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개살 곤드레 토장국

소화에 도움을 주고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곤드레 해장국
20,000

봄 주꾸미 전복 콩나물 해장국

제철 주꾸미와 숙취 해소에 좋은 속풀이 콩나물 해장국
20,000

한우 소고기 미역국

사태(소고기:국내산 한우) / 사골,잡뼈(국내산 한우)

한우 사태로 맛을 낸 담백하고 부드러운 건강식 

18,000

전복죽

원기 회복에 최고! 청정 바다의 맛
23,000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소세지 (돼지고기:국내산)

면역력 향상에 좋은 가니쉬와 샐러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서양식 조식

25,000

토스트 & (커피 or 생과일 주스)

부담없고 간단한 식사
12,000



전통섭국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좋은 토속음식

18,000

눈 꽃 돈까스 & 감자튀김
돈등심(돼지고기) : 국내산

바삭하게 튀겨낸 돈까스와 감자튀김이 곁들여지며, 푸짐한 눈 꽃 치즈

한우 안심 마늘 볶음밥
안심(소고기):국내산 한우, 돈후지(돼지고기):국내산

사골,잡뼈(소고기):국내산 한우, 햄(돼지고기,닭고기):국내산

한우 안심과 마늘향이 듬뿍 담겨 있어 풍미가 가득한 볶음밥

20,000

22,000

봄 나물 산채 돌솥 비빔밥

우찌민(소고기):국내산

다양한 봄나물과 힐링식 야채가 곁들여진 돌솥 비빔밥

19,000

냉이 달래 전복 해불 된장찌개     
대두: 국내산

해물과 전복으로 맛을 낸 한국 전통 밥상

22,000

전복 봄 나물 해산물 짬뽕     
오징어(국내산),갑오징어(베트남산),돼지 닭뼈(국내산)

전복과 각종 해산물을 볶아 불맛을 살리고 매콤하고 시원한 육수로 해장하기 좋은

21,000

능이 한우안심 류산슬 덮밥    
안심(소고기):국내산 한우

각종 해물, 암심과 면역 기능에 좋은 능이가 어우려진 고급진 맛의 덮밥

23,000



활어 회 덮밥
광어,우럭 : 국내산

싱싱한 생선회에 신선한 야채를 곁들인 계절의 참맛

21,000

물회와 메밀면
광어,우럭 : 국내산 / 한치:인도네시아산

싱싱한 제철 해물과 메밀면의 환상 궁합

단호박 크림 파스타

부드럽고 달달한 단호박 크림 소스와 신선한 새우를 곁들인 파스타

23,000

20,000

봄 나물 한우 안심 커리

안심(소고기):국내산 한우

새로운 스타일의 독특한 봄나물 안심 커리

22,000

봄 나물 정식     
고등어:노르웨이산, 대두:국내산, 우민찌(소고기):국내산 한우

생선구이, 봄나물 비빔밥, 해물된장찌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봄나물 정식

1인  30,000
2인  50,000



봄 주꾸미 두루치기
삼겹살,목살,전지(돼지고기):국내산

매콤 달콤한 주꾸미와 제철 산나물, 블루베리 쌈장을 곁들인 두루치기 쌈밥

90,000

능이 송이 버섯전골
불고기(소고기):국내산 한우,사골,잡뼈:국내산 한우

면역 기능을 높여 항암효과에 좋은 버섯 향기 가득한 전골

100,000

묵은지 통삼겹찜
삼겹살(돼지고기):국내산

겨울내 숙성한 묵은지와 삼겹살로 오래도록 끓여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는 찜

80,000

파 김치 장어 전골
민물장어:국내산

피로 회복에 좋은 장어와 잘 익은 파김치로 시원하고 칼칼함이 더해진 전골

150,000

한우 영양 전골
사골,잡뼈:국내산 한우 / 양지(소고기):국내산 한우 / 사태(소고기):국내산 한우

양질의 한우로 만든 일품 보양식 영양 전골

80,000



훈제 연어 토마토 샐러드

신선한 토마토에 브라타 치즈와 베제카 오일을 곁들인 훈제연어
70,000

리코타 하베스트 샐러드

리코타 치즈, 사과, 방울 토마토, 건 크랜베리, 아몬드 슬라이스, 샐러드믹스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들을 즐길 수 있는 샐러드

70,000

봄 나물 한우안심 스테이크 샐러드
안심(소고기:국내산 한우)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산뜻한 봄나물이 어울려진 샐러드

85,000

황태 더덕구이   

영양분이 풍부한 더덕과 황태가 바삭, 달콤,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황태구이
70,000

유림기
닭다리살(닭고기):국내산

바삭하게 튀겨낸 닭 다리살과 매콤, 새콤한 소스의 조화

75,000

블루베리 한우 안심 탕수육
안심(소고기:국내산 한우)

부추로 반죽하여 튀겨낸 바삭하고 쫀득한 맛과 새콤, 달콤한 블루베리 소스를 

곁들인 중화요리

85,000



팔보기
닭다리살(닭고기:국내산), 갑오징어(베트남산)

닭 다리살과 8가지 진귀한 해물을 더한 중화풍 요리 

80,000

능이 울금 수육
삼겹살(돼지고기:국내산)

수퍼푸드 울금과 국내산 돼지를 함께 삶아 만든 최고의 건강식 수육 

80,000

대추소스 한우안심
안심(소고기:국내산 한우)

부드러운 한우안심과 대추 소스의 달콤한 풍미가 어울려진 중화풍 요리

90,000

단호박 크림새우   

달콤한 단호박 크림소스와 바삭하게 튀겨낸 새우
80,000

XO장 메로 한우 안심
안심(소고기:국내산 한우)

XO소스의 매콤한 맛과 매로, 안심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요리

100,000

전가복

산과 바다의 송이와 전복으로 만든 최고의 건강 보양식
100,000



런치코스 5
50,000(1인)

웰컴디쉬

훈제연어 토마토

블루베리 한우 안심 탕수육
안심(소고기:국내산 한우)

묵은지 통삼겹 찜
돼지고기:국내산

후식



런치코스 7
70,000(1인)

웰컴디쉬

유림기
닭다리살(닭고기:국내산)

단호박 크림 새우

대추소스 한우 안심
안심(소고기:국내산 한우)

영양전골
사골잡뼈:국내산 한우, 양지(소고기):국내산 한우, 사태(소고기):국내산 한우

후식









엔젤프레소 6,000

아메리카노 9,000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00

카페라떼 11,000

아이스 카페라떼 11,000

카푸치노 11,000

사이다 4,000

콜라 4,000

우유 5,000

녹차 5,000

식혜 5,000

모과차* 5,000



처음처럼 9,000

참이슬

카스 병맥주

9,000

8,000

테라 생맥주 300cc 7,000

테라 생맥주 500cc 9,000

테라 생맥주 1700cc 25,000

칼스버그 생맥주 350cc 13,000

화요 17도 25,000

화요 25도 30,000

화요 41도 55,000

장수막걸리 10,000

팬텀 80,000

골든블루 사피루스 100,000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 150,000

윈저 12년 100,000

윈저 17년 200,000

발렌타인 17년 2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