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
주전부리

***
영양부추를 감싼 한우 편채와 성게알 소스

완도 돌문어 숙회와 청산도 세모초
+5,500

한반도 귀어회와 볏짚 훈연회
+10,000

보성 쪽파와 서산 대하 탕엽전

남산 한우 육전과 고흥유자 천엽무침
+5,500

해삼과 송화버섯을 곁들인 제비추리탕
+11,000

제피 간장에 절인 한돈 목살구이

여수 병어 된장구이와 홍시 경수채 무침
+5,500

한우 등심 구이와 명이나물 퓨레
+16,000

봉평식 메밀비빔 면상

한우 육회비빔 반상
+5,500

성게알 보리비빔 반상
+10,000

함양 팥 파르페와 녹차 아이스크림

애플망고와 파인애플 냉만두

개성약과 밤 밀페유와 라즈베리 소벳
+5,000

***
한과, 병과

4품 KRW 58,000

5품 KRW 77,000

모든 메뉴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짓상

만찬
주전부리

***

주전부리

태안 감태국과 바지락

포항 개복치 된장 물회
+5,000

청산도 전복 훈연회와 곰마늘

한반도 귀어회와 볏짚 훈연회
+9,000

남산 한우 육전과 고흥유자 천엽무침

울진 박달대게살전과 재피간장
+8,000

울진 박달대게살과 굴림만두탕
한우 꾸리살 육회와
공주 옥광밤

한반도 귀어회와
볏집 훈연회
+11,000

청산도 전복 연근찜

금일 간식

금일 간식

남산 한우 1++ 등심구이와 셀러리악 퓨레
+18,000

지중해 농어구이와 브로콜리니
간장버터 거피 옥수수범벅

강화도 75일 갯벌장어 구이와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복분자 소스
남산한우 5,6,7 갈비 본살찜

한우 육회비빔 반상

성게알 보리비빔 반상
+5,000

함양 팥 파르페와 녹차 아이스크림

애플망고와 파인애플 냉만두

***

전복 솥밥
개성약과 밤 밀페유와 라즈베리 소벳
한과, 병과

한과, 병과

KRW 130,000

KRW 175,000

모든 메뉴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KRW 220,000

(2인이상 주문가능)

Dinner Only

구이, 적, 전유어, 찜

회, 숙회

강화도 75일 갯벌장어 구이와 복분자 소스
Roasted ‘Gang-Hwa-Do’ 75days mud eel
with wild berry sauce
KRW 64,000

한반도 귀어회와 볏짚 훈연회
‘Han-ban-do’ Line caught wild raw fish
& rice straw smoked raw fish of day
KRW 55,000

남산 한우 구이 (소고기:한우)
Grilled Han-beef with celeriac puree
1++등심 KRW 59,000

남산한우 5,6,7 갈비 본살찜 (소고기:한우)
Braised Han-beef no. 5, 6, 7 short ribs
with poached egg and shitake
KRW 59,000

영계적과 보리된장 (닭고기: 국내산)
Roasted baby chicken & barley bean paste
KRW 38,000

면상, 반상
성게알 보리비빔 반상 (쌀:국내산)
Platter of sea urchin barley bibim-bap and sides
KRW 38,000

한우 육회비빔 반상 (쌀: 국내산, 소고기: 한우)
Platter of Han-beef tartare bibim-bap and sides
KRW 38,000

청산도 전복 훈연회와 곰마늘
Rice straw smoked ‘Cheong-San-Do’ abalone
with poached jumbo garlic
KRW 38,000

한과, 병과
산 5-5 골동반상 (쌀: 국내산)
Platter of Festa signature bibim-bap and sides
KRW 38,000

애플망고와 파인애플 냉만두
Apple mango & pineapple dumpling
KRW 18,000

봉평식 메밀비빔 면상 (소고기: 한우)
Platter of ‘Bong-Pyeong’ buckwheat noodle and sides
KRW 38,000

함양 팥 파르페와 녹차 아이스크림
‘Ham-Yang’ crispy red bean parfait
with green tea ice cream
KRW 15,000

남산 한우 육전 (소고기:한우)
Traditional pancake of Han-beef with egg yolk
& Han-beef’s tripe salad with yuzu and chili
KRW 35,000

우유아이스크림과 팥, 볶은메밀
Homemade milk ice cream
with red bean and buckwheat
KRW 12,000

모든 메뉴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