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Combo Menu 패밀리세트 家庭套餐
세트 메뉴 주문 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his Family Combo Menu is cheaper than table menu.
订购套餐时，可以享受更为低廉的价格。

오삼불고기 (2인) & 어린이 한우불고기

Table Menu 정식 套餐
갈비구이 정식 龙平套餐

￦ 48,000

Grilled Beef Ribs

￦ 85,000

烤鱿鱼五花肉（2人）& 儿童烤韩牛
Stir-Fried Cuttlefish and Pork Belly Seasoned in Chili Paste
(Portion for Two) and Portioned Korean Style Seasoned
Beef, Bulgogi
매콤한 오삼불고기와 달콤한 한우 불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트 메뉴
微辣的烤鱿鱼五花肉和香甜的烤肉可以一起享受的套餐
된장찌개 | 국내산 육우 / 삼겹살 | 국내산 300g
불고기 | 국내산한우 150g

숯불에 구워 정갈하게 차린 갈비 정식
用炭火烤制，整洁精致的准备的排骨套餐
소갈비 | 미국산 300g

뚝배기 불고기 정식 石锅牛肉套餐

￦ 39,000

Korean Style Seasoned Beef Bulgogi in an Earthen Pot
국내산 한우로 뚝배기에 끓여낸 불고기 정식
选用韩国产韩牛，在石锅中煮制的烤肉套餐
불고기 | 국내산 한우 180g

Table Menu 식사 吃饭
김치찌개

泡菜汤套餐

￦ 19,500

Pork Kimchi Stew
대관령에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용평에서
직접 담근 김치로 끓여 깊은 맛이 일품인 정식
用选用在大关岭栽培的白菜，在龙平亲手腌制的泡菜熬煮，
浓醇的味道堪称一流的套餐
돼지고기 | 국내산

진국곰탕

精熬牛骨浓汤

￦ 19,500

Thick Beef Bone Soup
국내산 한우로 진하게 푹 고아내어 깊은 맛이 일품인 보양식
选用韩国产韩牛炖得浓浓的，
醇厚的味道堪称一流的滋补食品

Table Menu 식사 吃饭
곱창 전골 肥肠火锅
Beef Tripe Hot Pot

￦ 82,000 (2인)
(Portion for Two)

오삼불고기 烤鱿鱼五花肉套餐

￦ 94,000 (4인)

Stir-Fried Cuttlefish and
Pork Belly Seasoned in Chili Paste

￦ 67,000 (2인)

강원도 지역 별미인 오징어와
삼겹살을 고추장 양념에 볶은 정식

황태국 明太鱼汤

用辣酱炒制江原道地区的风味鱿鱼
和五花肉的套餐

Dried Pollack Soup
대관령 특산물 황태로 끓여 깊고 진한 맛이 으뜸인 정식
用大关岭特产明太鱼熬煮，浓醇厚重的味道最棒的套餐

￦ 109,000 (4인)
(Portion for Four)

단백질, 철분, 비타민이 풍부하여
허약한 체질에 좋은 음식
곱창 | 국내산 한우

육수 | 국내산 한우 / 쇠고기 | 국내산 육우

￦ 19,500

Room Service

(Portion for Four)
(Portion for Two)

￦ 30,000
(추가 삼겹살 300g)
(Additional Pork Belly)

된장찌개 | 국내산 육우
삼겹살 | 국내산 600g, 300g

황태 | 러시아산

￦ 20,000
(추가 오징어 270g)
(Additional Squid)

주문 문의 | 033)330-7133 (구내 7133)
위
상기금액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include VAT.

상기금액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include VAT.

쌀, 김치(배추, 고춧가루) | 국내산
콩(두부) | 외국산, 고등어 | 노르웨이산, 낙지 | 중국산

쌀, 김치(배추, 고춧가루) | 국내산
콩(두부) | 외국산, 고등어 | 노르웨이산, 낙지 | 중국산

치 | 드래곤밸리호텔 1F 프런트 옆

스프 Soup 汤

피자 Pizza 比萨饼

오늘의 스프

￦ 8,000

今日例汤 Today’s Soup

Room Service

페스트리 해산물 피자

￦ 30,000

海鲜比萨 Pastry Seafood pizza

야채스프

￦ 10,000

蔬菜濃湯 Vegetable Soup

페스트리 살라미 피자

￦ 30,000

萨拉米比萨 Pastry Salami Pizza
소시지 | 이탈리아산

샐러드 Salad 沙拉
· 주문 시간 11:30 ~ 20:00
· 2인분 이상 배달 가능합니다.
· 소요시간 : 50분 내외

라이스 Rice 米饭

양송이버섯 샐러드

￦ 16,000

双孢菇沙拉 Mushroom Salad

그린 믹스 샐러드

￦ 14,000

绿色混合沙拉 Mixed Green Salad

부석태 초당 두부 샐러드

￦ 12,000

清麴酱 草堂豆腐沙拉
Chodang tofu Salad with Cheonggukjang
부석태ㅣ국내산 / 두부(콩)ㅣ미국산

￦ 18,000

￦ 16,000

치킨 | 국내산/ 베이컨ㅣ미국산

￦

쇠고기 | 미국산

牛肉炒饭咊蓟菜饭
Fried Rice with Stir-Fried Tenderloin and Vegetable
쇠고기 | 호주산
牛肉香料饭

￦ 22,000

치킨 티카 마살라

炸鸡香料饭

￦ 21,000

토마토 비프 커리

番茄牛肉咖喱

￦ 22,000

Tomato Beef Curry
토마토소스와 소고기가 곁들어진 인도 전통 커리
쇠고기 | 호주산

意大利面包 三文治
Ciabatta Club Sandwich

芝士 汉堡 Cheese Burger

￦ 22,000

Chicken Tikka Masala
인도 대표 향신료인 마살라로 만든 전통 치킨 커리
치킨 | 국내산

불고기 | 국내산 한우

치즈 버거

소곤소곤 볶음밥 (쇠고기 안심 야채 볶음)

Beef Tikka Masala
인도 대표 향신료인 마살라로 만든 전통 비프 커리
쇠고기 | 호주산

韩牛烤肉 三文治
Hanwoo Bulgogi Sandwich

치아바타 클럽 샌드위치

￦ 21,000

牛里脊排盖饭
A Rice Bowl with Sliced Sirloin Steak on Top
쇠고기 | 호주산

비프 티카 마살라

샌드위치 Sandwich 三文治
한우불고기 샌드위치

특제소스를 곁들인 등심 스테이크 덮밥

16,000

토마토 치킨 커리

番茄炸鸡咖喱

Tomato Chicken Curry
토마토소스와 치킨 곁들어진 인도 전통 커리
치킨 | 국내산

상기금액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상기금액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상기금액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include VAT.

All prices include VAT.

All prices include VAT.

￦ 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