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미롱 한식 조찬 정식 Korean Breakfast 韩式早餐

갈치국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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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00

Hairtail Soup with Young Cabbage
带鱼湯
별미찬과 특선 계란찜(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갈치국과 진지(갈치:국내산, 쌀:국내산)
후식

한우 불고기와 성게 미역국 정식
Bul-go-gi and Seawead Soup with Sea Urchin Course
烤韩牛肉与海胆海带汤定食
한우 불고기(소고기:국내산 한우)
별미찬과 특선 계란찜(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성게 미역국과 진지(쌀:국내산)
후식

전복죽 정식
Abalone Porridge Soup Course
鲍鱼粥定食
제철 생선 구이
별미찬과 특선 계란찜(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전복죽(쌀:국내산)
후식

해물 순두부 정식
Soft Tofu Stew with Seafood Course
海鲜嫩豆腐锅与米饭定食
제철 생선 구이
별미찬과 특선 계란찜(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해물 순두부와 진지 (소고기: 국내산 육우, 꽃게: 국내산, 쌀: 국내산, 두부: 외국산) I
후식

어린이 정식
Kids Course
孩子定食
생선 구이 또는 한우 불고기 중 택1(고등어: 노르웨이산, 소고기: 국내산 한우)
별미찬과 특선 계란찜(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소고기 미역국과 진지(소고기:국내산 한우, 쌀:국내산)
후식
*36개월미만 유아고객께는 오늘의 죽과 계란찜을 제공해드립니다

모든 금액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VAT.
全价格已含税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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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국 정식
Side Dish with Special Steamed Egg 风味小菜,特选蒸鸡蛋
Hairtail Soup with Young Cabbage 带鱼湯
Dessert 济州传统茶

Bul-go-gi and Seawead Soup with Sea Urchin Course
烤韩牛肉与海胆海带汤定食
한우 불고기와 성게 미역국 정식
Bul-go-gi 烤韩牛肉
Side Dish with Special Steamed Egg 风味小菜,特选蒸鸡蛋
Seawead Soup Sea urchin with Steamed Rice 海胆海带汤与米饭
Dessert 济州传统茶

Abalone Porridge Soup Course
鲍鱼粥定食
전복죽 정식
Grilled Seasonal Fish 时令鲜烤鱼
Side Dish with Special Steamed Egg 风味小菜,特选蒸鸡蛋
Abalone Porridge Soup 鲍鱼粥
Dessert 济州传统茶

Soft Tofu Stew with Seafood Course
海鲜嫩豆腐锅与米饭定食
해물 순두부 정식
Grilled Seasonal Fish 时令鲜烤鱼
Side Dish with Special Steamed Egg 风味小菜,特选蒸鸡蛋
Soft Tofu Stew with Seafood and Steamed Rice 海鲜嫩豆腐锅与米饭
Dessert 济州传统茶

Kids Course
孩子定食
어린이 정식
Grilled Seasonal Fish or Bul-go-gi 烤青花鱼或烤韩牛肉（选1个）
Side Dish with Special Steamed Egg
Seaweed Soup with Beef and Steamed Rice 牛肉海带汤和一顿米饭
Dessert 济州传统茶
*36개월미만 유아고객께는 오늘의 죽과 계란찜을 제공해드립니다
The complimentary today's porridge and steamed egg are served to children under 47 months.
给47月龄以下幼儿顾客提供今天的粥和蒸鸡蛋

모든 금액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VAT.
全价格已含税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