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food dish

해산물 요리

Meat dish

육류 요리

meal

식사

Dessert

디저트

48,000

Coffee or Tea

커피 또는 티

40,000

(식사와 디저트 미포함)

한우와 양갈비는 MR(미디움레어)-M(미디움)사이로 제공됩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VAT included. Please let your server know if you have any restructions or allergies.

밥(쌀), 김치(배추, 고춧가루), 소고기(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쭈꾸미, 고등어, 갈치, 오징어 : 국내산 / 양고기 : 호주산 / 꽃게 : 국내산

LUNCH COURSE

해산물을 위한 페어링

육류를 위한 페어링

korean liquor 

white wine

red wine

(gls) 15,000

cave saint désirat <cuvée côte-diane>, saint - joseph, france

(gls) 13,000

château perey chevreuil–st.emilion grand cru, france

woven stone sauvignon blanc, new zealand

(gls) 10,000

(280ml) 16,000 

김천 과하주 16도



해산물을 위한 페어링

육류를 위한 페어링

chablis jean-marc brocard - bourgogne, france  

(gls) 12,000

korean liquor 

white wine

(280ml) 38,000 

안동소주 일품골드 40도 

korean liquor 

red wine

woven stone sauvignon blanc, new zeland

(gls) 10,000 

(280ml) 16,000 

김천 과하주 16도

château perey chevreuil–st.emilion grand cru, france

(gls) 13,000

cave saint désirat<cuvée côte-diane>, saint - joseph, france

(gls) 15,000

한우와 양갈비는 MR(미디움레어)-M(미디움)사이로 제공됩니다.

Cold Seafood dish

차가운 해산물 요리

Hot Seafood dish

뜨거운 해산물 요리

80,000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VAT included. Please let your server know if you have any restructions or allergies.

밥(쌀), 김치(배추, 고춧가루), 소고기(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쭈꾸미, 고등어, 갈치, 오징어 : 국내산 / 양고기 : 호주산 / 꽃게 : 국내산

DINNER COURSE

Dessert

디저트

meal

식사

Coffee or Tea

커피 또는 티

양갈비 또는 흑돼지
Lamb or Black Pork

한우 2종
2 kinds of beef



COFFEE

8,000아메리카노

9,000디카페인 커피

9,000카페라떼

9,000카푸치노

10,000바닐라 라떼

8,000에스프레소

TEA

9,000남해 유자차

7,500얼그레이 / 카모마일 / 페퍼민트

BLENDED TEA

11,000바다 담은 유자

11,000노을 담은 자몽

BEVERAGES

SOFT DRINK & FRUIT JUICE

11,000레몬 / 키위 / 유자 에이드

12,000오렌지 / 키위 / 자몽 생과일 주스

4,000콜라 / 제로 콜라 / 사이다 / 진저에일

SOJU 

35,000화요 25 도

BEER

12,000(Draft)  하이네켄 / 칭따오 

8,000(Bottle) 테라 / 카스 

Organic orange & carrot Juice

키즈 면역력 & 안티 톡신 주스

Korean kids set

어린이 한상 차림

Organic Steamed rice, Daily soup, Bulgogi, side dish

유기농 흰밥, 오늘의 국, 불고기, 반찬

Seasonal Fresh fruits, Ice cream

과일, 아이스크림

KIDS COURSE

35,000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VAT included. Please let your server know if you have any restructions or allergies.

소고기: 국내산 한우, 밥(쌀): 국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