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스트 호텔(nest hotel)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호텔 플랫폼인 

‘디자인호텔스 Design Hotels’로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선정된 호텔입니다.  

디자인 호텔스는 호텔의 전체 컨셉, 종합적 미학성, 건축 및 디자인의 

창의성 등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까다롭게 멤버 자격을 부여하며, 

현재 50여 개국의 300여 개 호텔만이 그 멤버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술적 영감과 사색, 자신만의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당신만의 은신처(Your own hideout)를 모티브로 탄생한 

저희 네스트 호텔은 국내 최고등급의 5성 호텔로서 

골프가 가장 즐거울 수 있는 곳, SKY72를 찾아 주시는 모든 골퍼분께 

정성스럽게 엄선한 메뉴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오랫동안 기억될 고객 감동을 선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만의 은신처, 네스트호텔

Your own hideout



알러지와 관련하여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n allergic intolerance, please inform waiting server.

쌀

소고기 - 안심

소고기 - 채끝

소고기 - 목심

소고기 - 양지

소고기 - 차돌박이

소고기 - 갈비

소고기 - 꼬리

소고기 - 사골, 잡뼈 

소고기 - 곱창

소고기 - 양

소고기 - 방심

소고기 - 전각

소고기 - 육포

소고기 - 지방

소고기 - 햄

돼지고기 - 삼겹살

돼지고기 - 전지

돼지고기 - 볼기살

돼지고기 - 등심

돼지고기 - 베이컨

돼지고기 - 햄(하몽)

돼지고기 - 햄, 소시지

양고기 - 갈비

닭고기 

닭고기 - 소시지

오리고기

고등어

옥돔

낙지

오징어

갑오징어

쭈꾸미

꽃게

김치 - 배추, 고춧가루

콩 - 두부류

고춧가루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미국산

호주산

국내산 한우

호주산

호주산

국내산 한우

호주산

호주산/미국산/뉴질랜드산

국내산

호주산

국내산/오스트리아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미국산

스페인산

외국산(미국,스페인,캐나다)

/국내산

호주산

국내산/태국산

국내산

국내산

노르웨이산

국내산

중국산/인도네시아산

중국산/칠레산/페루산

베트남산

베트남산

국내산

국내산

외국산/국산

국내산/중국산

rice

beef - tenderloin

beef - striploin

beef - chuck roll

beef - brisket

beef - brisket

beef - rib 

beef - tail

beef - bone

beef - tripe

beef - tripe

beef - top round

beef - foreleg

beef - jerky

beef - fat

beef - ham 

pork - belly

pork - shoulder

pork - leg

pork - loin

pork - bacon

pork - ham(jamong)

pork - ham, sausage

lamb

chicken

chicken - sausage

duck - breast

mackerel

tilefish

small octopus

squid

cuttlefish

webfoot octopus

crab

kimchi - cabbage, chili powder

beans

chili powder

domestic

australian

american

american

american

american

american

australian

domestic

australian

australian

domestic

australian

australian/american/newziland

domestic

australian

domestic/austrian

domestic

domestic

domestic

american

spain

imported(american,spain,canada)

/domestic

australian

domestic/thai

domestic

domestic

norway

domestic

chinese/indonesian

chinese/chile/peru

vietnam

vietnam

domestic

domestic

imported/domestic

domestic/chinese



all day



all day

콩(두부류)은 외국산/국내산을 사용합니다.

쌀과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위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10% V.A.T is included.

영양 꼬리곰탕

소고기-꼬리:호주산, 육수-사골,잡뼈:국내산 한우

진한 사골국물의 꼬리 곰탕

beef tail soup

nest 굴 해물 짬뽕밥

소고기:미국산, 낙지:인도네시아산, 오징어:중국산, 육수-닭:국내산

네스트 대표 중식 짬뽕 메뉴

spicy oyster seafood jjamppong rice

해물 잡탕밥

소고기:미국산, 낙지:인도네시아산, 오징어:중국산, 주꾸미:베트남산, 육수-닭:국내산

여러가지 해산물로 맛을 낸 잡탕밥

chinese stir-fried rice with assorted seaffood

네스트 수제 함박스테이크

소고기:호주산/국내산 섞음, 돼지고기:국내산

육즙이 풍부하고 소스와 조화가 일품인 함바그

hand-made hamburger steak

양 곱창 순두부 찌게

소고기-깐양, 곱창:호주산, 갈비:미국산, 육수-사골,잡뼈:국내산 한우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순두부 찌게

beef tripe soft tofu stew

사골 우거지 갈비 해장국

소고기:미국산, 육수-사골,잡뼈:국내산 한우

철분이 많은 우거지와 진한 사골육수로 맛을낸 우거지 갈비 해장국

cabbage soup with beef short rib

29,000

26,000

24,000

22,000

21,000

20,000

* 파송송 계란프라이 추가 시 2,000원



hot pots



hot pots 4인 기준

능이버섯 낙지 불고기 전골

소고기:미국산, 낙지:중국산, 육수-소고기:미국산

직접 만든 불고기와 버섯으로 맛을 낸 깔끔한 불고기 전골

small octopus and beef bulgogi hot pot with sarcodon aspratus

옥돔 구이와 삼겹살 김치 버섯전골

돼지고기:국내산, 옥돔:국내산, 육수-사골,잡뼈:국내산 한우

술안주에 좋은 옥돔 구이와 구수한 김치 버섯전골

set menu for pan fried tilefish and kimchi mushroom hot pot

삼겹살 김치 버섯전골

돼지고기:국내산, 육수-사골,잡뼈:국내산 한우

진한 사골육수와 묵은지로 맛을 낸 김치전골

kimch mushroom hop pot with pork belly

160,000

140,000

100,000

* 공깃밥은 별도입니다.

콩(두부류)은 외국산/국내산을 사용합니다.

쌀과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위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10% V.A.T is included.



special dishes



special dishes

콩(두부류)은 외국산/국내산을 사용합니다.

쌀과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위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10% V.A.T is included.

주꾸미 삼겹살 콤보세트

돼지고기:오스트리아산, 주꾸미:베트남산, 

육수-사골,잡뼈:국내산 한우

비법 소스로 맛을 낸 최고의 술안주 주꾸미삼겹살 (공깃밥, 우거지국 포함)

spicy stir fried pork belly and webfoot octopus

치킨텐더&버팔로윙과 고로케

닭고기:태국산

모듬 닭 날개 튀김과 감자고로케

deep fried chicken buffalo wings with croquettes

모둠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인 그린 샐러드

신선한 계절 채소와 상큼한 과일을 곁들인 견과류 샐러드

seasonal salad with fresh fruit and nuts 

SKY72 마른 안주

육포-소고기:호주산/미국산/뉴질랜드산

국내산 건과일과 견과류

beef jerky and dried snack

130,000

80,000

60,000

50,000



course



콩(두부류)은 외국산/국내산을 사용합니다.

쌀과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위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10% V.A.T is included.

Par 3

160,000 inc

하몽 샐러드

하몽(햄)-돼지고기:스페인산

fresh salad with jamon

치킨 텐더와 버팔로 윙

닭고기:태국산

deep fried chicken buffalo wings

삼겹살 김치 버섯전골

돼지고기:국내산, 육수-사골,잡뼈:국내산 한우

kimch mushroom hot pot with pork belly

계절과일

seasonal fresh fruit

course 4인 기준

* W 40,000원 추가 시 옥돔 구이와 김치 버섯전골로 변경가능

  옥돔 구이와 삼겹살 김치 버섯전골(돼지고기:국내산, 옥돔:국내산, 육수-사골,잡뼈:국내산 한우)



beverage



위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10% V.A.T is included.

wine

케이 빈트너스 파워라인, 쉬라즈

k vintners powerline Vineyard syrah 

스털링 나파 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sterling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샤또 그랑 바라이 라마젤 피작 생떼밀리옹 그랑 크뤼

chateau grand barrail lamarzelle figeac saint-emilion grand cru

1865 셀렉티드 빈야드 까베르네 소비뇽

1865 selected vineyard cabernet sauvignon

엘 토키 프레스티지 카베르네 소비뇽

el toqui prestige cabernet sauvignon

엘 토키 프레스티지 샤도네이

el toqui prestige chardonnay

콘차이토로 리제르바도 까베르네 쇼비뇽

concha y toro reservado cabernet sauvignon

320,000

280,000

280,000

120,000

60,000

60,000

50,000

모엣 샹동 임페리얼 브뤼

moet & chandon imperial brut

180,000

sparkling



위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10% V.A.T is included.

liquer

마오타이

moutai liquor

수정방

shui jing fang liquor

금문 고량주

kinmen kaoliang liquor

950,000

750,000

550,000

발렌타인 30년 750ml

ballantine's 30 years old

발렌타인 21년 750ml

ballantine's 21 years old

발렌타인 17년 750ml

ballantine's 17 years old

발렌타인 17년 500ml

ballantine's 17 years old

2,000,000

750,000

450,000

300,000

whisky



하이네켄 생맥주 피처 1,750cc

heineken draft pitcher 1,750cc

하이네켄 생맥주 350cc

heineken draft 350cc

테라 병맥주
terra bottle beer

40,000

12,000

8,000

beer

위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10% V.A.T is included.

traditional liquor

화요41 750ml

hwayo41 soju

일품진로25 375ml

 ilpum jinro25 soju 

화요17 375ml

hwayo17 soju

소주(진로이즈백/참이슬/처음처럼)

soju

100,000

35,000

30,000

11,000

플로리다 내추럴 오렌지 주스

florida's natural orange juice

플로리다 내추럴 자몽 주스    

florida's natural grape fruit juice 

10,000

10,000

juice



위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10% V.A.T is included.

coffee

tea

icedhot

아메리카노

americano

카페라떼

cafe latte

카푸치노

cappuccino

9,000

10,000

10,000

8,000

9,000

9,000

icedhot

홍차 

black tea

녹차

green tea

유자차

citron tea

둥굴레차

solomon`s seal tea

9,000

9,000

9,000

9,000

8,000

8,000

8,000

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