 레모네이드	 7,500
Ade) 자몽에이드	 7,500
Ade) 오렌지에이드	 7,500

• Pot (한 Pot ‘10잔’ 당 가격)
Coffee) 아메리카노(Hot or Ice)	 30,000
Fresh Juice) 오렌지, 자몽, 토마토, 키위 中 선택	 40,000
Juice) 오렌지, 포도, 애플 中 선택	 30,000
Ade) 오렌지, 자몽, 레몬 中 선택	 40,000

· Pot 주문 시에는 Pot 전용 컵이 제공됩니다. 
  (상기 Glass 주문 시의 컵과 다름)

• Bottle (한 병 당 가격)
로리나 스파클링	 5,500
골드메달애플주스	 5,500
코카콜라, 코카콜라 라이트	 3,000
스프라이트	 3,000
웰치스	 3,000
페리에 레몬	 5,500
산팰레 그리노	 5,500
에비앙	 3,000

• 상기 금액은 VAT 별도입니다.

• 상기 메뉴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9
lacasa Hotel Seoul
Sandwich & Burger 
Set menu



Sandwich & Burger
 Set Menu

sandwich set

미니크로와상의 게살 미니샌드위치
호밀식빵의 으깬 감자 미니샌드위치

모닝롤의 야채 치즈 미니버거
소프트드링크(콜라, 스프라이트, 웰치스)

5인분 이상 주문 시 가능

Handmade burger set 

수제 패티와 불고기소스의 햄버거
컵 샐러드
감자튀김

소프트 드링크(콜라, 스프라이트, 웰치스)

1인분 주문 가능

• 상기 금액은 VAT 별도입니다.

• 상기 메뉴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