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Hanwoo Beef Barbecue
炭火焼牛肉専門店 “明月館”

“明月馆”碳烤排骨专营店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명월관은 최상급 한우와 최고급 참숯만을 사용하여 차별화된 한우 맛을 선보입니다.

단청 무늬 한옥의 단아한 멋과 모던함이 돋보이는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야외 정원을
갖추고 있어 특별한 날을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Hanwoo Beef Barbecue restaurant Myongwolgwan delivers the finest Korean Hanwoo beef
grilled to perfection over a true charcoal flame. Choose from elegant traditional Korean-style Hanok seating indoors, or
step on out to our elegant outdoor garden, which boasts stunning views of Seoul’s Han River, providing the ultimate
Korean barbecue restaurant experience.
韓牛の炭火焼専門店「明月館」は、最高級の韓牛と堅炭のみを使用して至高の韓牛の味をお届けします。
美しい丹青が飾られた韓屋の端正な趣、
モダンさが引き立つ室内インテリア、
そして漢江を見渡せるおしゃれな野外庭園があり、
特別な日にふさわしい場所です。
炭烤牛排专营店明月馆坚持使用最上乘的韩牛和传统高级竹炭、为顾客奉上与众不同的韩牛风味。
丹青纹饰的韩屋优雅之美和与充满时尚感的室内设计相得益彰、再搭配能够将汉江美景尽收眼底的美丽露天花园、
是让特别的日子更加难忘的理想之所。

No.1 Korean Cuisine Restaurant
in the 2010 Seoul Restaurants Guide

WALKERHILL
MYONGWOLGWAN
Since its inception in 1984,
Myongwolgwan has made its name by providing top quality
hansik (Korean cuisine) and BBQ cooked to perfection using traditional charcoal grill.
Myongwolgwan outstanding hotel service and pride in its exquisite hanok building,
a traditional Korean wood-frame house.
Reservation
02. 450. 4595

워커힐 명월관이 ‘ZAGAT’ 에서 발행한 2010년 ‘서울 레스토랑 가이드’ 한식 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자갓은 음식 평론가와 고객들이 엄격한 조사와 등급으로 작성한 리뷰를 토대로 제작 및 전 세계로 배포,
판매되는 공신력있는 레스토랑 전문 가이드북 중 하나입니다.

Myongwolgwan has placed No.1 in the ‘Hansik’ (Korean cuisine) category for
<ZAGAT Seoul Restaurant 2010>. ZAGAT is renowned for the trusted restaurant
guide book. The ZAGAT restaurant rate is based on
the professional food critics’ accurate reviews.
ウォーカーヒル明月館は‘ZAGAT’発行の2010年
「ソウルレストラン ガイド」
で韓国料理部門第1位に選ばれました。
‘ZAGAT’は、料理評論家と顧客が 厳格な調査によって
ランク付けしたレビューを基に作られ、全世界で配布、
販売されている知名度と信用度のあるレストラン専門ガイドブックです。
华克山庄明月馆在ZAGAT旅行指南刊登的《2010年餐厅指南》里、

在韩餐厅分类中被评为第一名。
ZAGAT是美食评论家及消费者经过

严格调查及评级制作而成,面向世界各地发行、

被誉为最值得信赖的餐厅指南之一。

워커힐 명월관에서 사용하는 오징어,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쌀은 국내산을
사용하고, 꽃게(바레인산), 콩(두부)은 외국산을 사용하여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Origin of Myongwolgwan’s ingredients : Squid, pork, chicken, cabbage kimchi (cabbage and
chili powder), and rice are sourced domestically, blue crab (Bahrain) and soybeans used to make
tofu are imported.

ウォーカーヒル 明月館で提供しているイカ、
豚肉、
鶏肉、
白菜キムチ
（白菜、
唐辛子粉）、
米は韓国産を使用してお
ります。
ワタリガニのテンジャンチゲはバーレーン産ワタリガニを、
豆（豆腐）は外国産を使用しております。
华克山庄明月馆为顾客提供的食材中、鱿鱼、猪肉、鸡肉、辣白菜（白菜、辣椒末）、大米为韩国产、花蟹大酱汤

（花蟹_巴林产）、大豆（豆腐）为进口。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특별히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wish to make a special order, please advise one of our staff in advance.
食物アレルギーがある場合や、特別に希望されるメニューがございましたら、事前にお申しつけください。
如果您对某种食物过敏或是想要品尝某种特定的料理，请提前告诉我们。

명월관 별채
한우 오마카세(맡김차림) 다이닝
자연 속에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만난 감각적인 공간에서
한우를 기반으로 한 오마카세 (맡김차림) 다이닝을 선보입니다.
당일 엄선한 최상 등급의 한우와 최고급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여기에 명월관의 노하우와 워커힐만의 서비스를 더해
고객 여러분께 긴 여운이 남는 최고의 미식 체험을 선사합니다.

영업시간

점심 12 : 00 ~ 15 : 00
저녁 17 : 30 ~ 21 : 00

가격

대령숙수 30 만원 (점심, 저녁 가능)
런치스페셜 19 만원

※ 세금포함
※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할인 및 적립이 불가합니다.
※ 메뉴는 당일 최상 등급의 한우와 제철 식자재로 준비하여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최소 2일전)

名品 포장용 선물세트
MYONGWOLGWAN PREMIUM GIFT SET
/ 明月館 名品ギフトセット / 明月馆 名品礼盒套餐

최상의 맛과 품질로 유명한 명월관의 육류를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명품 육류는 품격있는 선물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You can enjoy the superior quality and flavor of Myongwolgwan’s premium cuts at home.
With simple and refined design, the product is ideal for a premium gift item.

포장판매

한우 불고기

간편식 4종세트

4 Kinds of HMR Set

Hanwoo Beef Bulgogi

明月館中食4種セット
明月馆4种袋装产品套餐

韓牛プルコギ
烤韩牛肉

한우불고기 600g / 된장찌개 /
갈비탕 / 장아찌 2종

KRW 165,000

1kg

2kg

[한우 불고기 (소고기: 국내산 한우)
갈비탕 (육수: 국내산한우, 소고기: 미국산)
된장찌개 (두부 콩: 외국산)]

(100g당 22,050 /소고기: 국내산 한우)

한우 양념 갈비

Marinated Hanwoo Beef
韓牛味付けカルビ
韩牛腌制排骨

1kg

2kg

KRW 220,500 KRW 441,000 KRW 324,000 KRW 648,000

(100g당 32,400 /소고기: 국내산 한우)

※ 유료 멤버쉽 & 제휴 할인 가능, 적립 불가

※ 포장 판매 시 포장 용기의 비용과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or packing, tax included for food container and preserving bag.

한우 모둠한상 ‘팔공 상강(霜降)한우’
Assorted Hanwoo Beef Cuts ‘PALGONG SANGGANG’
2021. 9. 1 (수) ~ 2021. 12. 31 (화)
‘팔공 상강한우’는 대구축산농협이 생산, 관리하는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입니다.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명월관에서는 지역별 청정 한우를 선정하여 국내 최고의
한우 맛을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세 번째 시즌, 팔공상강한우 모둠을 선보입니다.

경상북도 대구지역 축산농협만의 한우 고급육 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된 팔공

상강한우는 고기의 상강도(霜降度)를 높여 최고의 육질을 자랑합니다. 명월관 조

리장이 직접 엄선하여 구성한 부위별 스페셜 모둠은 팔공상강한우 고유의 뛰어난
풍미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PALGONG SANGGANG is Hanwoo beef brand, produced and managed by Daegu Livestock Cooperative.
Hanwoo Beef Barbecue restaurant Myongwolgwan delivers the finest Korean
Hanwoo beef. For the third promotion, we offer PALGONG SANGGANG assorted
Hanwoo beef. Produced by Gyeongsangbuk-do Daegu Livestock Cooperative’s
premium beef management program, PALGONG SANGGANG boasts premium
meat quality by increasing marbling degree(Sanggangdo). Carefully selected by a
head chef of Myongwolgwan, the special assorted menu offers rich flavor unique
to PALGONG SANGGANG Hanwoo beef.

MENU
한우 특선 모둠 (410g / 소고기 : 국내산 한우)

Assorted Hanwoo Beef Specials (410g / Beef : Korean Hanwoo beef)

KRW 320,000
※ 100g 당 가격 : 78,000원
※ 이용 시간 : 점심 (12 : 00 ~ 15 : 00), 저녁 (17 : 30 ~ 21 : 00)

명월관 리뉴얼 1주년 기념 프로모션

Promotion for the 1st anniversary of Myongwolgwan renewal
2021. 10. 1 (금) ~ 2021. 10. 31 (일)
한우 특별 정식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명월관에서는 리뉴얼 1주년을 기념하여 10월 한 달 동안 한우
특수 부위로 구성된 ‘한우 특별 정식’을 선보입니다. ‘한우 특별 정식’은 소량만 정선
되는 특수 부위 중 당일 조리장이 직접 선정한 최상급의 특수부위 두 가지를 명월관

특제 소스로 양념한 양념 고기와 생고기로 제공하며, 죽, 샐러드, 육회, 식사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월관 리뉴얼 1주년 기념 상차림 메뉴입니다. 한
정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명월관 한우 특별 정식으로 한우 특수 부위의 다채로운 맛
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부위는 당일 최상급으로 선정하며, 제공 시점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anwoo Beef Special Course Menu
In October, Hanwoo Beef Barbecue restaurant Myongwolgwan offers ‘Hanwoo
Beef Special Course Menu’ to celebrate the 1st anniversary of the renewal.
Hanwoo Beef Special Course Menu offers two kinds of premium special cuts,
which is carefully selected by a head chef out of limited stock, in marinated
dish with special sauce of Myongwolgwan and in raw meat. Along with this,
you can enjoy a heartfelt table setting including porridge, salad, Korean-style
raw beef, and main dish. With Myongwolgwan Special Course Menu for a
limited period only, enjoy diverse flavors of Hanwoo beef special cuts.
(The best special cuts are selected on the day, so it may vary depending
on the time of service.)

MENU
셰프 특선 죽 / 특선 샐러드 / 육회 / 조리장 추천 한우 특수부위 2종 (200g) / 냉면 또는 된장찌개 / 과일과 전통 차

Chef Special Porridge / Special Salad/ Korean-style Raw Beef / 2 Kinds of Hanwoo Beef Special Cuts selected by a head chef (200g)
Cold Noodles or Soybean Paste Stew / Fruits & Traditional Tea

KRW 110,000

* 2인 이상 주문 가능하십니다. A minimum order of two is required.

※ 소고기 (국내산 한우), 냉면 (육수, 고명 : 국내산 한우), 된장찌개 / 꽃게 (바레인산), 콩 (두부 : 외국산)
※ 제휴사 및 WPC 멤버십 10% 할인 가능, 적립 및 쿠폰사용 불가
※ 한정 판매에 따른 수량 소진 시 주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명
월
관
모
둠
한
상
Hanwoo Beef
Specials
한우 특선 모둠 880g
(100g당 85,230)
(소고기: 국내산 한우)

Assorted Hanwoo Beef Specials
韓牛特選盛り合わせ
韩牛特选拼盘

KRW 750,000

상기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에 한해 냉면(S) (육수,고명-소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된장찌개(S) (꽃게: 바레인산)를 16,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Naengmyeon (Cold Noodles) or bean paste stew(S) with a bowl of steamed rice is available for KRW 16,000 when ordering the above menu.
上記のメニューをご注文のお客様に限り、冷麺又はテンジャンチゲ(S)を 16,000ウォンでご提供しています。
选择以上菜单加16,000韩元可以获赠冷面或大酱汤(S)

명
품
한
우

한우 SUPEX 통 갈비 500g

(100g당 70,0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Hanwoo SUPEX Whole Beef Ribs
韓牛SUPEXスペアリブ

SUPEX韩牛整扇排骨

KRW 350,000

Hanwoo Beef
Specials

상기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에 한해 냉면(S) (육수,고명-소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된장찌개(S) (꽃게: 바레인산)를 16,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Naengmyeon (Cold Noodles) or bean paste stew(S) with a bowl of steamed rice is available for KRW 16,000 when ordering the above menu.
上記のメニューをご注文のお客様に限り、冷麺又はテンジャンチゲ(S)を 16,000ウォンでご提供しています。
选择以上菜单加16,000韩元可以获赠冷面或大酱汤(S)

명
품
한
우

한우 “병풍” 갈비 450g

(100g당 77,8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Hanwoo Beef “Byeongpung (Folding Screen)”
韓牛“屛風”カルビ

“屏风”韩牛排骨

KRW 350,000

Hanwoo Beef
Specials

상기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에 한해 냉면(S) (육수,고명-소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된장찌개(S) (꽃게: 바레인산)를 16,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Naengmyeon (Cold Noodles) or bean paste stew(S) with a bowl of steamed rice is available for KRW 16,000 when ordering the above menu.
上記のメニューをご注文のお客様に限り、冷麺又はテンジャンチゲ(S)を 16,000ウォンでご提供しています。
选择以上菜单加16,000韩元可以获赠冷面或大酱汤(S)

한
우
명
품
구
이
류
Hanwoo Beef
Specials

생등심 1인분 200g

(100g당 47,5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Hanwoo Beef Sirloin
韓牛生ロース
韩牛鲜里脊

KRW 95,000
생갈비 1인분 160g

(100g당 68,75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Hanwoo Beef Ribs
韓牛 生カルビ

韩牛鲜排骨

KRW 110,000
한우 육회 150g

(100g당 40,0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Seasoned Raw Beef Slices
韓牛ユッケ

生拌韩牛肉

KRW 60,000

상기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에 한해 냉면(S) (육수,고명-소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된장찌개(S) (꽃게: 바레인산)를 16,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Naengmyeon (Cold Noodles) or bean paste stew(S) with a bowl of steamed rice is available for KRW 16,000 when ordering the above menu.
上記のメニューをご注文のお客様に限り、冷麺又はテンジャンチゲ(S)を 16,000ウォンでご提供しています。
选择以上菜单加16,000韩元可以获赠冷面或大酱汤(S)

CHENE BLEU
Astralabe
France, ventoux
품종
알코올

Grenache 75%, Syrah 25%
14% vol

Tasting Notes
산도
바디
타닌

KRW 70,000

한
우
명
품
구
이
류
Hanwoo Beef
Specials

특 양념갈비 1인분 180g

(100g당 49,4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Marinated Prime Hanwoo Beef Ribs
韓牛特上味付けカルビ
特级韩牛腌制排骨

KRW 89,000

양념갈비 1인분 200g

(100g당 36,0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Marinated Hanwoo Beef Ribs
韓牛味付けカルビ
韩牛腌制排骨

KRW 72,000

상기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에 한해 냉면(S) (육수,고명-소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된장찌개(S) (꽃게: 바레인산)를 16,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Naengmyeon (Cold Noodles) or bean paste stew(S) with a bowl of steamed rice is available for KRW 16,000 when ordering the above menu.
上記のメニューをご注文のお客様に限り、冷麺又はテンジャンチゲ(S)を 16,000ウォンでご提供しています。
选择以上菜单加16,000韩元可以获赠冷面或大酱汤(S)

Woodstock Shiraz
Australia, McLaren Vale
품종
알코올

Syrahz 25%
14.7% vol

Tasting Notes
산도
바디
타닌

KRW 50,000

한
우
명
품
구
이
류
Hanwoo Beef
Specials

한우 모둠 주물럭 180g

(100g당 47,2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Marinated Assorted Hanwoo Beef
韓牛もみダレの盛り合わせ
调味韩牛拼盘

KRW 85,000
숯불 불고기 1인분 200g

(100g당 24,500원 / 소고기: 국내산 한우)
Hanwoo Beef Bulgogi
韓牛炭火焼肉
碳烤韩牛肉

KRW 49,000

※ 숯불 불고기는 점심 한정 판매합니다.
※ The menu is available only for the lunch.
※ ランチタイム限定で販売いたします。
※ 此菜品仅限午餐期间销售。

상기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에 한해 냉면(S) (육수,고명-소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된장찌개(S) (꽃게: 바레인산)를 16,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Naengmyeon (Cold Noodles) or bean paste stew(S) with a bowl of steamed rice is available for KRW 16,000 when ordering the above menu.
上記のメニューをご注文のお客様に限り、冷麺又はテンジャンチゲ(S)を 16,000ウォンでご提供しています。
选择以上菜单加16,000韩元可以获赠冷面或大酱汤(S)

CHENE BLEU
Astralabe
France, ventoux
품종
알코올

Grenache 75%, Syrah 25%
14% vol

Tasting Notes
산도
바디
타닌

KRW 70,000

한
우
특
수
부
위

차돌박이

(100g 75,0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Chadolbagi (Beef Brisket)

チャドルバキ
牛胸叉肉

KRW 75,000

우설

(100g 75,0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Useol (Beef Tongue)
牛タン
牛舌

Hanwoo Beef
Specials

KRW 75,000
안심

(100g 110,0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Hanwoo beef Tenderloin
韓牛內心

韓牛肋骨肉

KRW 110,000

상기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에 한해 냉면(S) (육수,고명-소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된장찌개(S) (꽃게: 바레인산)를 16,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Naengmyeon (Cold Noodles) or bean paste stew(S) with a bowl of steamed rice is available for KRW 16,000 when ordering the above menu.
上記のメニューをご注文のお客様に限り、冷麺又はテンジャンチゲ(S)を 16,000ウォンでご提供しています。
选择以上菜单加16,000韩元可以获赠冷面或大酱汤(S)

Woodstock Shiraz
Australia, McLaren Vale
품종
알코올

Syrahz 25%
14.7% vol

Tasting Notes
산도
바디
타닌

KRW 50,000

한
우
특
수
부
위

살치살

(100g 80,0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Salchisal (Chuck Flap Tail)

ハネシタ
板腱肉

KRW 80,000
치마살

(100g 85,0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Chimasal (Thin Flank)
牛バラ肉
牛腹肉

Hanwoo Beef
Specials

KRW 85,000
안창살

(100g 130,000 / 소고기: 국내산 한우)
Anchangsal (Thin Skirt)

ハラミ

隔膜肉

KRW 130,000

상기 메뉴를 주문하신 고객에 한해 냉면(S) (육수,고명-소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된장찌개(S) (꽃게: 바레인산)를 16,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Naengmyeon (Cold Noodles) or bean paste stew(S) with a bowl of steamed rice is available for KRW 16,000 when ordering the above menu.
上記のメニューをご注文のお客様に限り、冷麺又はテンジャンチゲ(S)を 16,000ウォンでご提供しています。
选择以上菜单加16,000韩元可以获赠冷面或大酱汤(S)

명
월
관
상
차
림
Myongwolgwan
Set Menu

한우 등심 정식 (소고기: 국내산 한우)
Hanwoo Beef Sirloin Set
韓牛ロース定食
韩牛里脊套餐

KRW 155,000

한우 양념갈비 정식 (소고기: 국내산 한우)
Marinated Hanwoo Beef Ribs Set
韓牛味付けカルビ定食
腌制韩牛排骨套餐

KRW 130,000
셰프 특선 죽

Chef’s Special Porridge of The Day
シェフの特選おかゆ
主厨特选粥品

특선 샐러드
Special Salad
特選サラダ
特选沙拉

육회 (소고기: 국내산 한우)

Seasoned Raw Beef Slices (Korean Hanwoo Beef)
ユッケ
生拌牛肉

한우등심 (200g) or 한우 양념갈비 (200g)
(소고기: 국내산 한우)

Your choice of Hanwoo Beef Sirloin or Marinated Hanwoo Beef Ribs
韓牛ロース or 韓牛 味付けカルビ
韩牛里脊或腌制韩牛排骨

냉면 또는 된장찌개

(육수,고명-소고기: 국내산 한우,꽃게: 바레인산)
Your choice of Naengmyeon (Cold Noodles) or
Bean Paste Stew with Steamed Rice
冷麺またはテンジャンチゲ
冷面或大酱汤

과일과 전통차

Fruits with Traditional Tea
果物と伝統茶
水果与传统茶
※ 2인 이상 주문 가능하십니다.
※ A minimum order of two is required.
※ 2人前からご注文可能です。
※ 需2人以上点餐。

점
심
한
정
특
선
Myongwolgwan
Set Menu

소담 상차림

Sodam Table d’hote
ソダム・ランチコース

肴馔席 (丰盛而悦目的美食)

KRW 95,000
셰프 특선 죽

Chef’s Special Porridge of The Day
シェフの特選おかゆ
主厨特选粥品

특선 샐러드
Special Salad
特選サラダ
特选沙拉

육회 (소고기: 국내산 한우)

Seasoned Raw Beef Slices (Korean Hanwoo Beef)
ユッケ
生拌牛肉

U.S. 생갈비 (250g) or U.S. 양념갈비 (250g)
(소고기: 미국산)

American Beef Rib or Marinated Grilled Beef

U.S. 生カルビ or U.S. 味付けカルビ
U.S 鲜牛排 or U.S. 调味牛排

냉면 또는 된장찌개

(육수,고명-소고기:국내산 한우,꽃게:바레인산)
Your choice of Naengmyeon (Cold Noodles) or
Bean Paste Stew with Steamed Rice
冷麺またはテンジャンチゲ
冷面或大酱汤

과일과 전통차

Fruits with Traditional Tea
果物と伝統茶
水果与传统茶

※ 점심 한정 판매하며 2인 이상 주문 가능하십니다.
※ The menu is available only for the lunch and a minimum order of two.
※ ランチタイム限定で、2人前からご注文可能です。
※ 此菜品仅限午餐期间销售、需2人以上点餐。

단

SUPEX 김치

자연송이

품

SUPEX キムチ
SUPEX泡菜

マツタケ 松茸

KRW 19,000

싯가 Market price

À la carte

SUPEX Kimchi

Wild Pine Mushroom

野生松茸

양송이

굴비 (국내산)

マッシュルーム

イシモチの干物

KRW 30,000

KRW 200,000

Button Mushroom
烤蘑菇

Dried Yellow Corvina

干黄花鱼

식
사
Meal

갈비탕 (육수: 소고기 국내산 한우 / 소고기: 미국산)
Galbi-tang (Short Rib Soup)

カルビタン
排骨汤

KRW 31,000
한우 갈비탕 (소고기: 국내산 한우)

Hanwoo Galbi-tang (Korean hanwoo beef short rib soup)
韓牛カルビタン
韩牛排骨汤

KRW 41,000
물냉면 또는 비빔냉면 (육수,고명-소고기: 국내산 한우)
Naengmyeon (Cold Noodles) or Bibim-naengmyeon
(Spicy Buckwheat Noodles)
水冷麺またはビビン冷麺
冷面或拌冷面

KRW 21,000
한우 차돌박이 꽃게 된장찌개

(소고기: 국내산 한우,꽃게: 바레인산)

Soybean Paste Stew with Blue Crab and Korean Hanwoo Beef Brisket
韓牛チャドルバギとワタリガニのテンジャンチゲ
韩牛花蟹大酱汤

KRW 39,000
한우 차돌박이 꽃게 된장찌개와 영양돌솥밥
(소고기: 국내산 한우,꽃게: 바레인산)

Blue Crab and Soybean Paste Stew, Korean Hanwoo Beef Brisket,
and Healthy Mixed Rice Served in a Hot Stone Pot

韓牛チャドルバギとワタリガニのテンジャンチゲ、栄養釜飯

韩牛花蟹大酱汤配营养石锅饭

KRW 55,000

※ 점심 한정 판매 합니다.
※ The menu is available only for the lunch.
※ ランチタイム限定で販売いたします。
※ 此菜品仅限午餐期间销售。

CHAMPAGNE & SPARKLING WINE
M401

Roger Goulart. “Brut Réserve”

Spain, Penedes

2017

Veuve Clicquot Ponsardin. “Yellow Label”

France, Champagne

NV

Mailly. “Grand Cru Brut”

France, Champagne

NV

Palmer & Co, Blanc de Blancs

France, Champagne

NV

Moёt & Chandon. “Dom Pérignon”

France, Champagne

2010

Vignerons Associes
Bourgogne Chardonnay

France, Bourgogne

2017

Spy Valley. Sauvignon Blanc

New Zealand, Marlborough

2020

Chene Bleu “Astralabe Blanc”

France-Ventoux

2019

Duckhorn Sauvignon Blanc

U.S.A-Napa Valley

2018

Gaja, Vistamare

Italy-Toscana

2019

Louis Michel et Fils, Chablis Montee de Tonnerre

France, Chablis

2016

Jermann W Dreams

Italy-Friuli Venezia Giulia

2017

Woodstock shiraz

Australia, McLaren Vale

2016

Hoopes Hoopla Red Blend

U.S.A, Napa Valley

2015

B037

Badboy.

France-Bordeaux

2016

G202

Château Grand Abord.

France-Grave

2015

C069

Emiliana. “Coyam”

Chile-Colchagua Valley

2017

Chêne Bleu. “Astralabe”

France-Ventoux

2015

B049

Barolo. “Essenze”

Itlay, Piemonte

2013

E151

Banfi. “Cum Laude”

Italy, Toscana

2015

A004

Raymond. “Reserve Selection” Merlot

U.S.A, Napa Valley

2017

L337

L333

WHITE WINE
M353

M368

RED WINE
C063

빈티지는 와인수급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Vintage may vary by a condition of wine supplies."

50,000

110,000
130,000
190,000
370,000

(gls)

50,000
20,000
50,000
70,000
70,000
90,000

100,000
160,000

(gls)

50,000
20,000
60,000
60,000
60,000
60,000
70,000
90,000
90,000

110,000

BEVERAGE

Korean Premium Alcoholic Drink
화요 소주 (17도)

375ml

29,000

화요 소주 (25도)

375ml

43,000

화요 소주 (41도)

200ml

45,000

복순도가(福順都家) 손 막걸리 (6.5도)

935ml

40,000

2019 샤또 소백 산향기 캠벨 어얼리 (12도)

750ml

40,000

2016 샤또 미소 프리미엄 레드. 캠벨 & 머루 (13도)

750ml

45,000

고창 복분자 (16도)

500ml

130,000

스텔라 아르투아 생맥주 (벨기엘)

330ml

17,000

선데이 모닝 (한국)

330ml

17,000

카스

330ml

12,000

테라

330ml

12,000

Hwayo Soju Alc. 17%
Hwayo Soju Alc. 25%
Hwayo Soju Alc. 41%

Korean Wine

Rice Wine - Bok soon do ga 6.5%

Red Wine - Chateau Sobaek. Campbell Early
Red Wine - Chateau Miso Premium Red

Raspberry wine - Gochang Bokbunja Alc 16%

Beer

Stella Artois Draft Alc. 5%

ARK Sunday morning Alc 4.3%
Cass Alc. 4.5%
Terra (Bottle) Alc. 4.6%

Premium Whisky
발렌타인 17년

Ballantine’s 17Y

(gls)

25,000

BEVERAGE

Non-Alcoholic Drink

소프트 드링크 (콜라, 스프라이트, 토닉, 진저에일, 소다, 제로 콜라, 오렌지 쥬스)
Stoft Drink (Coke, Sprite, Tonic, Ginger Ale, Soda, Zero Coke)

9,000

생수 (에비앙, 페리에, 페리에 레몬, 산펠레그리노)

10,000

우롱차

Oolong Tea

11,000

Coffe or Tea

7,000

Water (Evian, Perrier,Perrier Lemon, San Pellegrino)

커피 또는 차
제철 과일 쥬스
Seasonal Juice

2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