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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세금 포함가단위(원) 세금 포함가 단위(원) 세금 포함가

Western
2.8

Western
3.5

Western

Set A Set B Set C Set D Set E

Western

Set A Set B Set C Set D Set E

28,000 35,000

양송이 스프
Mushroom Soup

소프트 롤
Soft Roll

레드와인 소스의 채끝 등심 스테이크
Sirloin steak with Red wine sauce

신선한 계절과일
Seasonal fresh fruit

커피 또는 차
Coffee or Tea

캐비어를 곁들인 훈제연어와 야채 샐러드
Smoked Salmon with Caviar & Vegetable Salad

소프트 롤
Soft Roll

크루통의 옥수수 스프
Corn Soup with Croûtons

통후추 소스의 꽃등심 구이
Grilled Rib-eye with Black Pepper Sauce

계절 과일과 케익
Seasonal Fresh Fruit with Cake

커피 또는 차
Coffee or Tea



단위(원) 세금 포함가단위(원) 세금 포함가 단위(원) 세금 포함가40,000 50,000

발사믹 소스의 가리비와 아스파라거스
Scallops and Asparagus with Balsamic Sauce

클램 차우더 스프
Soft Roll

크루통의 옥수수 스프
Clam Chowder Soup with Croûtons

샤프란 소스의 농어찜
Steamed Sea Bass with Saffron Sauce

망고 셔벳
Mango Sherbet

트러플 소스의 최상급 쇠안심구이
Premium Grilled Tenderloin Beef with Truffle Sauce

계절 과일을 곁들인 티라미수
Tiramisu Cake with Seasonal Fresh Fruit

커피 또는 차
Coffee or Tea

허브소스의 모듬 해산물 전채
Smoked Salmon Scallops and Shrimp with Herb Dressing

소프트 롤
Soft Roll

아스파라거스 스프
Asparagus Soup

마늘향의 쇠안심구이와 왕새우
Grilled Australian Tenderloin Beef & King Prawn with Garlic Sauce

망고소스의 티라미수
Mango Sauce Tiramisu

커피 또는 차
Coffee or Tea

Western

Set A Set B Set BSet C Set D Set E

Western

Set A Set C Set D Set E

Western
4.0

Western
5.0



단위(원) 세금 포함가단위(원) 세금 포함가 단위(원) 세금 포함가

Western

Set A Set B Set C Set D Set E

Western

60,000

발사믹 소스의 가리비와 아스파라거스
Scallops and Asparagus with Balsamic Sauce

클램 차우더 스프
Soft Roll

크루통의 옥수수 스프
Clam Chowder Soup with Croûtons

샤프란 소스의 농어찜
Steamed Sea Bass with Saffron Sauce

망고 셔벳
Mango Sherbet

트러플 소스의 최상급 쇠안심구이
Premium Grilled Tenderloin Beef with Truffle Sauce

계절 과일을 곁들인 티라미수
Tiramisu Cake with Seasonal Fresh Fruit

커피 또는 차
Coffee or Tea

허브소스의 모듬 해산물 전채
Smoked Salmon Scallops and Shrimp with Herb Dressing

소프트 롤
Soft Roll

아스파라거스 스프
Asparagus Soup

마늘향의 쇠안심구이와 왕새우
Grilled Australian Tenderloin Beef & King Prawn with Garlic Sauce

망고소스의 티라미수
Mango Sauce Tiramisu

커피 또는 차
Coffee or Tea

Western
6.0

Western
Special





단위(원) 세금 포함가단위(원) 세금 포함가 단위(원) 세금 포함가30,000 35,000

찬음식 Cold Dish 샐러드 Salad 더운음식 Hot Dish 후식 Dessert

월남쌈
Vietnamese Spring Rolls

닭가슴살 샐러드
Chicken breast Salad

불고기
Bulgogi

치즈케익
Cheesecake

훈제연어
Smoked salmon

감자/호박 샐러드
Potato and Pumpkin Salad

스파게티
Spaghetti

샌드위치
Sandwich

메밀국수
Buckwheat noodle

그린 샐러드
Green Salad

두루치기
Duruchigi

홍시
soft persimmon

즉석 모듬 초밥
Assorted sushi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샐러드
Caprese

돈까스
Pork cutlet

계절과일
Assorted seasonal fruits

모듬전
Seasonal korean pan-cake

아이스크림
Ice-cream

튀김
Fried food

식혜
Traditional sikhye

볶음밥
Fried rice

매실차
Green plum tea

하이라이스
Hashed rice

오렌지 주스
Orange juice

LA갈비
Korean-style Braised Short Rips

커피
Coffee

 

찬음식 Cold Dish 샐러드 Salad 더운음식 Hot Dish 후식 Dessert

훈제 연어와 케이퍼
Smoked salmon and caper

케이준 치킨 샐러드
Cajun chicken salad

불고기
Bulgogi

모듬 떡(3종)
Assorted rice cake

칵테일 새우 레몬 마리네이드
Shrimp cocktail and lemon marinade

브로컬리 샐러드
Broccoli salad

그릴 치킨과 바비큐 소스
Grilled chicken with B,B,Q sauce

무스 케익(백년초,쵸코)
Mousse cake

훈제 오리 가슴살과 오렌지 소스
Smoked duck breast and orange sauce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샐러드
Caprese

탕수육
Sweet and sour pork

모듬 계절 과일
Assorted seasonal fruits

육회(국내산)
Beef Tartare

토마토 카프리제
Caprese

해물 볶음밥
Seafood fried rice

리찌
Lychee

간장게장 또는 양념게장
Soy sauce marinated crab or Spicy marinated 
crab

불고기 냉채 샐러드
Chilled bulgogi vegetable salad

새우와 야채 튀김
Fried Shrimp with Vegetable

전통 식혜
Tradition sikhye

오향장육
Ohhyangjangyuk

단호박 샐러드
Sweet pumpkin salad

미트 소스의 파스타
Meat sauce pasta

커피
Coffee

두루치기
Duruchigi

야채 춘권
Vegetable spring rolls

계절 전류
Seasonal korean pan-cake

죽 요리 Porridge 만두(딤섬)
Korean style dimsum / Dimpling

잡채
Stir-fried glass noodles and vegetables

브로컬리 크림 스프
Broccoli cream soup

캘리포니아 롤
California roll

호박죽
Pumpkin soup

모듬 초밥
Assorted sushi

김치(국내산)
Kimchi

  

Buffet
3.0

Buffet
3.5

Buffet

Set A Set B Set BSet C Set D Set E

Buffet

Set A Set C Set D Set E



단위(원) 세금 포함가단위(원) 세금 포함가 단위(원) 세금 포함가

Set B

Buffet

Set A Set B Set C Set D Set E

Buffet

Set A Set C Set D Set E

40,000 50,000

찬음식 Cold Dish 샐러드 Salad 더운음식 Hot Dish 후식 Dessert

훈제 연어와 케이퍼
Smoked salmon and caper

모듬 야채 구이
Assorted grilled vegetables

소고기 찹스테이크
Beef chop steak

모듬 떡(3종)
Assorted rice cake

칵테일 새우 레몬 마리네이드
Shrimp cocktail and lemon marinade

그린빈스 샐러드
Green beans salad

그릴 치킨과 바비큐 소스
Grilled chicken B,B,Q sauce

무스 케익(백년초,쵸코)
Mousse cake

참치
Tuna

시금치 새우 샐러드
Spinach shrimp salad

전가복
Stir-fried seafood with abalone and scallop

모듬 계절 과일
Assorted seasonal fruits

훈제 오리 가슴살과 오렌지 소스
Smoked duck breast and orange sauce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샐러드
Caprese

탕수육(호주산)
Sweet and sour beef

미니 케익
Mini cake

육회(국내산)
Beef Tartare

감자 샐러드
Potato Salad

바베큐 소스의 미트볼
Meat ball with B.B.Q sauce

리찌
Lychee

해파리 냉채 무침
Chilled jellyfish salad

베비순 샐러드
Baby vegetable salad

해물 볶음밥
Seafood fried rice

오미자 차
Omija Tea

오향장육
Ohhyangjangyuk

유자청 소스의 산마 샐러드
Yam salad with Yuja dressing

돼지 목삼겹 보쌈
Napa wrap with pork

커피
Coffee

홍어 무침
Sliced raw skate salad

새우 튀김
Fried Shrimp

계절 전류
Seasonal korean pan-cake

죽 요리 Porridge 만두(딤섬)
Korean style dimsum / Dimpling

잡채
Stir-fried glass noodles and vegetables

홍합죽
Mussel porridge

캘리포니아 롤
California roll

차우더 크림 스프
Chowder cream soup

모듬 초밥
Assorted sushi

김치(국내산)
Kimchi

 

찬음식 Cold Dish 샐러드 Salad 더운음식 Hot Dish 후식 Dessert

훈제 연어와 케이퍼
Smoked salmon and caper

차돌박이 샐러드
Beef Brisket salad

작은 안심 구이
Small Grilled Tenderloin

모듬 떡(3종)
Assorted rice cake

칵테일 새우 레몬 마리네이드
Shrimp cocktail and lemon marinade

브로컬리 샐러드
Broccoli salad

새우 칠리
Fried shrimp with chili sauce

모듬 쿠키
Assorted cookies

훈제 오리 가슴살과 오렌지 소스
Smoked duck breast and orange sauce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샐러드
Caprese

민물 장어 구이
Grilled freshwater Eel

미니 케익
Mini cake

활광어회
Halibut sashimi

닭 가슴살 시저 샐러드
Caesar salad with Chicken breast

그릴 치킨과 바비큐 소스
Grilled chicken with B,B,Q sauce

3가지 무스 케익
Three kinds of mousse cake

활농어회
Sashimi

단호박 샐러드
Sweet pumpkin salad

꽃게 그라탕
Gratin crab

피칸 타트
Pecan tart

통 참치
Tuna

로메인 샐러드
Romaine salad

탕수육
Sweet and sour pork

모듬 계절 과일
Assorted seasonal fruits

오향장육
Ohhyangjangyuk

연어 샐러드
Salmon salad

해물 볶음밥
Seafood fried rice

갓 구운 빵
Bread

잡채
Stir-fried glass noodles and vegetables

궤사디아
Gwesadia with pizza sauce

깐풍기
Fried chicken with garlic sauce

리찌
Lychee

캘리포니아 롤
California roll

가리비 샐러드
Scallop salad

도가니탕
Ox knee soup

전통 식혜
Tradition sikhye

낙지 무침
Boiled octopus with vegetable

베이비 고구마
Baby sweet potato

한방 고급 갈비찜(국내산)
Braised short ribs with Medicinal herbs sauce

커피
Coffee

해파리 냉채 무침
Chilled jellyfish salad

소고기 찹스테이크(국내산)
Beef chop steak

육회(국내산)
Beef Tartare

죽 요리 Porridge 야채 춘권
Vegetable spring rolls

계절 전류
Seasonal korean pan-cake

전복죽
Abalone porridge

만두(딤섬)
Korean style dimsum / Dimpling

계절 나물류
Herbs of the season

브로컬리 크림 스프
Broccoli cream soup

잡곡밥(국내산)
Rice grains

탕평채
Mung bean jelly mixed with vegetable and beef

쇠고기 미역국
Beef seaweed

홍어 무침
Sliced raw skate salad

즉석 코너 Live Station

김치(국내산)
Kimchi

로스트 비프(등심)
Roasted beef

즉석 모듬 초밥
Assorted sushi

 

Buffet
4.0

Buffet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