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prices above include service charge and tax.

상기 요금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During the day, when you need 休(Relaxation), have a relaxing time with 
Oakwood Tea Set consisting of varied types of Coffee and TWG Tea.

하루 일과중 休(휴), 하나가 필요할때 다양한 종류의 커피와 TWG 티로 구성된

OAKWOOD TEA SET로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Served with a cup of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와 함께 제공됩니다.

Monday to Sunday (2pm ~ 5pm)

KRW 52,000(2인 기준 / Per Two)  |  27,000(1인 기준 / Per One)

休(휴),  OAKWOOD TEA SET

Mugwort Five Legged Rice Cake
쑥 오쟁이 떡

Peach Iced Mochi
복숭아 아이스 모찌

Walnut dried persimmon
호두 곶감말이

Raspberry Panna Cotta
산딸기 파나코타

Gosibowl(Four Types)
고시볼 4종

休(휴), Set  A

休(휴), Set  B

Injeolmi Macaron
인절미 마카롱

Sweet Peach Bread
복숭아 빵

Walnut dried persimmon
호두 곶감말이

Raspberry Panna Cotta
산딸기 파나코타

Gosibowl(Four Types)
고시볼 4종



All prices above include service charge and tax.

상기 요금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Hot Ice

OAKWOOD COFFEE & PREMIUM TEA SELECTION

Coffee Selection

Americano 아메리카노 13,000  14,000

Espresso 에스프레소 14,000

Capuccino 카푸치노 14,000  15,000

Café Latte 카페라떼 14,000  15,000

Café Mocha 카페모카 14,000  15,000

※ 그랑 아로마
 이탈리아 밀라노 최고급 원두인 그랑 아로마는 이탈리아 국제 커피 테이스팅 대회에서

 골든 메달을 수상한 뛰어난 품질의 원두로서 꿀, 구운 빵, 버터, 시럽, 감귤류 향이 풍부한 원두입니다.

TWG Tea Selection

1837 Black Tea 1837 블랙 티 15,000  16,000
깊은 홍차의 맛과 은은히 밀려오는 스트로베리의 뒷맛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홍차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Tea

French Earl Grey 프렌치 얼그레이 15,000  16,000
클래식하면서 우아한 시트러스 과일향과 향긋한 수레국화의 향이 우러나오며 

얼그레이 향이 풍부한 Tea

Gnawa Tea 그나와 티 15,000  16,000
녹차와 홍차의 완벽한 비율로 혼합하여 만들었으며

민트의 청량함이 몸과 마음을 개운하게 해주는 Tea

English Breakfast Tea 잉글리쉬 블랙퍼스트 15,000  16,000
은은한 꽃향기가 더해져, 강하고 풍부한 느낌의 Tea

Crème Caramel 크림 카라멜 15,000  16,000
루이보스에 달콤한 프랑스의 향신료를 블렌딩하여 섬세한 매력이 느껴지며

카페인이 없어 어느 때나 마셔도 좋은 Tea

Oakwood Signature Tea

Iced Tea 아이스티   16,000

Red Bean Latte 팥라떼 13,000  14,000

※ The Wellness Group의 약자인 TWG Tea는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차 브랜드로 차 애호가 및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세계적인 TEA 브랜드입니다. 

 오크레스토랑에서는 TWG Tea 중에 최고의 재료만으로 엄선된 5가지 종류의 TWG Tea를 선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