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푼밥상( 2인 이상 )
17,000원(1인)
모둠 찬
Side dish

토속고구마를 얹은 차조밥

Sweet Potato & Glutinous millet Rice

도야지 양념볶음 또는 돔베고기(선택1)

Stir-Fried Jeju Pork or Boiled Jeju Pork Slices

추자도 삼치구이

Grilled Chujado Spanish Mackerel

제주 해초모듬
Jeju Seaweed

토속젓갈

Salted Seafood

오늘의 국
쌀이 부족하여 차조와 고구마로 밥을 하고, 한 낭푼에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눠먹던 제주 토속 상차림입니다.

Soup of the Day

[국내산 : 삼치, 돼지고기, 쌀, 김치, 고춧가루]

해녀밥상
19,000원(1인)
모둠 찬

제주토속 톳밥

Side dish

Jeju boiled fusiformi rice

전복회
Raw Abalones

제주 해초모듬
Jeju Seaweed

소라구이
Broiled Trumpet Shell

토속 젓갈
생선회

Salted Seafood

Sliced raw fish

자리구이
Broiled Chromis Analis

오늘의 국
Soup of the Day

제주 해녀들이 인근 바다에서 물질한 해초, 해산물을 직접 요리하여 내놓았던 제주 토속 상차림입니다.

[국내산 : 전복, 소라, 광어, 자리, 쌀, 김치, 고춧가루]

낭푼밥상과 해녀밥상을 드시는 분에 한하여 김치찌개, 된장찌개 추가 시
1인 5,000원, 해물탕 추가시 1인 7,000원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벵디밥상
21,000원(1인)
모둠 찬
Side dish

문어적
Grilled Octopus

돼지고기적
Grilled Pork

전복구이
Grilled Abalone

갈치구이
Grilled Hairtail

고사리
Bracken

오늘의 국
Soup of the Day

‘벵디’란 넓은 들판을 뜻하는 제주어 입니다.

[국내산 : 문어, 돼지고기, 전복, 갈치, 고사리, 쌀, 김치, 고춧가루]

돌솥밥상

(2인 이상 주문시 통고등어구이로 제공)

어린이 반상 : 15,000원
Kid’s set menu

[노르웨이산 : 고등어]

한방 전복 갈비탕 : 22,000원
Abalone and Short rip soup

[미국산 : 소갈비]

영양 돌솥밥

17,000원

Nourishment Stone pot rice

보말 먹물 돌솥밥

19,000원

전복 해물 뚝배기 : 22,000원

21,000원

[국내산 : 전복, 딱새우, 조개
터키산 : 소라살
중국산 : 새우, 꽃게
베트남산 : 쭈꾸미, 오징어]

Brown turban shell Stone pot rice

전복 돌솥밥
Abalone Stone pot rice

[국내산 :쌀, 보말, 전복]

Seafood hot pot with Abalone

즉석구이
(2인 이상 주문 가능)

해랑 모둠구이 : 근고기(600g), 전복 4마리, 새우 4마리

78,000

Assorted grilled pork : pork, abalone, shrimp

주방장특선 근고기모둠(600g) : 오겹살, 목살, 가브리살, 항정살, 갈매기살

60,000

Chef’s speacial grilled pork

특수부위모둠(400g) : 가브리살, 항정살, 갈매기살

44,000

Grilled Jeju pork cheek meat & pork neck & pork skirt meat

제주흑돼지 목살(150g)

18,000

Grilled Jeju pork neck meat

제주흑돼지 오겹살(150g)

18,000

Grilled Jeju pork belly

가브리살(150g)

18,000

Grilled Jeju pork cheek meat

항정살(150g)

18,000

Grilled Jeju pork neck

근고기모둠(300g) * 해랑 모둠, 근고기 모둠, 특수부위 모둠을 이용하신 고객에 한하여 추가 주문가능

30,000

(오겹살 or 목살 중 택 1 + 가브리살 or 항정살 or 갈매기살 중 택 1)

전복 추가(4마리)

10,000

새우 추가(4마리)

10,000

※ 공기밥을 돌솥밥으로 변경시(1인) 영양 3,000원 / 보말 6,000원 / 전복 9,000원
[국내산 : 쌀, 보말, 전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