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가족 연회 안내

통창 너머 펼쳐지는 아름다운 한강 전경과 편안한 분위기, 최고의 셰프들이 선사하는

모던 이탈리안 퀴진을 만나보세요. 신선한 제철 재료와 다양한 시즈닝이 최고의 맛을 

연출하며, 와인 전문가가 엄선한 와인이 풍성한 다이닝을 선사합니다.



파라디조룸

피에노룸

최대 성인10인 연회

최대 성인15인 연회

* 돌상 없이 식사만 하실 경우 성인 2, 3인정도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  코스요리 주문으로 개런티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룸 이용 요금 없이 예약이 가능합니다.  

(점심 130,000원 이상 코스, 저녁 150,000원 이상 코스 성인 6인 이상 개런티) 

별실안내



※ 돌 상차림 관련 내용은 영업장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메뉴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금액은 1인 당 금액이며,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 된 금액입니다.

* 프로모션 메뉴 TRIPELLA는 중복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돌잔치 런치메뉴

BRUNELLO

프로모션 메뉴 TRIPELLA

MONTEPULCIANO

| LUNCH 130,000 | 7-10월   150,000

| 170,000 | 300,000

새우살을 곁들인 시져 샐러드

셰프 추천 수프 

트러플과 판체타를 곁들인 그라냐노 지방의 파케리 파스타

스페셜 셔벳

최상급 호주산 안심 구이와 관자 (소고기, 호주산) or
아이올리 소스를 곁들인 노르웨이산 연어와 관자 구이

티라미슈 or 수제 젤라토

커피 또는 차

3종류의 스페셜 에피타이저 (돼지고기, 이태리산)

트러플과 판체타를 곁들인 그라냐노 지방의 파케리 파스타

(돼지고기, 이태리산)

그릴한 지중해 스타일의 메로구이와 트러플향의 블랙잉크 소스

최상급 한우안심과 완도산 전복구이 (소고기, 국내산한우) or
호주산 양갈비와 완도산 전복구이 (양고기, 호주산)

라스베리 밀크 샹티이 크림 케익과 라스베리 허니 소스

커피 또는 차

블랙 트러플을 곁들인 지중해 스타일 한우 비프 샐러드

(소고기, 국내산 한우)

전복과 애호박으로 맛을 낸 스파게티

포트와인 소스와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푸아그라

(오리, 프랑스산) 

수비드로 조리된 미국산 등심과 캐비아를 올린 관자구이

(소고기, 미국산)

에스프레소 오페라케익과 칼루아 소스

홈메이드 젤라또

커피 또는 차

벨루가 캐비아

지중해식 해산물 샐러드와 이탈리안 드레싱

발사믹 소스를 곁들인 푸아그라 (오리, 프랑스산)

전복과 애호박으로 맛을 낸 화이트 와인 소스 스파게티

최상급 한우안심과 바닷가재 구이 (소고기, 국내산한우)

쇼콜라 그랑그루 바바로와즈 크림과 아몬드 케익

커피 또는 차 

코스요리

예약 및 문의  02 2022 0111
홈페이지  www.walkerhill.com



소규모 가족 연회 안내

정통 일식 레스토랑 모에기는 스시바, 데판야끼, 프라이빗 다이닝 룸, 다이닝 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의 스시바에서는 일본 동경의 에도마에 기법을 전승한 최고급 스시를 선보이고, 

일본의 고급 식문화를 담은 데판야끼에서는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한 데판 요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프라이빗 룸과 홀에서는 장인 정신을 담은 정통 가이세끼 요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통 일식 요리의 맛을 선사합니다



봄룸 SPRING

여름룸 SUMMER

아이 포함 최대 12인 연회

아이 포함 최대 12인 연회

*  12인을 초과하는 경우 6인 룸을 하나 더 연결하여 18인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인 경우 

 3개 룸을 연결하여 30인 까지 가능하오니 문의 부탁 드립니다.

*  최소 인원 성인 8인이 개런티 인원입니다.

별실안내



* 세부 메뉴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금액은 1인 당 금액이며,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 된 금액입니다.

소나무

아리타 가이세키

밤나무

미노 가이세키

| LUNCH 160,000 | LUNCH 180,000

부출

계절 샐러드

모둠 생선회

은대구 구이와 장어구이

새우 야채튀김

가케우동

계절 과일

찐 전복 조림

계절 전채요리

농어 맑은 국

계절 생선회 4종

전복, 푸아그라 간장구이 (오리, 프랑스산)

장어 우엉 도반구이

한우, 키조개 가츠 3종 소스 (소고기, 국내산 한우)

참 문어 우스즈쿠리

아나고 튀김, 유자산초 앙밥, 적 된장국, 일본김치

구운 치즈 케이크, 계절과일

부출

계절 샐러드

조리장 특선 생선회

은대구 구이와 장어구이

대게 야채튀김

모둠 스시와 우동

계절 과일

전복 산마즙

계절 전채요리

노래미 맑은 국

계절 생선회

옥돔 비늘구이

참돔 전복 두유 샤브샤브

한우가츠, 바닷가재 기미아게 3종 소스 (소고기, 국내산 한우)

계절생선 초회

대게 트러플 특선 솥밥, 적 된장국, 일본김치

구운 치즈 케이크, 계절과일

예약 및 문의  02 2022 0222
홈페이지  www.walkerhill.com

코스요리

| DINNER 210,000 | DINNER 270,000

※ 돌 상차림 관련 내용은 영업장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가족 연회 안내

숯불갈비 전문점 명월관은 최상급 한우와 전통 고급 참숯만을 사용하여 차별화된 갈비 맛을 선보입니다. 

단청 무늬 한옥의 단아한 멋이 돋보이는 인테리어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야외 정원을

갖추고 있어 특별한 날을 위한 장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백자룸

최소 8인, 최대 14인 연회

*  백자룸과 청자룸 룸지정은 어렵습니다.

*  백자룸은 성인 8인이 개런티 인원입니다.

청자룸
최소 15인, 최대 18인 연회

별관홀

최소 20인, 최대 32인 연회

별실안내



* 각 코스에는 음료(생맥주, 오렌지주스, 소프트) 중 택1 제공됩니다.

*  명월관은 숯불 갈비전문점으로 메인 고기는 테이블에서 직원이 구워드리며 연기가 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세부 메뉴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금액은 1인 당 금액이며,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 된 금액입니다.

한우 양념갈비정식 (소고기, 국내산한우) 한우 등심정식 (소고기, 국내산한우)| 123,000 | 142,000

셰프 특선 죽

특선 샐러드

육회 (소고기, 국내산 한우)

한우 양념갈비(170g)

냉면 또는 된장찌개
(육수, 고명 : 소고기, 국내산 한우 / 꽃게, 바레인산)

과일과 전통차

셰프 특선 죽

특선 샐러드

육회 (소고기, 국내산 한우)

한우 생등심(180g)

냉면 또는 된장찌개
(육수, 고명 : 소고기, 국내산 한우 / 꽃게, 바레인산)

과일과 전통차

코스요리

예약 및 문의  02 450 4595

홈페이지  www.walkerhill.com

※ 돌 상차림 관련 내용은 영업장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