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ING ROOM
Steak & Seafood Grill

Stone Pot Rice

Dessert

돌솥밥

Including Coffee or Tea

GRILLED VEGAN MEAT STONE POT RICE

커피 또는 차 한 잔이 제공됩니다.

25

채식 돌솥밥

Apple pie (for two)

사과 파이

Raspberry cheesecake

라즈베리 치즈케이크

13

Jeju hallabong mousse

제주 한라봉 무스

13

Chocolate fondant

초콜릿 퐁당

13

Seasonal fruit

계절 과일

13

Marinated vegan meat, crispy Gijang kelp, seasonal namul, chili sauce
콩고기, 기장 다시마 튀각, 계절 나물, 고추장 소스

GRILLED & BRAISED PORK BELLY STONE POT RICE

27

돼지고기 돌솥밥

Braised pork belly, crispy sesame leaf, Korean leek, king oyster mushroom, galbi sauce
돼지 삼겹살, 바삭한 깻잎, 부추, 새송이버섯, 갈비 소스 (돼지고기: 국내산)

WANDO ABALONE STONE POT RICE

32

(2인 기준)

24

완도 전복 돌솥밥
ASC Wando abalone, ginkgo nuts, chestnut, jujube, wild ginseng sprout, abalone soy sauce
ASC 인증 완도산 전복, 은행, 밤, 대추, 산삼배양근, 전복 내장 양념장

GRILLED EEL STONE POT RICE

Coffee & Tea
35

민물장어 돌솥밥

Single espresso, Americano

8

싱글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Grilled eel, ginger, spicy chili sauce
민물장어, 생강, 매운 고추 소스 (민물장어: 국내산)

Double espresso, Cappuccino, Café latte

9

더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라떼

Charcoal Grill

English breakfast, Earl grey, Darjeeling

8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얼그레이, 다즐링

그릴에 구운 육류와 해산물 세트
U.S. BEEF SIRLOIN & ASC WANDO ABALONE

53

Chamomile, Mint,
Korean Green tea, Buckwheat tea
캐모마일, 민트, 국내산 녹차, 메밀차

그릴에 구운 미국산 채끝 등심 & ASC 인증 완도산 전복

Tomato salad, butternut pumpkin soup, U.S. sirloin, ASC Wando abalone, mashed potato, roasted garlic
토마토 샐러드, 땅콩 호박 수프, 채끝 등심, ASC 인증 완도산 전복, 으깬 감자, 구운 마늘 (소고기: 미국산)

U.S. BEEF TENDERLOIN & LOBSTER

Beverages

57

Citrus ade (Grapefruit, lime, lemon)

그릴에 구운 미국산 안심 & 랍스터
Tomato salad, butternut pumpkin soup, U.S. tenderloin, lobster, mashed potato, roasted garlic

시트러스 에이드

토마토 샐러드, 땅콩 호박 수프, 안심, 랍스터, 으깬 감자, 구운 마늘 (소고기: 미국산)

8

(자몽, 라임, 레몬)

Orange ade
BRAISED BARRAMUNDI

33

오렌지 에이드

Omija-Yuzu ade

그릴에 구운 생선조림
ASC Barramundi, braised radish, grilled shishito pepper & mushroom, white rice

오미자 유자 에이드

ASC 인증 바라문디, 무조림, 그릴에 구운 꽈리고추와 버섯, 돌솥밥 (바라문디: 호주산)
Upgrade to small size abalone stone pot rice +5
전복 영양밥으로 변경 시 5,000원이 추가됩니다.

FRESH SQUEEZED JUICE

SEAFOOD STONE PLATE

37

오늘의 생선, 새우, ASC 인증 완도산 전복, 구운 마늘, 그릴에 구운 꽈리고추와 연근, 돌솥밥
Upgrade to small size abalone stone pot rice +5
전복 영양밥으로 변경 시 5,000원이 추가됩니다.

GALBI STONE PLATE
갈비구이
Marinated U.S. beef short rib, roasted garlic, grilled shishito pepper & mushroom, white rice
양념 소갈비, 구운 마늘, 그릴에 구운 꽈리고추와 버섯, 돌솥밥 (소갈비: 미국산)
Upgrade to small size abalone stone pot rice +5
전복 영양밥으로 변경 시 5,000원이 추가됩니다.

39

모둠 소고기 요리
Grilled U.S. tenderloin & U.S. sirloin & U.S. thin skirt, roasted garlic,
grilled shishito pepper & lotus root, white rice
그릴에 구운 안심 & 등심 & 안창살, 구운 마늘, 그릴에 구운 꽈리고추와 연근, 돌솥밥 (소고기: 미국산)
Upgrade to small size abalone stone pot rice +5
전복 영양밥으로 변경 시 5,000원이 추가됩니다.

WINE BY THE GLASS
La Pyramide, Brut, Veuve Amiot, France
Buehler Vineyards, White Zinfandel, USA
Sauvignon Blanc, Woven Stone, New Zealand
Malbec, '1300', Andeluna, Argentina

15
16
19
15

DRAFT BEER(350ML)
Ark 'Hug me', Korea

12

NUT FREE
견과류 무함유

아크 "허그 미"

BOTTLE BEER
Cass, Korea
Kloud, Korea

카스

10

클라우드

10

Budweiser, USA

버드와이저

Heineken, Netherlands

하이네켄

10
12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고춧가루: 국내산), 밥(쌀: 국내산)

GLUTEN FREE
글루텐 무함유

6

콜라, 라이트, 제로, 환타,
스프라이트, 진저에일
38

BEEF STONE PLATE

사과, 오렌지, 자몽, 당근

SOFT DRINK
Coca cola, light, zero,
Fanta, Sprite, Ginger ale

모둠 해산물 요리
Market fish, prawn, ASC Wando abalone, roasted garlic, grilled shishito pepper & lotus root, white rice

VEGETARIAN
채식주의자

10

Apple, orange, grapefruit, carrot

DAIRY FREE
유제품 무함유

SIGNATURE DISH
시그니처 메뉴

* PRICES ARE IN 1,000 KOREAN WON AND INCLUDE 10% GOVERNMENT TAX. * 상기 가격은 1천 원 단위이며, 10%의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돼지고기 돌솥밥

채식 돌솥밥

민물장어 돌솥밥

완도 전복 돌솥밥

그릴에 구운 생선조림

갈비구이

갈비구이

모둠 소고기 요리

그릴에 구운 생선조림

모둠 해산물 요리

그릴에 구운 미국산 채끝 등심

그릴에 구운 미국산 안심

랍스터

인증 완도산 전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