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미롱 상차림
제주 물꾸럭 비빕밥

\

40,000

\

48,000

\

42,000

\

48,000

(쌀:국내산,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돌문어:국내산)
제주의 싱싱한 돌문어를 삶아서 돌미롱 특제 소스를 입혀 제철 야채와 함께,
비벼 드시기 좋은 메뉴입니다.

돌솥 비빔밥과 해산물장
(쌀:국내산,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소고기:미국산)
신선한 채소와 소고기, 그리고 성게 미역국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조화를 느끼실 수 있고,
돌미롱 특제 간장으로 재워 낸 해산물장과 다채로운 바다의 맛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전복 게우솥밥
(쌀:국내산,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전복:국내산)
전복의 내장인 게우는 그것만 먹어도 전복 하나를 먹었다고 할 만큼 영양만점의 식재료입니다.
푸짐한 전복과 함께 담아낸 가마솥밥은 진한 전복의 풍미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솔라니 가마솥밥
(쌀:국내산,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옥돔:국내산)
가시를 제거한 옥돔 한 마리가 들어있는 옥돔 가마솥밥 한 숟가락에
제주의 토속젓갈을 곁들여 한 입 베어 물면 제주 바다의 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장어 가마솥밥과 매운탕

\

59,000

(쌀:국내산,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민물장어:국내산)
민물 장어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A등이 매우 풍부한 영양만점의 식재료입니다. 푸짐한 민물장어를
함께 담아낸 가마솥밥과 매운탕은 민물장어의 풍미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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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간장게장

\

59,000

(쌀:국내산, 꽃게:국내산,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알이 꽉 찬 암꽃게를 엄선하여 돌미롱 특제 간장에 재워 맛을 낸 메뉴로서
함께 제공되는 성게 미역국은 게장의 맛을 극대화합니다.

제주 보들결 한우 버섯탕

\

54,000

(소고기:국내산 한우,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버섯과 소고기, 여러 가지의 제철 야채들에서 국물이 우러나와 담백하고 깔끔한 맑은 국물의 탕입니다.

매콤 도미머리 조림

\

52,000

(참돔:국내산 / 쌀:국내산 /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어두일미’ 의 대표 생선인 도미 머리를 매콤한 양념에 조려 내어 감칠 맛이 뛰어난 조림 메뉴입니다.

제주 주낙갈치 조림 또는 갈치구이

\

65,000

\

62,000

(갈치:국내산, 쌀:국내산,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제주 근해에서 주낙으로 낚은 은갈치를 늙은 호박, 표고 버섯, 무 등과 함께
조려낸 갈치조림은 제주도 대표 음식입니다.

왕갈비찜과 된장찌개
(소고기:미국산 , 쌀:국내산, 김치(배추,고추 가루):국내산)

두툼한 소갈비에 특제 양념으로 달큰하게 조려낸 대왕 갈비찜과 고향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됟장찌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맛을 한껏 돋워 주기에 충분한 메뉴입니다.

제주 흑돼지 숯불구이와 김치찌개
(돼지고기:국내산, 쌀:국내산,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갈치속젓:국내산)
흑돼지의 3대 부위인 오겹살, 가브리살, 항정살을 숯불에 구워 제공되는 메뉴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김치찌개와 영양부추무침, 묵은 지는 숯불구이의 맛을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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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000

아꼽 상차림
어린이 상차림
소갈비 양념구이 또는 고등어 구이

\

29,000

(소고기:미국산 또는 고등어:노르웨이산, 쌀:국내산,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소갈비 양념구이 또는 고등어 구이에 세가지 별미찬과 새우구이를 식사와 함께 제공합니다.

모다들엉 상차림
패밀리 세트 메뉴

‘모여서 함께’ 라는 제주도 방언인 모다들엉은,
현지에서 직접 수급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패밀리 메뉴로서
3인가족이 함께 나누어 드시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흑돼지 숯불구이와 갈치조림 또는 갈치구이
(돼지고기:국내산, 갈치:국내산, 쌀:국내산, 김치(배추,고추가루):국내산)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흑돼지의 오겹살, 항정살, 가브리살을 숯불로 구워 깊은 맛을 더했으며,
주낙으로 잡아 올린 갈치를 갈치구이 또는 돌미롱의 특제 소스로 매콤하게 조린 갈치조림으로
깊은 제주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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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