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식

미국식 조찬 \ 19.0
신선한 샐러드,계란,소시지,감자튀김, 주스&커피

우거지 해장국 \ 14.0
콩나물과 양지 육수가 잘 어우러진 해장국.
(쇠고기 : 호주/미국산)

황태 해장국 \ 14.0
고단백 저지방, 미용에 좋은 황태 해장국.
(황태 : 러시아산)

쇠고기 미역국 \ 14.0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루 들어간 최고의 웰빙 식품.
(쇠고기 : 호주/미국산)

주스

생과일 주스 \ 9.0
오렌지, 토마토, 키위

김치, 쌀, 닭 정육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품 요리

진 갈비살 정식 \ 100.0
진 갈비살과 각종 야채 구이, 그리고 된장찌개를 곁들인 정식.
(쇠고기 : 호주산,미국산)

주꾸미 제육 쌈밥 정식 \ 90.0
주꾸미 제육 쌈밥과 된장찌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쌈밥 정식.
(돼지고기 : 국내산 / 주꾸미 : 베트남,태국산)

낙지와 전복을 품은 닭 볶음 탕 \ 80.0
칼칼한 닭 육수에 낙지와 전복이 통으로 들어간 볶음 탕.
(닭고기 : 국내산 / 낙지 : 중국산 )

숙주 버섯 불고기 \ 75.0
소 불고기와 각종 야채가 함께 어우러진 불고기 밥상
(쇠고기 : 호주산,미국산)

오리 불고기 \ 70.0
스태미너 회복에 좋은 국내산 오리를 매콤하게 볶은 요리.
(오리 : 국내산)

춘천 닭갈비 \ 65.0
닭갈비 본고장의 맛을 그대로 담은 담백한 볶음 요리.
(닭고기 : 국내산)

동고 버섯과 오룡 해삼 \ 60,0
다진 새우와 관자로 해삼과 표고 속을 채운 중화 풍 요리.

일품 요리에는 식사와 국이 서비스로 제공 됩니다.

김치, 쌀, 닭 정육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심&저녁식사 류

왕 갈비탕 \ 18.0
갈비 한 대가 통으로 들어간 시원한 국물의 탕.

(소갈비 : 호주,미국산)

간 고등어 구이와 된장찌개 \ 17.0
혈액질환 예방에 좋은 고등어 구이와 개운한 된장찌개.
(고등어 : 노르웨이산)

달래 간장의 곤드레 비빔밥 \ 16.0
향긋한 곤드레와 돌솥 밥의 만남.
(쇠고기 : 호주산,미국산)

자연송이 해물 덮밥 \ 16.0
써닝의 베스트 메뉴, 신선한 해물과 향긋한 송이의 조합. 
(갑 오징어 : 베트남산)

추어탕 \ 16.0
기력 회복에 좋은 미꾸라지를 통으로 갈아 얼큰하게 끓인 탕.
(미꾸라지 : 국내산)

치즈 등심 돈까스 \ 15.0
수제 등심과 모짜렐라 치즈를 곁들인 돈까스.
(돼지고기 : 국내산)

오므라이스 \ 14,0
쇠고기와 야채를 볶아 데미글라스 소스로 맛을 낸 볶음밥.
(쇠고기 : 호주산,미국산)

김치, 쌀, 닭 정육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골 류

흑염소 전골 \ 120.0
남녀 노소 기력 회복과 자양강장에 으뜸인 국내산 염소 전골.
(염소 : 국내산)

왕갈비 버섯 전골 \ 85.0
각종 버섯과 대왕 갈빗대가 통으로 들어간 전골 요리.
(쇠고기 : 호주산,미국산)

불낙 전골 \ 85.0
쫄깃한 제철 낙지와 부드러운 소고기가 어우러진 전골.
(돼지고기 : 쇠고기 : 호주.미국산 / 낙지 : 중국산)

오리 보양 전골 \ 85.0
신선한 국내산 오리와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얼큰한 전골.
(오리 : 국내산)

돼지 목살 김치 전골 \ 80.0

돼지 목살과 잘 익은 묵은지를 넣어 개운하게 끓여낸 전골.
(돼지고기 : 국내산 / 두부 : 수입산)

능이 버섯 전골 \ 80.0
능이 버섯의 진한 향과 만두를 곁들인 버섯 전골.
(쇠고기 : 호주산,미국산)

김치, 쌀, 닭 정육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ET Menu

SUN SET
(1人) 40.0

연어 샐러드
허브 솔트의 진 갈비 구이

된장찌개
계절과일

쇠고기 : 호주산,미국산 / 두부 : 수입산

POINT SET
(1人) 50.0

비프 샐러드
동고 버섯 오룡 해삼

숙주 버섯 불고기
해물 된장 찌개

계절과일

쇠고기 : 호주산,미국산 / 돼지고기 : 국내산 / 두부 : 수입산

AMBER SET
(1人) 50.0

하몽 메론과 모듬 치즈
쇠고기 안심 탕수육

오리 불고기
해물 된장 찌개

계절과일

쇠고기 : 호주산,미국산 / 두부 : 수입산 / 갑 오징어 : 태국산

김치, 쌀, 닭 정육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라 & 사이다 \ 3.5

아메리카노 (HOT/ICE)                                         \ 8.0

라떼 & 카푸치노 \ 10.0

에스프레소 \ 8.0

초코 라떼 (HOT/ICE) \ 10.0

녹차 라떼 (HOT/ICE)                                         \ 10.0

고구마 라떼 (HOT/ICE) \ 10.0

카스 병 330ml                                                     \ 6.0

테라 병 330ml                                                     \ 6.0

테라 300cc                                                         \ 6.0

테라 1750cc                                                      \ 22.0

찹쌀 막걸리 \ 18.0

참이슬 \ 10.0

처음처럼 \ 10.0

진로이즈백 \ 10.0

화요 25                                                            \ 35.0

Drink & Liqu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