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은 레스토랑은 굽거나 비뚤어지지 아니하며 고객을 생각하는 한결같은 바른  

마음, 곧은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매일 공수되는 식재료, 직접 담근 장, 직접  

재배하는 향신료 등 가장 건강한 최상위 재료와 최고 쉐프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독창적인 제철음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MORNING
HOURS  7:00~11:00 (L.O 10:30)

황태 해장국 두부(대두):국내산

Dried pollack Hangover Soup
24,000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호주산

Seaweed soup with Beef
24,000

대파 육개장 소고기:호주산

Green onion hot spicy meat stew
25,000

차돌박이 뭇국 소고기:미국산

Beef Brisket with Radish soup
25,000

토스트 & 아메리카노 커피 or 데일리 주스

Toast & Americano or Daily juice
15,000

서양식 조식 돼지고기(소시지):국산,외국산/돼지고기(베이컨):미국산

American Breakfast

- 샐러드, 당근 라페, 계절 과일, 크리미 콘

  포치드 브로콜리, 베이컨과 소시지, 계란, 아메리카노 + 데일리 주스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으니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3,000

단품 식사

소고기(사골·잡뼈):국내산 한우/쌀(일반미,찰기장,흑미):국내산/오징어(젓갈):중국산

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키즈 함박스테이크 소고기:미국산/돼지고기:국내산                 

Kids Hamburger Steak
16,000

키즈 오믈렛             
Kids Omelet with Rice

16,000

설해원 황제짬뽕

Spicy Seafood Noodle Soup
쭈꾸미:태국산/낙지:중국산

24,000

해물 초당 순두부 찌개 두부(대두):국내산/쭈꾸미:태국산

Soft Tofu Seafood Stew
24,000

양양 전통 섭국
Korean-style Mussel Soup

25,000

모둠 버섯 해물 덮밥 쭈꾸미:태국산

Stir-fried Seafood and Mushroom with Rice
25,000

함박 스테이크 소고기:미국산/돼지고기:국내산

Hamburger Steak
27,000

곤드레 불고기 비빔밥 소고기:국내산 한우

Bulgogi Bibimbap
27,000

양양 표고 버섯 한우 뚝배기불고기 소고기:국내산 한우

Hot-pot Bulgogi with YangYang Shiitake
27,000

한우 도가니곰탕  소고기:국내산 한우

Korean Ox Knee Soup
27,000

메로 매운탕  메로:원양산

Spicy Patagonian toothfish Soup
28,000

안심 버섯 오므라이스 소고기:국내산 육우

Omelet Rice with Beef and Mushroom
28,000

LUNCH 
HOURS  11:00~14:30 (L.O.14:00)

단품 식사

NEW

소고기(사골·잡뼈):국내산 한우/쌀(일반미,찰기장,흑미):국내산/오징어(젓갈):중국산

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보리굴비 한상 소고기:국내산 한우/굴비(부세):중국산/두부(대두):국내산

Dried yellow corvina with soybean paste stew
35,000

쭈꾸미 삼겹살 쌈밥 한상
Sauted pork belly with Baby Octopus and Veggie wrap
돼지고기:국내산/쭈꾸미:태국산/두부(대두):국내산/소고기:국내산 한우 

35,000

한상차림(1인)

Chef 's Choice

BEST



제철 모둠 회덮밥 광어:국내산/도미:국내산·일본산 

Raw fish Bibimbap
27,000

생 대구 매운탕/맑은탕  대구:국내산

Spicy Codfish soup or Mild Codfish soup
28,000

제철 멍게 모둠 회덮밥 광어:국내산 / 도미:국내산·일본산 / 멍게:국내산

Sea squirt Bibimbap 
29,000

설해 물회 정식과 녹차 메밀
Raw fish with Cold soup, Green tea noodle
광어:국내산/도미:국내산·일본산

35,000

자연산 생 참복 매운탕/맑은탕 참복어:국내산

Spicy Pufferfish soup or Mild Pufferfish soup
42,000

도미머리술찜 도미:국내산·일본산

Braised Sea Bream Head in Rice Wine
45,000

도미머리조림 도미:국내산·일본산

Braised sea bream head
*도미머리조림은 lunch(점심) 에만 가능합니다.

50,000

자연산 생 참복수육

Boiled Pufferfish Slices 
참복어:국내산

180,000

연어 구이 정식 연어:노르웨이산 

Grilled Salmon Set Meal
38,000

연어 아보카도 덮밥 연어:노르웨이산

Salmon Avocado Bowl
38,000

 JAPANESE : ALL DAY DINING

일식요리

시즌 한정

쌀(일반미,찰기장,흑미):국내산/오징어(젓갈):중국산

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두부(대두):국내산

HOURS  11:00~21:00 (L.O 20:00)  |  Break Time 14:00~17:00

Chef 's Choice

BEST



DINNER
HOURS  17:00~21:00 (L.O. 20:30)

단품 식사

보리굴비 한상 소고기:국내산 한우/굴비(부세):중국산/두부(대두):국내산

Dried yellow corvina with soybean paste stew
35,000

쭈꾸미 삼겹살 쌈밥 한상
Sauted pork belly with Baby Octopus and Veggie wrap
돼지고기:국내산/쭈꾸미:태국산/두부(대두):국내산/소고기:국내산 한우 

35,000

한상차림(1인)

Chef 's Choice

소고기(사골·잡뼈):국내산 한우/쌀(일반미,찰기장,흑미):국내산/오징어(젓갈):중국산

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키즈 함박스테이크 소고기:미국산/돼지고기:국내산                 

Kids Hamburger Steak
16,000

키즈 오믈렛             
Kids Omelet with Rice

16,000

해물 초당 순두부 찌개 두부(대두):국내산/쭈꾸미:태국산

Soft Tofu Seafood Stew
24,000

모둠 버섯 해물 덮밥 쭈꾸미:태국산

Stir-fried Seafood and Mushroom with Rice
25,000

함박 스테이크 소고기:미국산/돼지고기:국내산

Hamburger Steak
27,000

곤드레 불고기 비빔밥 소고기:국내산 한우

Bulgogi Bibimbap
27,000

양양 표고 버섯 한우 뚝배기불고기 소고기:국내산 한우

Hot-pot Bulgogi with YangYang Shiitake
27,000

한우 도가니곰탕  소고기:국내산 한우

Korean Ox Knee Soup
27,000

메로 매운탕  메로:원양산

Spicy Patagonian toothfish Soup
28,000

안심 버섯 오므라이스 소고기:국내산 육우

Omelet Rice with Beef and Mushroom
28,000

NEW



1++ 한우 등심 불고기 (2인 이상)
Korean Beef Sirloin Bulgogi
소고기:국내산 한우

1인 45,000

한우등심 샤브샤브 (2인 이상)
Shabu-Shabu with Korean Beef Sirloin
소고기:국내산 한우

1인 50,000

돈삼겹 김치전골
Kimchi stew in hot pot with Pork belly
돼지고기:국내산/두부(대두):국내산/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120,000

메로 매운탕  메로:원양산/두부(대두):국내산

Spicy Patagonian toothfish Stew
120,000 

갈비 해물 버섯전골  소고기:미국산/낙지:중국산

Seafood Mushroom Hot Pot
160,000

ALL DAY DINING
HOURS  11:00~21:00 (L.O. 20:00)

닭날개튀김과 감자튀김 닭고기:외국산(브라질·덴마크·태국)

Fried Chicken Wings and Potato Chips
70,000

궁보기정(중화식 닭볶음)  닭고기:국내산

Chinese-style Stir-fried Chicken
80,000 

스테이크 샐러드 소고기:미국산

Steak Salad
80,000

중화 칠리 중새우
Chinese Chili Shrimp 

80,000 

유린기 닭고기:국내산

Fried Chicken with Sweet and Sour soy sauce
80,000

쭈꾸미 삼겹살 쌈밥 돼지고기:국내산/쭈꾸미:태국산

Sauted pork belly with Baby Octopus and Veggie wrap
130,000

일품요리 (4인)

전골요리(4인)

소고기(사골·잡뼈):국내산 한우/쌀(일반미,찰기장,흑미):국내산/오징어(젓갈):중국산

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BEST

Chef 's Choice



WINTER SPECIAL

시즌 스페셜

연말·연시 금상첨화 프로모션

2人

4人

200,000
350,000  

대방어 스페셜
Yellow Tail Sashimi

대방어:국내산

380,000  

70,000  통영 석화 플레이트 (16pcs)

1++ 한우 모둠(600g) 사전예약 시

'오늘의 특수부위 120g' 제공

대방어 또는 모둠회 스페셜 주문 시

'도미머리 술찜' 제공

Oyster Plate (��pcs)

BEST

대게 스페셜

[대게1.5kg & 모둠 회]

미뇨네뜨 소스를 곁들인 생 석화

치즈 그릴드 석화 中 택 1

*대방어 스페셜 주문 시 야채 샐러드, 조개 모둠, 참골뱅이 무침

  물회, 굴튀김, 계절 초밥, 매운탕 제공됩니다.

Snow Crab with Assorted Sliced Raw Fish
대게:국내산 ,러시아산

(HALF&HALF 가능)

01

02



SPECIAL : KOREAN BEEF
HOURS  17:00~21:00 (L.O. 20:30)

된장밥(2인) 두부(대두):국내산

Soybean Paste Soup with Cooked Rice

청국장(2인) 두부(대두):국내산/소고기(우민찌):국내산 한우

Yellow soybean paste stew

냉면 (1인) 소고기:국내산 한우

Cold Noodles

잔치국수(1인) 소고기:국내산 한우

Noodles in broth

16,000

16,000 

10,000 

8,000 

식사 메뉴

곧은은 최상급 1++ 한우만 제공합니다

쌀(일반미,찰기장,흑미):국내산 / 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한우구이

곧은 명품 안창살 (150g)

Korean Beef Outside Skirt

120,000 

곧은 명품 등심 (150g)

Korean Beef Sirloin

85,000 

곧은 명품 안심 (150g)

Korean Beef Tenderloin

75,000 

곧은 오늘의 모둠 (600g)

*당일 숙성도에 따라 고기 부위가 변경됩니다

350,000 

Assorted Korean Beef

BEST



SPECIAL : SASHIMI
HOURS  11:00~21:00 (L.O. 20:00)

광어:국내산/도미:국내산·일본산/다랑어:원양산/연어:노르웨이/ 낙지:국내산·중국산

참치:원양산/오징어:국내산/쌀(일반미,찰기장,흑미):국내산

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두부(대두):국내산

단품 메뉴

시즌 스페셜

*(大)이상 주문시, 오징어순대 제공

中

大

Special

180,000
240,000
330,000  

380,000  

2人

4人

200,000
350,000  

모둠 회 스페셜

Assorted Sliced Raw Fish

회 한접시

산낙지 한접시

120,000

35,000

A Plate of Raw Fish

A Plate of Raw Octopus

BEST

대방어 스페셜

대게 스페셜

[대게1.5kg & 모둠 회]

*스페셜 사시미 주문 시 야채 샐러드, 조개 모둠, 참골뱅이 무침

  물회, 굴튀김, 계절 초밥, 매운탕 제공됩니다.

Yellow Tail Sashimi

Snow Crab with Assorted Sliced Raw Fish

대방어:국내산

대게:국내산 ,러시아산



조개 모둠

가리비, 키조개, 전복 등

계절 사시미 

광어,도미, 오도로, 아카미 외 계절 생선

블루베리 쌈장 참골뱅이 무침

물회

굴튀김

계절 초밥

TO-GO BOX

모둠 회 한상

To-Go Box 세트

25,000 

27,000 

27,000 

35,000 

모둠 버섯 해물 덮밥  쭈꾸미:태국산

Stir�fried Seafood and Mushroom with Rice

곤드레 불고기 비빔밥 소고기:국내산 한우

Bulgogi Bibimbap

곧은 불고기 정식 소고기:국내산 한우

Bulgogi with YangYang Shiitake

쭈꾸미 삼겹살 쌈밥 한상 돼지고기(삼겹살):국내산/쭈꾸미:태국산

Sauted pork belly with Baby Octopus and Veggie wrap

To-Go Box 단품

HOURS  11:00~19:00 단품 17:30~20:00 세트

광어:국내산/도미:국내산·일본산/연어:노르웨이산/대게:국내산·러시아산

낙지:국내산·중국산참치:원양산/다랑어:원양산/오징어:국내산

쌀(일반미,찰기장,흑미):국내산/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Sashimi
160,000 

210,000 

2人

4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