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해물 순두부 찌개 (순두부-콩:국내산) ₩18,000

부드러운 순두부와 다양한 해물을 잘 숙성된 다데기에 넣어 끓인 얼큰 시원한 맛의 순두부 찌개

2. 사골 우거지 해장국 ₩16,000

(소고기 양지:국내산 한우, 육수/사골, 잡뼈:국내산 한우)

진하게 고아낸 사골육수에 부드러운 우거지를 넣어 우리 입맛에 딱 맞는 해장국

3. 전주식 콩나물 국밥 (오징어:원양산) ₩16,000

깔끔하면서 칼칼한 맛의 전주식 콩나물 국밥

4. 황태 해장국 (두부-콩:국내산) ₩16,000

구수하면서 시원한 맛이 일품인 북어국

5. 우정 스타일의 서양조식 ₩24,000

(베이컨-돼지고기:외국산, 

소시지-돼지고기:국내산)

상하농원의 순백색 동물복지 유정란과 햄으로 만든 건강한 계란요리

(토스트, 계란후라이, 베이컨, 소시지, 요플레, 주스 제공)

6. 토스트와 커피 ₩12,000

조   식

저희 업소의 쌀, 배추김치는 "국내산" 만을 사용합니다.

(쌀:국내산,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두부-콩:국내산)

반찬류 원산지

(소고기:국내산 한우, 오징어:원양산, 오징어 실채:페루산)



1. 참송이 해물 덮밥 ₩30,000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참송이 버섯과 굴소스로 볶아낸 중화풍 해물 덮밥

2. 돈까스 한우 안심 카레 정식 ₩28,000

(소고기:국내산 한우, 돼지고기:국내산)

1cm 두께의 등심과 야채 한우안심 카레가 함께 제공되는 정식

3. 한우 안심 오므라이스 ₩28,000

(소고기:국내산 한우)

최고등급의 안심볶음과 부드러운 계란으로 감싼 오므라이스

4. 비벼주는 나물 비빔밥 & 한우등심 된장찌개 ₩25,000

(소고기:국내산 한우, 두부-콩:국내산)
향긋한 나물과 야채를 맛나게 비벼주는 건강식 비빔밥

5. 판모밀 국수 ₩20,000
시원한 육수와 여름 별미 판모밀 국수

6. 수제 서리태 콩국수 (콩:국내산) ₩20,000
100% 국산콩을 직접갈아 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건강 별미 국수

7. 장터국밥 ₩18,000

(소고기 소머리:국내산 한우,육수/사골, 잡뼈:국내산 한우)

3일이상 고아낸 육수에 쫄깃하면서 담백한 소머리를 넣어 만든 우정힐스만의 국밥

M E A L



8. 보리 굴비 정식 ₩30,000

(소고기:국내산 한우, 두부-콩:국내산)
시원한 녹차물에 굴비한점을 올리면 최고의 식감을 느낄수 있는 보리굴비

9. 간재미 회냉면 ₩20,000
순메밀 60% 함흥전분 40%로 직접 제분한 면과 새콤 달콤한 소스를 곁들인 최고의 회냉면

10. 물냉면 (소고기:국내산 한우)                   ₩18,000

(육수/소고기 사골, 잡뼈, 양지:국내산 한우, 닭:국내산)

순메밀 60% 함흥전분 40%로 직접 제분한 면과 양지육수의 시원한 맛을 더한 물냉면

11. 멍게 해초 비빔밥 ₩20,000

톡톡 씹히는 톳과 곰피 쌉쌀한 멍게로 봄철 입맛을 돋우는 비빔밥

12. 얼큰 순대 국밥 ₩18,000

(돼지고기:국내산,육수/돈등뼈,돈사골:국내산)

진하게 뽑아낸 육수에 고소하면서 얼큰한 맛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순대국밥

13. 전복 해물 자장면(돼지고기:국내산) ₩18,000

즉석에서 볶아낸 특별하고 맛있는 해물 자장면

14. 해물 순두부 찌개 (순두부-콩:국내산) ₩18,000
부드러운 순두부와 다양한 해물을 잘 숙성된 다데기에 넣어 끓인 얼큰 시원한 맛의 순두부 찌개

M E A L

(쌀:국내산,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저희 업소의 쌀, 배추김치는 "국내산" 만을 사용합니다.



1. 바닷가재 부추 볶음 ₩150,000

아삭한 부추와 부드러운 바닷가재 살을 대파소스로 볶아낸 중화풍요리

2. 아나고 샤브샤브 ₩140,000
쫄깃한 아나고와 야채 시원한 육수가 어우러지는 여름 별미 음식

3. 철판 찹쌀순대 곱창 모둠 볶음 ₩120,000
(소곱창: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졸깃한 곱창, 오소리 감투, 돼지머리, 찰진 찹쌀순대를 맛있게 볶아낸 요리 

4. 문어 갈비찜 (소고기:미국산) ₩120,000

부드럽게 삶아낸 문어와 갈비를 불고기 양념에 재워 매콤하게 졸여낸 요리

5. 사천 전가복 ₩120,000
매콤하게 볶아낸 해산물의 중국식 사천 요리

 

6. 동파육 부추찜 (돼지고기:국내산) ₩90,000
향긋한 부추와 돼지고기의 부드러운 식감 중국의 대표요리 동파육

7. 참송이 꽃갈비살 구이 (소고기:미국산) ₩160,000

가장 맛있는 부위인 꽃갈비살과 졸깃한 참송이 버섯이 함께 제공되는 구이 1인 \40,000원

*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8. 통갑오징어 찜 ₩70,000

새콤한 초고추장소스와 먹물 그대로 통으로 쪄낸 갑오징어 찜

일 품 요 리



9. 삼겹살 낙지 부추무침과 계란찜 ₩140,000

(돼지고기:국내산, 낙지:중국산)
쫄깃한 낙지와 삼겹살을 과일 소스에 볶아 부추 겉저리와 함께 드시는 요리

10. 소고기 야채 샤브샤브와 칼국수 ₩140,000

(소고기:국내산 한우, 두부-콩:국내산)
시원한 육수에 소고기. 신선한 야채 그리고 칼국수가 제공되는 요리

11. 조개지리(전복 키조개 모시조개 낙지)와 김치 칼국수 ₩110,000

(낙지:중국산)
시원한 조개육수와 칼칼한 김치 칼국수가 함께 나오는 조개지리

12. 족발 바비큐 & 사과 해파리 냉채 (돼지고기:국내산) ₩100,000
각종 양념에 삶아 고소하고 졸깃한 족발을 꿀소스를 발라 오븐에 구워 해파리 냉채를 곁들여 먹는 요리

* 1시간 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13. 김치 곱창 전골 (소곱창:호주산) ₩100,000
(육수/소고기 사골, 잡뼈:국내산 한우)
쫄깃하면서 고소한 곱창과 묵은지를 곁들인 건강식 별미 곱창 전골

14. 삼겹살 짜글짜글 (돼지고기:국내산) ₩75,000

(육수/소고기 사골, 잡뼈:국내산 한우) ₩60,000

씹을수록 고소하고 구수한맛이  나는 묵은지와 삼겹살을 듬뿍담은 칼칼한 맛의 짜글짜글

일 품 요 리

저희 업소의 쌀, 배추김치는 "국내산" 만을 사용합니다.

(쌀:국내산,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우정 세트 ₩100,000

1. 컬리플라워 퓨레와 관자 연어 캐비아

2. 누룽지와 한우 채끝등심으로 감싼 육회 (소고기:국내산 한우)

3. 육전 삼합 (소고기:국내산 한우)

4. XO 소스의 아스파라거스 송이 전복 볶음

5. 검은콩 소스의 한우안심 먹물브레드 (소고기:국내산 한우)

6. 곰국수 or 게우소스의 전복 볶음밥 (소고기:국내산 한우)

7. 행인두부와 계절 과일

세트 메뉴



힐스 세트 ₩80,000

1. 참치 타르타르와 사과 비트 캐비아

2. 절인 계란과 연어 브라타치즈 토마토 들기름 비네그렛

3. 크림치즈 딸기와 블루베리 구운 잣

4. 사과 천혜향 한우 채끝등심 롤 (소고기:국내산 한우)

5. 송이 난자 완스 (소고기:국내산 한우, 돼지고기:국내산)

6. 떡갈비 더덕구이 새싹삼과 마늘 볶음밥 (소고기:미국산)

7. 파나코타와 계절 과일

세트 메뉴

저희 업소의 쌀, 배추김치는 "국내산" 만을 사용합니다.

(쌀:국내산, 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Mouton Cadet Reserve Bordeaux ₩100,000

무똥 까데 리저브 보르도 / 프랑스

Kendall-Jackson, Vintner's Reserve Cabernet Sauvignon ₩95,000

켄달잭슨 빈트너 리저브 까베르네 쇼비뇽 / 미국

San Pedro, 1865 Carmenere Reserva ₩95,000

산 페드로 1865 까르메네르 리제르바 / 칠레

Escudo Rojo ₩92,000

에스쿠도 로호 / 칠레

Montes Alpha Cabernet Sauvignon ₩85,000

몬테스 알파 까베르네 쇼비뇽 / 칠레

Montgras Reserva Cabernet Sauvignon ₩40,000

몽그라스 리저브 까베르네 쇼비뇽 / 칠레

Montes Alpha Chardonnay ₩85,000

몬테스 알파 샤도네이 / 칠레

Ballantines 30y                                700ml ₩1,400,000

발렌타인 30년

Ballantines 21y                                700ml ₩500,000

발렌타인 21년

Ballantines 17y                                700ml ₩280,000

발렌타인 17년

Johnnie Walker Blue Label                      700ml ₩500,000

조니 워커 블루 라벨

Royal Salute 21y                               700ml                             ₩500,000

로얄 살루트 21년

 RED WINE 

 WHITE WINE 

 WHIS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