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트메뉴

홀인원 SET 240,000/4인

•전복관자새우샐러드 （관자,새우/수입산, 전복/국내산）

• 살치살 큐브 스테이크와 버섯볶음 （소고기/미국산）

•보리굴비와 청국장 （굴비/중국산）

• 과일 or 케익

알바트로스 SET 200,000/4인

•훈제 연어샐러드 （연어/노르웨이산)

• 살치살구이와 버섯아스파라거스 （소고기/미국산）

•갈능낙탕 （소고기/미국산）

• 과일 or 케익

이글 SET 180,000/4인

•전복관자새우샐러드 （관자,새우/수입산, 전복/국내산）

• 갈비살 능이 낙지전골 （소고기/미국산）

• 과일 or 케익

버디 SET 150,000/4인

•소고기 탕수육 （소고기/미국산)

• 청도 미나리 쌈밥 （돼지고기/국내산）

• 과일 or 케익

파 SET 140,000/4인

•닭날개튀김과 샐러드 （닭고기/국내산）

• 한돈 묵은지전골 （돼지고기/국내산）

• 과일 or 케익

보기 SET 120,000/4인

•훈제연어 샐러드 （연어/노르웨이산)

• 능이 토종닭백숙 （닭/국내산）

• 과일 or 케익

※ 모든 세트메뉴는 인원수 변동 가능합니다.



식사류

조식

중〮석식

•미국식 조찬 （베이컨,소시지/수입산）

• 한우 곱창 우거지 해장국 （소고기/국내산, 곱창/호주산 ）

•전복해물 순두부찌개 （전복,바지락/국내산）

• 우렁 아욱국 （우렁/국내산）

18,000

15,000

15,000

15,000

•갈비 능이 낙지탕 （소고기/국내산）

• 멍게 비빔밥 （멍게/국내산）

•한우대창 간장덮밥 （대창/국산）

• 자연송이 해물덮밥 （자연송이/중국산）

20,000

18,000

18,000

17,000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 （고등어/노르웨이산）

• 비프 오므라이스 （소고기/호주산）

•한우 곱창 우거지 해장국 （소고기/국내산, 곱창/호주산 ）

• 전복해물 순두부찌개 （전복,바지락/국내산）

• 우렁 아욱국（우렁/국내산）

17,000

16,000

15,000

15,000

15,000

22,000• LA갈비와 냉면 （소갈비/미국산）



일품요리

주방장 추천메뉴 (4인식사)

100,000

80,000

70,000

70,000

•보리굴비와 청국장 （굴비/중국산）

• 참게 빠가 수제비 매운탕 （참게,빠가사리/국내산）

• 갈비살 능이 낙지전골 （소고기/미국산）

120,000

120,000

110,000

•청도 미나리 쌈밥 （돼지고기/국내산）

• 능이 토종닭백숙 （닭/국내산）

•한돈 묵은지전골 （돼지고기/국내산）

100,000

80,000

80,000

•자연송이 전복 해물볶음 （자연송이/중국산,전복/국내산）

• 살치살구이와 버섯아스파라거스 （소고기/미국산）

•소고기 탕수육 （소고기/미국산)

• 전복관자새우샐러드 （관자,새우/수입산, 전복/국내산）

•닭날개튀김과 샐러드 （닭고기/국내산）

• 훈제 연어샐러드 （연어/노르웨이산)

60,000

50,000

※ 4인식사는 공기밥포함 가격입니다.



• 발렌타인 17년(500ml)

• 병맥주

• 생맥주 300cc / 500cc

• 생맥주 2,000cc

• 프리미엄 생맥주 300cc

• 화요 41˚

• 화요 25˚

• 화요 17˚

• 소주 (참이슬 후레쉬, 처음처럼)

• 막걸리 (가평 잣, 지평)

• 생과일주스 (홍시,블루베리)

• 카페라떼 / 아이스 카페라떼

• 카푸치노

• 아메리카노 / 아이스 아메리카노

• 생강차

• 유자차

• 대추차

• 탄산 음료 (사이다, 콜라)

음료

주류

8,000

7,000/8,000

7,000

7,000/8,000

6,500

6,500

6,500

4,500

200,000

7,000

6,000/8,000

30,000

8,000

50,000

40,000

30,000

10,000

1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