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tree
menu



*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Summer 
Menu

1. Chicken and seafood Healthy soup       \ 58.
   해신탕 [닭:국내산, 전복:국내산, 낙지:국내산]
   바다의 산삼 전복과 혈액을 맑게 해주는 낙지 등 해산물과 닭을 함께 끓인 보양식  

2. Hairtail Boiled down in Soy Sauce with Bean Paste Pot    \ 55.
 시래기 제주 은 갈치조림과 된장찌개 정식 [갈치:국내산, 두부(콩):수입산]  

3. Korean Cold Buckwheat Noodles with Beef Spare Ribs      \ 47.
 물냉면과 갈비구이 [갈비:미국, 170G] 

4. Korean Spicy Buckwheat Noodles with Beef Spare Ribs \ 47.
 비빔냉면과 갈비구이 [갈비:미국, 170G]

여름 특선



평창 한우

 

1+

   

등급 안심

 

[Beef tenderloin]                       \ 90.

평창 한우 1+

  

등급 등심

 

[Beef sirloin]                                   \

 

85.

Served with grilled vegetable, steamed mixed grain rice roll 
in lotus leaf and black garlic sauce

흑마늘 소스와 구운야채, 연잎잡곡밥을 곁들인 평창 한우 1  등급 돌구이 스테이크

 

FLAMBE
BEEF STEAK 

플람베 돌 구이 
스테이크

* 멤버쉽 할인 및 식사권 이용 제한됩니다.
 
Membership discounts and dining coupons are not be used.

*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FLAMBE BEEF ON THE STONE
BUTCHER CUT HANWOO STEAK 

＋

*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우1  :국내산(평창),180G]＋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FLAMBE
BEEF STEAK 

COURSE
플람베 돌 구이
스테이크 코스

KOREAN SWEET PUMPKIN PORRIDGE   
단호박죽

BROILED KING PRAWN AND ABALONE 
Young green salad with yuzu sauce and sweet corn puree

유자소스 풍미의 어린잎 샐러드와 스위트콘 퓨레를 곁들인 전복과 왕새우구이 [전복:국내산]

FLAMBE BEEF ON THE STONE
BUTCHER CUT HANWOO TENDERLOIN STEAK

Served with grilled vegetable, steamed mixed grain rice roll 
in lotus leaf and black garlic sauce

흑마늘 소스와 구운야채, 연잎잡곡밥을 곁들인
 평창 한우 1  등급 안심 돌구이 스테이크 [한우1  :국내산(평창),160G]

SEASONAL FRESH FRUIT   
계절 과일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 130.

＋

* 멤버쉽 할인 및 식사권 이용 제한됩니다. Membership discounts and dining coupons are not be used.

＋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ARIRANG lunch course
아리랑 코스

[11:30 - 15:00]

            

 

 

 

Sweet Pumpkin Porridge   
단호박 죽

Green Salad with Soy Sauce Dressing  
 간장드레싱을 곁들인 야채샐러드

Fresh Water Eel with Japanese Apricot Sauce   
매실소스를 곁들인 민물장어구이 [장어:국내산,80G]

  

Korean Bean Paste Stew in Pot   
된장뚝배기 [두부(콩):수입산, 고춧가루:국내산]

steamed rice & 4kinds of Korean Side Dishes   
진지 & 기본찬 4종 [쌀:국내산,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Seasonal Fruits   
계절 과일

\ 60.

Broiled Korean Beef BBQ 
   with Bean Paste Sauce     

된장소스를 곁들인 
너비아니구이 [소안심:호주, 80G]

Grilled Beef Short-Rib BBQ   

갈비구이 [갈비:미국,120G]

Grilled Mero Fish   

메로구이 [100G]

1 CHOICE OF MAIN DISH   주요리 선택 1

* 주중에만 주문 가능한 코스메뉴입니다. Only available during the weekday.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HONGSIL 
Course

홍실 코스

Pine nut porridge with crabmeat   
게살 영양 잣죽

Steamed squid with shrimp and broiled abalone 
새우살을 곁들인 오징어 찜과 전복구이 [오징어:태국, 전복:국내산] 

Broiled Fresh water eel with Japanese apricot sauce   
매실소스를 곁들인 민물장어구이 [장어:국내산,80G]

Grilled Hanwoo Beef Sirloin with vegetable   
구운야채를 곁들인 한우 등심구이 [등심:100G]

Shinsunro [KOREAN COURT STEW]
궁중 신선로

MuLti Grain rice with lotus leaf   
연잎 잡곡밥

Marinated Blue crab & 4 kinds of side dishes   
간장게장 & 기본찬 4종 [꽃게:국내산,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vanila ice cream with nuts & fresh fruits 
견과류 아이스크림 & 계절 과일 

 

\ 120.



porridge

건강식 단호박죽

전복죽  

[전복:국내산]

Healthy Sweet Pumpkin Porridge 

Served with chopped abalone, sesame oil and 
egg york

\ 16.5

\ 29.

Korean  
a la carte

한식 단품 메뉴

*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쌀:국내산,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korean dishes are served with kim-chi and side dishes       
반상 메뉴에는 김치와 기본 반찬이 제공됩니다.

   Vegetarian

 abalone Porridge 



*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Korean  
Set menu
한식 일품 반상 메뉴

[쌀:국내산,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1.  Hanwoo Hot Pot Soup                   \ 53.
    평창 한우 국밥 [한우(양지, 사태):국내산(평창)]  

 

 

2. Stone pot bibimbap and Grilled beef RIBS                                                          \ 49.
  돌솥비빔밥과 갈비구이 정식 [갈비:미국 170g, 고명(방심):호주, 두부(콩):수입산] 

3.  Grilled beef ribs and soy bean paste soup with snails                        \ 49.
  갈비구이와 우렁 된장찌개 정식 [갈비:미국 350g, 우렁:국내산, 두부(콩):수입산] 

4. Seafood casserole with soy bean paste soup                                              \ 35.
  해물된장 뚝배기 [전복:국내산, 오징어:중국, 소제꽃게:바레인, 두부(콩):수입산]

  

Chef’s Signature Dish         



Le Burger 
르 버거

신선한 재료와 풍부한 육즙의 소고기 버거, 통새우 패티와 고소한 브리오슈 번의 새우버거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100% 홈메이드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르 버거’를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Choose from beef burger with a juicy petty and fresh ingredients or shrimp 
burger with a homemade shrimp petty and an enriched brioche bun.

* 멤버쉽 할인 및 식사권 이용 제한됩니다. Membership discounts and dining coupons are not applicable.

*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 10%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10% V.A.T is Included.

* 추가금액 지불 시 세트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료메뉴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Various drink menus are available for Le Burger with an additional charge. 

르 버거 : 소고기 (Le Buger : Beef)                   KRW 29,000   [소고기: 호주산]    

            르 버거 : 새우 (Le Burger : Shrimp)              KRW 29,000

* 버거와 함께 감자튀김, 코울슬로 샐러드, 홈메이드 피클이 제공됩니다.
Le burger will be served with french fries, coleslaw salad, homemade pickle.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Western  
Course Menu   

양식 코스 메뉴

“New England” style clam chowder, crusty bread

Grilled beef tenderloin, black pepper sauce, 
seasonal veggies, gratin potatoes

페퍼소스와 계절 채소, 감자 그라틴을 곁들인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소고기:호주,140G]

Chocolate opera cake with raspberry coulis  
라즈베리 소스를 곁들인 초콜릿 오페라 케익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Cocktail of home-made smoked salmon with condiments
훈제연어 칵테일과 컨디먼트

크루통을 곁들인“뉴 잉글랜드”스타일의 조개크림 수프 [모시조개:국내산] 

 

\ 95.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Western  
A la Carte  

양식 단품 메뉴양식 단품 메뉴

We
A l

ern 
te 

erWe n 
 Ca

양식 단품 메뉴

Westter
a Caa Caa

양식 단품 메뉴

*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Appetizers

치킨 시져 샐러드
[닭 가슴살:국내산, 삼겹살:오스트리아]

 

 
로메인, 닭 가슴살, 구운 삼겹살,
크루통과 앤쵸비 마요네즈를 곁들인 시져 샐러드

양송이 수프

 
양송이 버섯, 크림, 퍼프 페스트리

Chicken Caesar Salad
Romaine, poached Chicken breast,
Roasted pork belly, croutons and 
anchovy mayonnaise

\ 32..

\

 

18.

 

 

\ 50.

\ 42.

Main Dishes

  Chef’s Signature Dish  

광어찜 요리
[광어:국내산,160G] 
 버섯크림소스와 야채

라따뚜이 라구를 곁들인 메로구이
[메로:원양산,150G]

라따뚜이 라구와 감자, 허브크러스트의 메로구이

poached fillet of halibut 
creamy mushroom sauce and jardiniere of vegetables

Mero Fish with Ratatouille Ragout 
Baked herbs-crusted mero fish, 
ratatouille ragout, steamed potato

champignons de paris in creamy broth topped 
with puff pastry
 

cream of mushroom



Western  
A la Carte  

양식 단품 메뉴양식 단품 메뉴

We
A l

ern 
te 

erWe n 
 Ca

양식 단품 메뉴

Westter
a Caa Caa

양식 단품 메뉴

*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Vegetarian

클럽 샌드위치 [닭고기:국내산] 

닭 가슴살, 마요네즈, 계란, 토마토   
로메인과 에멘탈 치즈, 감자튀김  

 
  

 
 

Club Sandwich
Poached Chicken Breast, egg, lettuce, tomato,
emMental Cheese with French Fries

\ 30.

Sandwich & pizza

까르보나라 파스타    (스파게티 or 펜네)   
[삼겹살:오스트리아]

아라비아타 파스타    (스파게티 or 펜네)   

  

 

Carbonara PASTA (Spaghetti or Penne) 
Roasted Pork belly, Mushroom, Cream, spring onion 
and Parmigiano

Arrabbiata PASTA (Spaghetti or Penne) 
   Onion, Chili, Tomato Sauce, Basil and Parmigiano

  

\ 30.

\ 29.

pasta 

볼로냐 풍 파스타     (스파게티 or 펜네)  BOLOGNESE PASTA (Spaghetti or Penne) 
MINCED BEEF, TOMATO, ONION, OREGANO, 
OLIVE OIL AND PARMIGIANO 

\ 31.
[소고기:호주]

\ 31.강남 피자

토마토 소스, 페스토, 올리브, 아티쵸크, 
아스파라거스와 파마산 치즈

Gangnam Pizza
Fresh tomato sauce, pesto, olives, artichoke, 
asparagus and Parmigiano



Western  
A la Carte  

양식 단품 메뉴

*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초콜릿 오페라 케이크
라즈베리 소스

이탈리안 티라미수

귤 클라푸티
바닐라, 카라멜 소스

Opera Cake
Chocolate opera cake with raspberry coulis

Traditional Italian Tiramisu 

mandarin clafoutis
mandarin clafoutis with VANIlLA AND CARAMEL SAUCE

\ 18.

\ 17.

\ 18.

Desserts



      
  

 
  

  
 
  
 

 
 
 

 

 
 

  
 
   
 

  
 
   
 

  
 

 

 

 

 

 

 

Korean
liquor   

전통주 

     

SASITONGUM JU 사시통음주 18˚
RICE WINE WITH RICH LEAVEN SCENT                  

SONG-JEOL JU 송절주 16.5˚ 
RICE WINE AND PINE KNOTS 

JAJU 자주 17˚
KOREA RICE WINE WITH HONEY AND PEPPER 

CHEONG-GAM JU 청감주  11.5˚           

GANG-JANG BAIKSE JU 강장백세주  15˚           
KOREA RICE WINE WITH HERB

       

PReMiUM RICE WINEPREMIUM SOJU

HWAYO 화요 17˚   
REA 려 25˚

MI MONG 미몽  7˚           
GINSENG MAKGEOLLI

BOKBUNZA MAKGEOLLI 

자연담은 복분자 막걸리 8˚

     

KOREA FRUIT WINE
MATCHSOON 매취순  14˚ 
THE ORIGINAL PLUM WINE

MATCHSOON 12YRS 매취순 (12년산) 16˚ 
THE ORIGINAL PLUM WINE

BOHAE BOKBUNZA JU 보해 복분자주 15˚ 
KOREA RASPBERRY WINE 

MYEOUNG-ZAK BOKBUNZA JU 명작복분자 13˚       .   
KOREA RASPBERRY WINE

Sansachoon 산사춘 13˚
RICE WINE WITH SANSA AND SANSUYU FRUIT 

RED GINSENG WINE 홍삼명주 14˚

        

 \ 41.8

 \ 57.

 \ 33.

 \ 113.

 \ 38.5

 \ 21.

 \ 47.

 \ 45

 \ 113.

 \ 113.

 \ 113.

 \ 113.

 \ 57.

 \ 21.

 \ 21.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beverage   
      음료

 

 

 
Green Tea 녹차                   

Ginseng Tea 인삼차                  
Red Ginseng Tea 홍삼차            
Ssang Hwa Tea 쌍화차             
Jujube Tea 대추차                    
Ginger Tea  생강차                 
Citron Tea 유자차     
Plum Tea 매실차     

 
   

 
Evian [330ml/750ml] 에비앙   
Perrier   페리에   
San pellegrino 산펠레그리노 
[500ml/1000ml]   
 
   

   

    

   

     
 \ 8./16.5

 

\ 8.
 \ 10./16.5

 \ 7.15

 \ 17.
 \ 17.6
 \ 15.4
 \ 12.

 \ 12.
 \ 13.2
 \ 10.

KOREAN TEA WATER

SOFT DRINK

BEER

 \ 17.
 \ 17.

 \ 17.
 \ 17.
 \ 17.
 \ 17.

 \ 12.
 \ 12.
 \ 12.

 

 \ 12.
 \ 12.

 
 

coffee

 \ 12.

fresh juice  [am 10:00-pm 9:30]
orange / kiwi / tomato  오렌지 / 키위 / 토마토

BLUEBERRY / BANANA / APPLE  블루베리 / 바나나 / 사과

fresh ade [orange / lemon]  오렌지 에이드 / 레몬 에이드  

Americano  아메리카노   
espresso 에스프레소 
cafe latte 카페라테 [모카/카라멜/바닐라]   

[mocha/caramel/vanila]

cappuccino  카푸치노      
milk chocolate 밀크 초콜렛

Coke / coke zero / sprite
   콜라 / 제로콜라 / 스프라이트  

Kirin  기린   
Heineken 하이네켄   
Budweiser 버드와이저  
Max  맥스   
Cass  카스   
OB  오비   
Kloud  클라우드   
Draft  생맥주

\ 17.
\ 18.
\ 18.

draft sapporo 삿포로 생맥주  

hoegaarden 호가든      \ 17.6

 \ 19.

 \ 12.
 \ 12.

* 10% 부가세 포함 10% V.A.T is Inclu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