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fast
용대리 황태, 전복죽

Dried pollack and abalone porridge

23,000

강원도 인제 용대리에서 겨우내 말린 황태와 활전복으로 조리한 죽
(신선한 죽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우 양지 묵은지, 콩나물 해장국
(소고기:국내산 한우)

23,000

Korean beef brisket & aged Kimchi, bean sprouts rice soup
시원하고 깔끔한 멸치육수, 한우 양지의 담백하고 깊은 맛에
1등급 방사 유정란으로 영양을 더한 해장국

한우 전복 미역국

(소고기:국내산 한우)

23,000

Korean seaweed soup with diced beef and abalone
한우의 진한 육수와 전복으로 영양을 더한 미역국

서양식 조식

(소시지:국내산 / 베이컨:국내산)

30,000

American breakfast

유기농 밀가루의 홈메이드 빵과 수제 딸기 잼, 블루베리 잼, 신선한 샐러드,
생과일주스, 커피가 제공되는 건강한 서양식 조찬

*음식과 관련하여 알러지가 있는 고객께서는 담당서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tell your server if you have food allergy.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Hotel Restaurant TO GO Menu
한우 안심 김치볶음밥 (소고기:국내산 한우 / TO GO)
Korean beef tenderloin kimchi fried rice

23,000

760고지에서 직접 제조 및 숙성 시킨 김치와 부드러운 한우 안심으로 맛을 낸 김치볶음밥

클럽 샌드위치와 감자, 새우튀김 (닭고기:국내산 / 햄:국내산 / TO GO)
Club sandwich and french fries, shrimp

26,000

슬라이스치즈, 계란, 양상추, 토마토, 햄, 닭 다리살로 만든 샌드위치

낙지 & 한우불고기 덮밥 (낙지:국내산 / 소고기:국내산 한우 / TO GO)
Stir-fried small octopus & Bulgogi and steam rice

28,000

바다의 기운을 담은 국내산 낙지와 한우 불고기에 신선한 야채를 곁들여서 매콤하게 조리한 덮밥

한우 함박스테이크 & 새우볶음밥 (소고기:국내산 한우 / TO GO)
Korean beef hamburger steak & shrimp fried rice

35,000

양송이소스로 맛을 낸 한우 수제 함박과 하와이안 스타일의 새우볶음밥(로코모코 스타일)

한우 차돌, 묵은지 고추 오일 파스타 (소고기:국내산 한우 / TO GO)
Korean beef brisket & aged Kimchi with Aglio e Olio spicy pasta

38,000

한우 특수부위 차돌과 706고지에서 숙성시킨 묵은지에 채소를 곁들인 매콤한 고추 오일 파스타

허브순살 크리스피 치킨, 감자, 고구마, 새우튀김 (닭고기:국내산 / TO GO)
Fried boneless chicken & shrimp, french fries & sweet

53,000

potato 24시간 허브로숙성시킨 순살치킨과 감자, 고구마, 새우튀김

오렌지 칠리새우와 레몬 마요새우 (TO GO)

Orange chili shrimp & lemon mayo shrimp with nacho chips

55,000

오렌지 칠리소스와 레몬마요소스로 두가지 맛의 낸 새우 튀김

모둠치즈, 계절과일 & 최상급 햄 (햄:수입산, 이탈리아 / TO GO)
Assorted cheese & seasonal fruits & Italian ham

85,000

제철 과일과 모둠치즈, 이태리 최상급 햄

*음식과 관련하여 알러지가 있는 고객께서는 담당서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tell your server if you have food allergy.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uropean Platter
오늘의 샐러드

26,000

Today's salad

신선한 야채와 제철 특산품을 이용한 홈메이드 샐러드

클럽 샌드위치와 감자, 새우튀김 (닭고기:국내산 / 햄:국내산)
Club sandwich and french fries, shrimp

26,000

슬라이스치즈, 계란, 양상추, 토마토, 햄, 닭 다리살로 만든 샌드위치

자연송이 전복 리소토

Natural pine mushroom abalone risotto

30,000

자연의 깊은 향과 맛을 그대로 담은 송이와 신선한 활전복으로 맛과 영양을 더한 리소토

바닷가재, 해산물 로제 파스타

Seafood pasta with lobster, Rose sauce

35,000

랍스타를 곁들인 신선한 해산물, 야채에 토마토소스 생크림으로 그 맛을 더한 파스타

한우 안심 고르곤졸라 크림 파스타 (소고기:국내산 한우)
Gorgonzola cream pasta with tenderloin steak

35,000

안심, 버섯, 애호박을 곁들인 이탈리아산 고르곤졸라 크림파스타

한우 함박스테이크 & 새우볶음밥 (소고기:국내산 한우)
Korean beef hamburger steak & shrimp fried rice

35,000

양송이소스로 맛을 낸 한우 수제 함박과 하와이안 스타일의 새우볶음밥(로코모코 스타일)

한우 차돌, 묵은지 고추 오일 파스타 (소고기:국내산 한우)
Korean beef brisket & aged Kimchi with Aglio e Olio spicy pasta

38,000

한우 특수부위 차돌과 706고지에서 숙성시킨 묵은지에 채소를 곁들인 매콤한 고추 오일 파스타

한우 채끝등심 스테이크 (소고기:국내산 한우) 200g
Korean beef sirloin steak and grilled vegetables

85,000

한우 채끝 등심스테이크와 제철야채구이 (미니샐러드 제공)

*음식과 관련하여 알러지가 있는 고객께서는 담당서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tell your server if you have food allergy.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uropean Platter
미트 바비큐 (소고기:국내산 한우 / 돼지고기: 국내산 / 닭고기:국내산)
Assorted meat BBQ & hot vegetable

200,000

한우안심, 채끝, 닭고기, 돼지고기 특수부위 3종과 목살, 구운 야채와 함께 제공되는 바비큐 모둠

(※ BBQ 메뉴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문 시 이용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약문의 부탁드립니다.)

모둠 치즈, 계절과일 & 최상급 햄 (햄:수입산, 이탈리아)
Assorted cheese & seasonal fruits & Italian ham

85,000

제철 과일과 모둠치즈, 이태리 최상급 햄

오렌지 칠리새우와 레몬 마요새우

Orange chili shrimp & lemon mayo shrimp with nacho chips

55,000

오렌지 칠리소스와 레몬마요소스로 두가지 맛의 낸 새우 튀김

허브순살 크리스피 치킨, 감자, 고구마, 새우튀김 (닭고기:국내산)
Fried boneless chicken & shrimp, french fries & sweet potato

53,000

24시간 허브로 숙성시킨 순살치킨과 감자, 고구마, 새우튀김

모둠 과일

30,000

Assorted fruits

모둠 제철과일 디저트(4~5종)

마이 노멀 키토 스노우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아이스크림
My Normal Keto Snow Madagascar vanilla ice cream

12,000

무설탕, 알룰로스, 스테비아, 락토프리 우유, 최고급 원재료로 만든 키토제닉 국내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바세츠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

America premium NO.1 Bassetts ice cream

12,000

159년 전통과 최고 등급 원유와 원료로만 사용하여 만든 프리미엄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

*음식과 관련하여 알러지가 있는 고객께서는 담당서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tell your server if you have food allergy.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Asian Platter
한우 전복 미역국 (소고기:국내산 한우)

23,000

토하젓 산채비빔밥

23,000

홍천 잣 메밀 콩국수 (콩:국내산 / 국내산 봉평 메밀 100%)

25,000

지리산 매실 돼지 두부 김치찌개 (돼지고기:국내산 / 두부:국내산)

25,000

낙지 & 한우불고기 덮밥 (낙지:국내산 / 소고기:국내산 한우)

28,000

한우 도가니 수삼 곰탕 (소고기:국내산 한우 / 육수:국내산 한우)

30,000

춘천식 닭갈비 구이와 막국수 (닭:국내산 / 국내산 봉평 메밀 100%)

35,000

옥돔구이와 된장 반상 (옥돔:제주산)

45,000

Korean seaweed soup with diced beef and abalone

한우의 진한 육수와 전복으로 영양을 더한 미역국

Wild vegetable Bibimbap with fermented fresh water shrimp

신선한 산채나물과 메밀싹, 영양부추에 청정한 곳에서만 서식하는 민물새우로 담근 토하젓으로 맛을 낸 건강식 비빔밥

Hong Cheon pine nut buckwheat cold bean noodles

홍천 5대 명품 중 하나인 홍천 잣과 봉평 메밀 100% 면으로 그 맛을 더한 콩국수

Jiri mountain pork & aged Kimchi stew

직접 담아 숙성시킨 묵은지, 지리산 매실 돼지고기로 맛을 낸 김치찌개

Stir-fried small octopus & Bulgogi and steam rice

바다의 기운을 담은 국내산 낙지와 한우 불고기에 신선한 야채를 곁들여서 매콤하게 조리한 덮밥

Korean beef knuckle bones soup with a undried Ginseng

진하게 우려낸 한우 사골 육수에 도가니, 수삼으로 그 깊이를 더한 진고음탕

Chuncheon style spicy grilled chicken and Bongpyeong buckwheat noodles

그릴향이 가득한 춘천식 닭갈비와 봉평 메밀 100% 면으로 맛을 낸 막국수 (닭갈비 익히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Grilled Jeju red tilefish & soybean paste award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하던 생선 특유의 단맛이 일품인 제주 옥돔구이

돼지고기 김치전골 (돼지고기:국내산 / 두부:국내산)

100,000

군두부구이 & 더덕 낙지 돼지고기 두루치기 (두부:국내산 / 낙지:국내산 / 돼지고기:국내산)

100,000

Kimchi stew with pork

한우로 맛을 낸 육수에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담백하고 칼칼한 김치전골

Fried Tofu & Stir-fried Deodeok, small octopus, and pork

들기름으로 구워낸 군두부와 낙지, 돼지고기, 더덕, 신선한 야채를 곁들여 매콤하게 조리한 볶음요리
* 전골,요리류는 조리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음식과 관련하여 알러지가 있는 고객께서는 담당서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tell your server if you have food allergy.

*국내산 쌀과 콩, 배추김치(배추김치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를 사용합니다.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d Wine
아르누라쇼, 끌로드부죠 "17

1,500,000

아르누라쇼, 라트리시에르 샹베르땡

1,500,000

Arnoux Lachaux, Clos de Vougeot "17

Arnoux Lachaux, Latricières Chambertin

샤또 벨브리즈 뽀므롤

900,000

르그호 뉘이 생 죠지 1er " 레페리에흐"

800,000

르그호 샹볼 뮤지니 1er Cru "레노와트"

800,000

알마비바

800,000

실버오크, 나파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750,000

샤또 딸보

360,000

실버오크, 알렉산더 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300,000

Chateau Belle Brise - Pomerol

Nuits Saint Georges 1er "Les Perrieres"

Chambolle-Musigny 1er cru "Les Noirots"

Almaviva

Silver Oak,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Chateau Talbot

Silver Oak, Alexander valley Cabernet Sauvignon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d Wine
덕혼, 나파벨리 멜롯

280,000

샤또 르 퓌, 에밀리앙

200,000

로버트 몬다비, 나파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150,000

죠셉 펠프스, 이니스프리 까베르네 쇼비뇽

150,000

코노 수르, 20 배럴 까베르네 쇼비뇽

150,000

코노 수르, 20 배럴 피노누아

150,000

덕혼, 디코이 멜롯

150,000

루이자도, 부르고뉴 피노누아

120,000

Duckhon, Napa Valley Merlot

Chateau Le Puy, Emillen

Robert Mondavi,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Joseph Phelps, Innisfree Cabernet Sauvignon

Cono Sur, 20 Barrels Cabernet Sauvignon

Cono Sur, 20 Barrels Pinot Noir

Duckhon, Decoy Merlot

Louis Jadot, Bourgogne Pinot Noir

그랜트 버지, 미암바 쉬라즈

90,000

노통, 리제르바 말벡

90,000

웬티, 서던 힐스 까베르네 쇼비뇽

90,000

Grant Burge, Miamba Shiraz

Norton, Reserva Malbec

Wente, Southern Hills Cabernet Sauvignon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White Wine
도멘 하페, 꼬르통 샤를마뉴 그랑 크뤼

800,000

파 니엔테, 샤도네이

300,000

로버트 몬다비, 나파밸리 샤도네이

150,000

클라우드베이, 쇼비뇽블랑

130,000

루이자도, 샤블리 샤도네이

120,000

Domaine Rapet, Corton Charlemagne Grand Cru

Far Niente, Chardonnay

Robert Mondavi, Napa Valley Chardonnay

Cloudy Bay, Sauvignon Blanc

Louis Jadot, Chablis Chardonnay

웬티, 모닝포그 샤도네이

90,000

Wente, Morning Fog Chardonnay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Champagne & Sparkling Wine
돔페리뇽

700,000

모엣 샹동

200,000

Dom perignon

Moet&Chandon

산테로 피노 샤도네이 스푸만테

60,000

헨켈 트로켄

60,000

Santero Pinot Chardonnay Spumante

Henkell Trocken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Beverage
에스프레소 - 원두 / 캡슐

7,000

아메리카노 (Hot) - 원두 / 캡슐

7,000

아메리카노 (Ice) - 원두 / 캡슐

9,000

Espresso

Americano Hot

Americano - Ice

라떼 (Hot, Ice)

10,000

Café Latte (Hot, Ice)

에이드 (레몬/자몽)

8,000

콜라, 사이다

3,000

Ade (Lemon / Grapefruit)

Coke, Cider

원두 커피 (LA COLOMBE)

1994년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La Colombe는 직접 무역의 초기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La Colombe는 사회적으로 활성화 된

소규모 농장 및 커피협회와의 교류를 장기적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La Colombe는 최상의 원두로
유럽 고유의 커피향을 그대로 재현해 내고 있는 정직한 커피 브랜드입니다.

As of the early pioneers of direct trade since launching in Philadelphia(1994), the coffee brands prides itself on proactive,
long-term relations with small-holders farms and socially responsible coffee-growing associations. La Colombe has
roasted and served traditional Europian coffees with the freshest coffee beans.

캡슐 커피 (NESPRESSO)

네스프레소는 커피 그대로의 신선함과 아로마를 완벽하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프레시니스 캡쳐 사이언스(Freshness Capture
Science)로 최상의 커피 경험을 선사합니다.

Nespresso delivers the best coffee experience through Freshness Capture Science – a method that perfectly preserves
the freshness and aroma of coffee.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Beer

바이엔 슈테판은 1,000년이 넘게 이어져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맥주 양조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뮌헨 공과대학의 양조학 연구, 교육기관으로도 명성이 높아 전 세계의 수많은 브루마스터들이

바이엔 슈테판에서 교육을 받으며, 세계의 수많은 맥주 회사들이 바이엔 슈테판의 효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lmost a thousand years ago the Bavarian State Brewery Weihenstephan was the monastery brewery of the
Benedictine monks. As the oldest still existing brewery in the world it stands upon the Weihenstephan hill,
surrounded by the comparatively very young Weihenstephan science center of the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And so, a unique tradition and brewing culture developed over the centuries. Thousands of brewmasters
around the world are trained in Weihenstephan and numerous brewers around the world love Weihenstephan.

바이엔 슈테판 (Draft / Bottle)
Weihenstephan Beer

12,000

이탈리아어로 블루 리본을 의미하는 '나스트라즈로(Nastro Azzurro)'는 1963년 이탈리아의 국가적 명성을 높인
'대서양 횡단대회'의 우승으로 수여된 블루 리본 트로피에 영감을 얻어 출시한 맥주입니다.

지중해의 아로마를 연상 시키는 청량감과 시트러스한 풍미, 깔끔한 끝 맛이 특징인 프리미엄 라거입니다.

Launched in1963, Nastro Azzurro is Italian for Blue Ribbon and this lager beer is named in honour of the blue
Riband won by Italian icean liner SS Rex in 1933. Nastro Azzurro tastes a light, crisp and clean light lager.

페로니 (Draft / Bottle)

12,000

Peroni Beer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Cocktail
진토닉 / 보드카토닉

10,000

모히토

12,000

피치크러쉬

12,000

블루사파이어

12,000

테킬라 선라이즈

12,000

블랙 러시안

12,000

잭콕

15,000

버번콕

15,000

Gintonic / Vodkatonic

Mojito

Peach Crush

Blue Sapphire

Tequila Sunrise

Black Russian

Jack Coke

Bourbon Coke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Wine(Glass)
포지오 알 테소로 메디테라

16,000

웬티, 모닝포그 샤도네이

14,000

Poggio al Tesoro Mediterra

Wente, Morning Fog Chardonnay

Whisky(Glass)
시바스 리갈 18y

25,000

잭 다니엘 싱글 배럴

20,000

조니 워커 블랙 라벨

15,000

Chivas Regal 18years old

Jack Daniel's single barrel

Johnnie Walker Black Label

상기 금액에는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이지우드는 금연지역입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