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fast
서양식 조식

30,000

소시지:국내산 / 베이컨:국내산

유기농 밀가루의 홈메이드빵과 수제 딸기잼, 블루베리잼,

신선한 샐러드, 생과일 주스, 커피가 제공되어지는 건강한 서양식 조찬

양구시래기 논우렁, 올갱이 부추 토장국

22,000

용대리 황태 해장국

22,000

강원도 양구 특산물인 시래기와 국내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올갱이, 논우렁으로 맛을 낸 토속 보양식 해장국

육수:국내산 한우

황태육수와 한우 진사골의 황금 비율의 조리법으로 육수의 참맛이 일품인 해장국

자연송이 한우 국밥

소고기:국내산 한우 / 육수:국내산 한우

22,000

자연송이를 곁들인 한우와 사골로 맛을 낸 시그니처 메뉴

Good Morning
한라봉 주스

12,000

캐로플 주스

10,000

감귤 주스

10,000

비타민이 풍부해 혈관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은 과일 주스

시력 보호 및 개선효과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웰빙 주스

환절기에 감기예방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스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미리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 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속에서 건강한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Lunch & Dinner
자연송이 전복 한우 도가니탕
소고기:국내산 한우 /육수:국내산 한우

35,000

주꾸미 한우불고기 덮밥
소고기:국내산/주꾸미:국내산

28,000

동해안 물회&메밀국수(메밀 함량 100%)
광어:국내산

28,000

사천식 자연송이 해물 덮밥
닭고기:국내산(닭 뼈)

25,000

커리 라이스(한우 안심 또는 해산물 택일)
소고기:국내산 한우/육수:국내산 한우

25,000

멍게&활어회 덮밥
광어:국내산

25,000

매실 돼지목살&콩비지찌개
육수:국내산 한우/콩비지:국내산/돼지고기:국내산

22,000

자연버섯 전복 해물 된장찌개
두부:국내산

22,000

샷슈르소스의 한우 안심 오므라이스
소고기:국내산 한우

22,000

영양부추 산채비빔밥&유곽장

22,000

정성껏 우려낸 한우 육수에 자연송이, 능이버섯, 전복, 한우 도가니, 갈비, 수삼을 더한 한우 진고음탕

맛과 영양이 꽉 찬 주꾸미와 한우 불고기에 신선한 야채, 버섯을 매콤하게 조리한 덮밥

조리장이 추천하는 세이지우드 대표 메뉴 물회와 강원도 봉평산 메밀 100% 면의 식감과 풍미의 조화로움

해삼을 비롯한 해물에 자연송이 풍미를 더한 매콤한 사천식 덮밥

한우 육수를 기본으로 양파 카라멜라이징으로 맛을 더한 소스에 해물(전복, 새우, 갑오징어) 또는 한우 안심이 어우러진 커리

바다내음 가득한 활멍게와 신선한 활어회 신선한 야채와 직접 담아 숙성시킨 매실청을 첨가한 장으로 맛을 더한 비빔밥

국내산 백태로 직접 만든 비지에 세이지우드 760고지에서 숙성시킨 묵은지와 지리산 매실 돼지의 맛을 더한 콩비지찌개

자연에서만 채취 가능한 능이, 자연송이, 싸리버섯에 전복과 해산물로 건강과 맛을 더한 된장찌개

부드러운 한우 안심과 샷슈르 소스와 허브 갈릭라이스로 맛을 낸 오므라이스

산채나물과 간의 채소라 불리는 영양부추, 메밀싹과 조개, 새우살, 야채로 조리한 유곽장으로 맛을 낸 자연식 비빔밥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미리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 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속에서 건강한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요리류
한우 채끝 등심 구이 & 하와이언 랍스터 전복구이 & 샐러드
소고기:국내산 한우

130,000

아스파라거스&전가복

110,000

한방 대추소스의 한우 안심 모둠버섯 볶음
소고기:국내산 한우

110,000

사천식 한우 안심&해물누룽지탕
소고기:국내산 한우

110,000

군두부구이&더덕 갑오징어 돼지고기 두루치기&모둠쌈
돼지고기:국내산 / 두부:국내산

100,000

한우 안심 더덕 탕수육&오디소스
소고기:국내산 한우

100,000

한우 채끝 등심 하와이언 갈릭소스의 랍스터 전복구이 신선한 야채 시저 드레싱으로 맛을 낸 샐러드

예로부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먹었다는 해삼, 전복, 갑오징어, 새우 등
해산물과 버섯, 야채를 넣어 센 불로 볶아낸 중식풍 요리

부드러운 한우 안심, 버섯, 신선한 야채에 대추 소스의 깊은 풍미, 당미를 더한 볶음 요리

부드러운 한우 안심과 해삼을 비롯한 해산물 야채와 고소한 누룽지 튀김이 제공되는 매콤한 사천식 볶음

들기름으로 구워낸 군부두와 갑오징어, 돼지고기, 더덕, 신선한 야채를 곁들여 매콤하게 조리한 볶음요리

슈퍼블랙푸드인 오디소스와 연근, 더덕을 더한 한우 안심 탕수육

삼합구이(돼지 특수 부위, 더덕, 버섯)&영양샐러드
돼지고기:국내산

90,000

바질 사과 드레싱의 훈제연어 샐러드

80,000

유린기
닭고기:국내산

70,000

마늘 올리브오일에 숙성시킨 항정살, 등심 덧살, 갈매기살 구이와

양념더덕, 버섯구이 신선한 메밀 싹, 영양부추가 곁들여진 샐러드(사과&간장드레싱)
바질과 양파 사과로 맛을낸 홈메이드 드레싱에 슈퍼 블랙푸드인 신선한 블루베리를 곁들인 훈제연어 샐러드

닭다리살 튀김 신선한 샐러드와 청양고추로 매콤한 맛을 더한 유린기 소스의 닭요리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미리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 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속에서 건강한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전골류

자연버섯 해신탕 & 영양 닭죽 (3시간 전 예약)
닭고기:국내산

250,000

홍삼, 마가목, 황칠목, 가시오가피등의 약재와 해산물(전복, 대하, 피문어)
자연버섯(능이, 송이, 싸리)이 어우러진 보양식 토종 닭백숙

영양 양갈비 전골
양고기:호주 / 육수:국내산 한우

140,000

한우 차돌, 전복, 피문어&버섯 전골
소고기:국내산 한우/두부:국내산

140,000

메밀만두 & 돼지고기 김치전골
돼지고기:국내산 / 육수:국내산 한우 / 두부:국내산

100,000

스테미너에 좋은 양고기와 야채 한우 육수에 수제양념으로 정성을 다한 시그니처 보양식 메뉴

정성껏 우려낸 한우 육수에 제철모둠버섯과 신선한 야채와 전복, 동해안 피문어, 한우 차돌이 어우러진 전골

한우로 맛을 낸 육수에 메밀만두와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담백하고 칼칼한 묵은지 전골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미리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 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속에서 건강한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Semi - Set Menu

Challenge Set

Vision Set

Dream Set

1 per. 80,000

1 per. 110,000

1 per. 150,000

웰컴디쉬

웰컴디쉬

웰컴디쉬

바질 사과 드레싱의 훈제연어 샐러드

삼합구이(돼지 특수 부위, 더덕, 버섯)

한우 채끝 등심 구이&

토종닭 유린기(닭고기:국내산)

(돼지고기:국내산)

&영양샐러드

하와이언 랍스터 전복구이 시저 샐러드

한방 대추소스의

오디소스의 한우 안심 더덕 탕수육

모둠해산물&모둠회(3종)

한우 안심 모둠버섯 볶음
(소고기: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김치전골

(소고기:국내산 한우)

사천식 한우 안심&해물누룽지탕

아스파라거스&전가복

(돼지고기:국내산/두부:국내산)
오늘의 후식

(소고기:국내산 한우)

한방 대추소스의

한우 안심 모둠버섯 볶음

(소고기:국내산 한우)

군두부구이&갑오징어 돼지고기 두루치기

(소고기:국내산 한우)
영양 양갈비 전골

(양고기:호주 / 소고기:국내산 한우)

(돼지고기:국내산/두부:국내산)

한우 차돌 전복 피문어&버섯전골

(소고기:국내산 한우/두부:국내산)

오늘의 후식

오늘의 후식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미리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 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속에서 건강한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BBQ - Set Menu
*BBQ는 3~4일전 예약 주문 부탁드립니다.

Challenge Set

Vision Set

Dream Set

1 per. 90,000

1 per. 120,000

1 per. 160,000

야채스틱&블루베리 쌈장

야채스틱&블루베리 쌈장

야채스틱&블루베리 쌈장

홍천잣죽

자연송이 활전복죽

자연송이 활전복죽

동해안 피문어 숙회

동해안 피문어&참골뱅이 숙회

동해안 피문어&참골뱅이숙회

아스파라거스&해물구이

아스파라거스&해물구이

해물구이

(전복.왕새우)

(전복.바닷가재.갑오징어)

(전복, 바닷가재, 갑오징어)

삼합구이(항정, 갈매기, 등심 덧살)&

한우 차돌구이&영양 부추샐러드

3종 모둠회

메밀싹샐러드

(돼지고기:국내산)
야채구이&한우 안심구이
(소고기:국내산 한우)
된장찌개&진지
(두부:국내산)
계절과일

(소고기:국내산 한우)

야채구이&한우 채끝등심구이
(소고기:국내산 한우)

용대리 황태&더덕구이

한우 안심구이&산나물 샐러드
(소고기:국내산 한우)

군두부 구이&묵은지 수육
(돼지고기:국내산)

해물된장찌개&진지

야채구이&한우 채끝 등심구이

계절과일

해물된장찌개&진지

(두부:국내산)

(소고기:국내산 한우)
(두부:국내산)
계절과일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미리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 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속에서 건강한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류

바이엔슈테판

65,000

화요 41도

70,000

바이엔슈테판

12,000

화요 41도

55,000

바이엔슈테판

12,000

화요 25도

42,000

화요 25도

30,000

일품진로

35,000

(피쳐)

생맥주(300ml)

병맥주(330ml)

(500ml)

(375ml)

(500ml)

(375ml)

(375ml)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미리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 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속에서 건강한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