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B1 Pub & Restaurant
If you have an allergic intolerance, please inform waiting server.
알러지와 관련하여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직원에게 말씀 부탁합니다.

소고기 Beef
미국산 (비프 찹 스테이크, 스테이크 피자, 모듬 바베큐 플레터)
America (Beef Chop Steak, Steak Pizza, Assorted BBQ Platter)
호주산, 우지- 국내산: 육우 섞음 (수제 버거)
Australian, Domestic Mix (Homemade Burger)
돼지고기 Pork
국내산 (소시지 플레터, 모듬 바비큐 플레터)
Domestic (Sausage Platter, Assorted BBQ Platter)
미국산 (베이컨)

America (Bacon)

스페인산 (초리조 소시지)
외국산, 국내산 섞음 (스모크 햄)

Spanish (Chorizo Sausage)
Foreign, Domestic Mix (Smoked Ham)

국내산 (비어 햄)

Domestic (Beer Ham)

닭 고기 Chicken
태국산 (치킨 윙)

Thailand (Chicken Wing)

국내산 (닭 가슴살)

Domestic (Chicken Breast)

브라질산 (데리야끼 치킨 오븐구이)

Brazilian (Grilled Teriyaki Chicken)

양고기 Lamb
호주산 (모듬 바베큐 플레터)

Australian (Assorted BBQ Platter)

화살 오징어 Arrow Squid, 주꾸미 Webfoot octopus
베트남산 (크림 디아볼라 파스타, 해산물 파스타)
Vietnam (Cream Diavola Pasta, Seafood Pasta)
꽃게 Crab
중국산 (크림 디아볼라 파스타, 해산물 파스타)
Chinese (Cream Diavola Pasta, Seafood Pasta)
쌀 Rice
국내산 (버섯 크림 리조또)

Domestic (Mushroom Risotto)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evel B1 Beverage Special Event
Level B1 음료 스페셜 이벤트

국산 생맥주 무제한 제공 (1인 - 15,000)
Unlimited Local Draft Beer (1 person- 15,000)
클라우드 (Kloud)

수제 맥주 무제한 (1인 - 35,000)
Unlimited Craft Draft Beer (1 person - 35,000)
성수동 페일 에일 (American Pale ale),
맑디 맑은 바이젠 (Crystal Weizen),
쇼킹 스타우트 (Imperial Stout),
첫사랑 잉글랜드 (New England IPA)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evel B1 Pub Set Menu
Level B1 펍 세트 메뉴

청계산 세트메뉴 Cheonggyesan set

120,000

모듬 바비큐 플레터 + 훈제연어 샐러드 + 2인 수제 생맥주 무제한
(소고기: 미국산, 돼지고기- 소시지: 국내산, 양고기: 호주산)
Assorted BBQ Platter + Smoked Salon Salad + Unlimited Craft Draft Beer (2Person)

오라카이 세트메뉴 Orakai set

140,000

모듬 바비큐 플레터 + 훈제연어 플레터 + 문어 다리 튀김+ 2인 수제 생맥주 무제한
(소고기: 미국산, 돼지고기- 소시지: 국내산, 양고기: 호주산)
Assorted BBQ Plate + Smoked Salmon Platter + Fried Octopus Leg
+ Unlimited Craft Draft Beer (2Person)

수제 생맥주 무제한 1인 추가 시 25,000

고객님이 원하시는 수제 맥주를 선택해주세요.
Your Preference of Craft Draft Beer
성수동 페일 에일 (American Pale ale), 맑디 맑은 바이젠 (Crystal Weizen),
쇼킹 스타우트 (Imperial Stout), 첫사랑 잉글랜드 (New England IPA)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evel B1 Pub Special Group Set Menu
PUB 스페셜 단체 세트 메뉴 (10인 이상)
펍 세트 A

Pub Set A (2인 기준 – 각 1 플레이트) 50,000

트러플 오일 감자 튀김 Truffle Oil Fried Potato
문어 다리 튀김 Fried Octopus Leg

& 치킨 윙 Chicken Wing (닭고기: 태국산)

비프 찹 스테이크 Beef Chop Steak (소고기: 미국산)
시저 샐러드 Caesar Salad
구운 감자 피자 Potato Pizza

펍 세트 B Pub Set B

(4인 기준 – 각 1 플레이트)

(2인 기준 – 각 1 플레이트)

70,000

트러플 오일 감자튀김 Truffle Oil Fried Potato
문어 다리 튀김 Fried Octopus Leg

& 치킨 윙 Chicken Wing (닭고기: 태국산)

소시지 플래터 Sausage Platter (돼지고기: 국내산)
훈제연어 샐러드 Smoked Salon Salad
비프 찹 스테이크 Beef Chop Steak (소고기: 미국산)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 Seafood Tomato Pasta
(화살 오징어: 베트남산, 주꾸미: 베트남산, 꽃게: 중국산)
구운 감자 피자 Potato Pizza

(4인 기준 – 각 1 플레이트)

(단, 모든 세트에 제공 되는 피자는 4인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국산 생맥주 무제한 제공
Unlimited Local Draft Beer
클라우드 (Kloud)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피타이저 Appetizer
시저 샐러드 Caesar Salad

26,000

로메인, 앤초비, 베이컨,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얹은 신선한 샐러드
Anchovy, Romaine Leaves, Grana Padano Cheese and Crouton
Additional Topping (For Caesar Salad)
새우 Shrimp 6,000 닭 가슴살 Chicken Breast 6,000
(돼지고기- 베이컨: 미국산, 닭고기- 닭 가슴살: 국내산)

리코타 치즈 샐러드 Ricotta Cheese Salad

26,000

홈메이드 리코타 치즈를 얹은 신선한 샐러드
Homemade Ricotta Cheese and Seasonal Vegetable

카프레제 Caprese

28,000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향긋한 바질을 이용한 이탈리아 에피타이저
Tomato, Mozzarella Cheese and Basil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스타 Pasta
Oil Pasta (오일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 Aglio e Olio (V)

21,000

마늘과 페퍼론치노로 맛을 낸 매콤하고 깔끔한 오일 파스타
Spaghetti with Garlic, Peperoncino

Cream Pasta (크림 파스타)
까르보나라 Carbonara

24,000

짭짤한 베이컨과 치즈로 맛을 낸 대표 크림 파스타
Spaghetti with Bacon, Garlic, Parmesan Cheese
(돼지고기- 베이컨: 미국산)

크림 디아볼라 파스타 Cream Diavola Pasta

26,000

신선한 제철해산물을 고추 기름에 볶아 매콤하면서 크리미한 파스타
Spaghetti with Shrimp, Arrow Squid, Webfoot Octopus, Crab, Cream and Pepper Oil
(화살 오징어: 베트남산, 주꾸미: 베트남산, 꽃게: 중국산)

Tomato Pasta (토마토 파스타)
해산물 파스타 Seafood Tomato Pasta

28,000

신선한 제철해산물을 이용한 토마토 스파게티
(*오일 또는 크림 소스로 변경 가능합니다. Change the sauce with oil or cream)
Spaghetti with Shrimp, Arrow Squid, Webfoot Octopus, Crab and Peperoncino
(화살 오징어: 베트남산, 주꾸미: 베트남산, 꽃게: 중국산)

리조또 Risotto
버섯 크림 리조또 Mushroom Cream Risotto
버섯의 부드럽고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크림 리조또
Button Mushroom, King Oyster Mushroom, Garlic, Onion and Parmasan Cheese
(쌀: 국내산)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000

화덕 피자 Stove Pizza

구운 감자 피자 Potato Pizza (V)

21,000

로즈마리 향과 구운 감자가 어우러진 담백한 피자
Roast Potato, Parmigiano Reggiano Cheese and Olive Oil

마르게리타 피자 Margherita Pizza (V)

24,000

토마토 소스, 신선한 버팔로 치즈, 바질이 어우러져 담백함이 느껴지는 이태리 정통피자
Tomato Sauce, Basil, Buffalo Cheese and Basil Leaves

콰트로 치즈 피자 Quatro Cheese Pizza

26,000

다양한 치즈의 풍미가 가득한 피자
Gorgonzola, Camembert, Emmental and Mozzarella Pizza Cheese

핫 칠리 피자 Hot Chili Pizza

26,000

토마토 소스 위에 스파이시한 초리조 소시지와 매운 고추로 마무리한 매콤한 맛의 피자
Jalapeno Pepper, Chorizo Sausage, Tomato Sauce and Mozzarella Pizza Cheese
(돼지고기- 초리조 소시지: 스페인산)

스테이크 피자 Steak Pizza

29,000

최상급 소고기가 곁들어진 부드럽고 담백한 피자
Mozzarella Pizza Cheese, Basil and Beef Brisket
(소고기: 미국산)
Additional Topping
베이컨 Bacon (60g) 5,000 새우 Shrimp 6,000 앤초비 Anchovy 5,000
모짜렐라 치즈 Mozzarella Cheese 3,000
(돼지고기- 베이컨: 미국산)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제 버거 Homemade Burger
오리지널 버거 Original Burger

16,000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 토핑을 추가해 보세요

치즈 베이컨 버거 Cheese Bacon Burger

18,000

치즈, 베이컨, 패티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수제 버거
Cheese, Bacon and Hamburger Patty

에그 베이컨 버거 Egg Bacon Burger

18,000

신선한 계란과 진한 패티, 베이컨을 넣은 수제 버거
(계란 노른자를 터트린 후 패티에 올려 드시면 한층 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Egg, Bacon and Hamburger Patty

Additional Topping
구운 양파 Grilled Onion 2,000 토마토 Tomato 2,000 계란 후라이 Fried Egg 2,000
치즈 Cheese 2,000 베이컨 Bacon 3,000
(소고기- 햄버거 패티 호주산, 우지- 국내산)
(돼지고기- 베이컨: 미국산)

Additional Side Dish
감자 튀김 Fried Potato 6,000 어니언 링 Fried Onion 6,000

버거 사이드 세트 메뉴

7,000

감자 튀김 or 어니어 링 + 탄산음료 (택1)
(콜라 Coke, 콜라 제로 Coke Zero, 스프라이트 Sprite, 환타 Fanta, 닥터 페퍼 Dr.Pepper)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낵 메뉴 Snack Menu
트러플 오일 감자 튀김 Truffle Oil Fried Potato

12,000

트리플 오일이 어울려진 바삭한 감자 튀김
Truffle Oil with Fried Potato

문어 다리 튀김 Fried Octopus Leg

21,000

바삭하게 튀긴 문어 다리와 랜치 소스를 곁들인 팝콘
Fried Octopus Leg, Spice Seasoning and Ranch Sauce

치킨 윙 Chicken Wing

24,000

메이플 시럽과 파프리카 파우더를 이용한 닭 날개 튀김
Crispy Chicken Wing, Celery and Carrot and Ranch Sauce
(닭고기- 닭 날개: 태국산)

데리야끼 치킨 오븐구이 Grilled Teriyaki Chicken

26,000

24시간 마리네이드하여 오븐에 구운 닭다리 살
Grilled Chicken Leg with Teriyaki Sauce
(닭고기- 닭다리 살: 브라질산)

피쉬 & 칩스 Fish & Chips

32,000

바삭하게 튀긴 검정 가자미 살 튀김과 감자튀김
Black Flatfish, Fried potato and Ranch Sauce

소시지 플래터 Sausage Platter

32,000

그릴에 구운 수제 소시지와 그릴 야채
Sausages, Ketchup, Special Sauce and Grilled Vegetable
(돼지고기- 소시지: 국내산)

훈제연어 샐러드 Smoked Salmon Salad

35,000

그린 샐러드와 이탈리안 드레싱에 올려진 전통 방식의 훈제연어
Smoked Salmon, Seasonal Vegetable and Italian Dressing

치즈 플래터 Cheeses Platter

40,000

다양한 종류의 치즈
Assorted Cheese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낵 메뉴 Snack Menu
훈제연어 플레터 Smoked Salmon Platter

40,000

홀스레디쉬, 케이퍼, 레몬과 전통 방식의 훈제연어
Smoked Salmon, Seasonal Vegetable and Italian Dressing

비프 찹 스테이크 Beef Chop Steak

45,000

포트와인 소스와 여러가지 야채가 곁들어진 소고기 볶음
Stir-Fried Beef, Vegetable and Port Wine Sauce
(소고기: 미국산)

모듬 바비큐 플레터 Assorted BBQ Platter

75,000

양갈비, 소고기 부채살, 왕새우구이, 소시지, 그릴 야채로 이루어진 바비큐 플레터
Grilled Lamb, Beef Brisket, King Prawn, Sausage and Vegetable
(소고기: 미국산, 돼지고기- 소시지: 국내산, 양고기: 호주산)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evel B1 Pub & Restaurant
조식 브런치 메뉴 (Breakfast Brunch Menu)
07:00~10:00 (last order: 09:30)
에그 플레이트 Egg Plate

24,000

스크램블 에그 또는 계란 후라이 (택 1), 오늘의 수프, 계절 샐러드, 과일 3 종
Scramble egg or Fried egg (Sunny Side-Up, Over Easy, Over Hard), Soup of the day,
Seasonal Salad and 3kinds of fruit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플레이트 Monte Cristo Sandwich Plate

24,000

몬테크리스토 (스모크 햄 & 치즈), 오늘의 수프, 계절 샐러드, 과일 3 종
Monte Cristo Deep- Frying Sandwich (Smoked Ham & American Cheese),
Soup of the day, Seasonal Salad and 3kinds of fruit (돼지고기- 스모크 햄: 외국산, 국내산 섞음)

팬 케익 플레이트 Pan Cake Plate

24,000

팬 케익, 오늘의 수프, 계절 샐러드, 과일 3 종
Pan Cake, Soup of the day, Seasonal Salad and 3kinds of fruit

샐러드 플레이트 Salad Plate (V)

24,000

오늘의 샐러드, 오늘의 수프, 과일 3 종
Salad of the day, Soup of the day and 3kinds of fruit
사이드 메뉴 Side Menu
소시지, 베이컨, 비어 햄, 해쉬 브라운 포테이토, 오늘 빵
Sausage, Bacon, Beer Ham, Hash Brawn Potato, Bread of the day
(돼지고기- 소시지 & 비어 햄: 국내산, 베이컨: 미국산)

플레이트와 사이드 메뉴를 선택하여 주세요.
Your Choice of Plate and Side Menu Preference.
커피&차, 주스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Your preference of coffee & tea and Juices through the beverage section and coffee machine.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주 Beer
어메이징 수제 생맥주 Amazing Brewing Company “Craft Draft Beer”

성수동 페일 에일 American Pale Ale 4.5%

Glass

Pitcher

10,000

40,000

가벼운 바디감과 상뜻한 자몽과 오렌지향의 계속 마셔도 지겹지 않은 미국식 페일
맑디 맑은 바이젠 Crystal Weizen 5.5%

10,000

40,000

12,000

48,000

가벼운 바디감, 은은한 바나나와 클로브향의 독일식 밀맥주
쇼킹 스타우트 Imperial Stout 8.5%

초코렛, 커피는 물론 진한 카라멜향까지 느낄 수 있는 풀바디의 임페리얼 스타우드
첫사랑 잉글랜드 New England IPA 6.5

12,000

48,000

신선한 홉을 다량 사용하며 감귤과 오렌지 향과 맛이 더해져 마치 열대과일 주스처럼
마실 수 있는 스타일의 맥주

국산 생맥주 Local Beer
클라우드 Kloud 5%

8,000

32,000

그래비티 공법으로 인한 풍부한 맛과 풍부한 거품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맥주

한국 프리미엄 증류주 Korean Premium Liquor
화요 Hwayo
화요 17%

Hwayo 17%

70,000

화요 25%

Hwayo 25%

70,000

화요 41%

Hwayo 41%

100,000

일품 진로 Ilpoomjinro
일품 진로 1924 25%

Ilpoomjinro 1924 25%

일품 진로 18 year’s 31%

Ilpoomjinro 18 year’s 31%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000
300,000

탄산 음료 Soft Drink
콜라 Coke, 콜라 제로 Coke Zero, 스프라이트 Sprite, 환타 Fanta,

5,000

닥터페퍼 Dr.Pepper, 진저 에일 Ginger Ale, 클럽 소다 Club Soda
산펠레그리노 Sanpellegrino

6,000

리모나타 레몬 Limonata Lemon, 아란시아타 로사 Aranciata Rossa

물 Water (Mineral & Sparkling)

6,000

아쿠아 판나 Acqua Panna, 산펠레그리노 Sanpellegrino

주스 Juice (Rauch)

8,000

오렌지 Orange, 망고 Mango

유기농 레몬 에이드 Bio- Lemonade

10,000

블러드 오렌지 Blood Orange, 라임 Lime, 패션 푸르트 Passion Fruit

커피 & 차 coffee & Tea
아메리카노 Americano, 아이스 아메리카노 Ice Americano

8,000

카푸치노 Cappuccino, 카페모카 Café Mocha

9,000

카페라떼 Café Latt, 아이스 카페라떼 Ice Café Latte

9,000

밀크티 Milk tea, 아이스 밀크티 Ice Milk tea

10,000

핫초콜릿 Hot Chocolate, 아이스 초콜릿 Ice Chocolate

10,000

(V) the menu for vegetarians
(V)로 표기된 메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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