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turday SPECIAL MENU

*토요일에는 상기 메뉴만 가능합니다.

Only the above menu is available on Saturday.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9,500

Mixed Green Salad  모둠 야채 샐러드
Served with your choice of house dressings

다양한 드레싱 선택 가능

12,000

Pork Cutlet  돈가스
Served with your choice of french fries or rice

밥 또는 감자튀김 중 선택

- 원산지 : 돼지고기:국내산, 쌀:국내산

19,500

Chicken Club Sandwich  치킨 클럽 샌드위치
Grilled marinated chicken breast, bacon, lettuce, tomato, 
fried egg, Korean spicy mayonnaise and fried potatoes

구운 닭가슴살,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 달걀 프라이

한국식 매운 마요네즈를 곁들인 샌드위치.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

- 원산지 : 닭고기:국내산, 돼지고기:미국산

20,500

Kori Gomtang  꼬리곰탕
Beef oxtail broth, Served with rice and condiments

밥, 국, 반찬이 함께 제공

- 원산지 : 소꼬리:호주산, 쌀.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23,000

Woogeogi-sagoltang  우거지 사골탕
Bone marrow soup with vegetables, Served with rice and condiments

밥, 국, 반찬이 함께 제공

- 원산지 : 쇠고기:호주산, 쌀.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23,000

Kalbi jim (Korean Style Braised Ribs)  갈비찜
Served with rice, Korean soup and condiments

밥, 국, 반찬이 함께 제공

- 원산지 : 소꼬리:미국산, 쌀.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국내산

25,000



Fried Chicken with Mustard sauce  후라이드 순살치킨 머스타드 소스
- 원산지 : 닭고기:국내산

27,000

Pizza Quattro Stagioni  사계절 피자
Topped with tomato sauce, mozzarella, mushrooms, ham, artichokes and bell peppers

모짜렐라 치즈, 버섯, 햄, 아티초크 및 파프리카가 토핑된 토마토소스 피자

- 원산지 : 돼지고기:국내산

28,000

Fried Shrimp  새우튀김
Green Salad, Tartare Sauce Shrimp 15pc Served with Local Beer(355ml) 1can & Soft Drink(355ml) 1can

바삭한 새우튀김(15미), 야채샐러드, 국산 캔맥주(355ml) 1캔, 소프트 드링크(355ml) 1캔

38,000

Pan Roasted Halibut  구운 광어요리
Served with fresh tomato coulis, capers, herbs, mashed potatoes, grilled vegetables

토마토 쿨리, 케이퍼, 허브, 매쉬드 포테이토, 야채와 함께 제공

- 원산지 : 광어:국내산

40 ,000

Grilled Beef Tenderloin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Served with Vegetables, mashed potatoes and red wine sauce or black peppercorn sauce

야채, 매쉬드 포테이토와 함께 제공

레드 와인 소스 또는 블랙 페퍼콘 소스 선택

- 원산지 : 쇠고기:호주산

48 ,000

Chimac  치맥
Fried Chicken & Soy Marinated Grilled Chicken Leg and French Fried Potato with Honey Mustard,

Tomato Ketchup Served with Local Beer(355ml) 3can

순살프라이드 치킨, 구운 닭다리, 감자튀김, 머스타드, 토마토케첩, 국산 캔맥주(355ml) 3캔

- 원산지 : 닭고기:국내산

53 ,000

Served  11:00am - 22:30pm
주문 가능 시간  11:00am - 22:30pm

Please press the ROOM SERVICE button to place your order. 
주문시 룸서비스 버튼(내선 1번)을 누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