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Villa & Hotel

S.G Villa & Hotel

Pizza

Beer
하이네켄 생맥주 400ml

₩ 5,000

고르곤졸라
화이트 소스위에 모짜렐라와 고르곤졸라 치즈로 구워낸 수타식 피자

Heineken

하이네켄 생맥주 2,000ml

₩ 24,000

Heineken

Gorgonzola Pizza

베이컨 페퍼로니

하이네켄 케그 생맥주 8L

₩ 93,000

Heineken

₩ 20,000

페퍼로니 피자위에 풍부한 베이컨을 토핑하여 만든 수타식 피자
Bacon Peperoni Pizza

Beverage
Coke 콜라

₩ 20,000

/

Sprite 스프라이트

Ade

Meal
₩ 2,000

에이드
Orange, Grape Fruit, Blue Lemon
오렌지, 자몽, 블루레몬

₩ 7,000

파인애플 샤베트

₩

보쌈
오랜시간 삶아 낸 수육이 일품인 요리
Napa Wraps with Pork

해물볶음면
9,000

Stir-fried Noodles with Seafood

옛날 팥빙수

각종 해산물과 사골 육수로 꿇여낸 일본식 짬뽕

Adzuki-bean shaved ice

₩ 27,000

풍성한 각종 해산물과 면을 함께 볶아낸 태국식 볶음 요리

Pineapple Sherbet
파인애플 속을 파내어 과즙과 각종 음료를 갈아서 얼린 시원한 샤베트

₩ 10,000

₩ 34,000

나가사키 짬뽕

₩ 22,000

Nagasaki Chanpon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고전 팥빙수

애플망고 빙수
Apple Mango shaved ice
우유 빙수와 망고를 함께 먹는 빙수

₩ 15,000

등심 불고기 덮밥
아이들 입맛에 맞춘 요리
Bulgogi Rice

공기밥
Rice

*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in form us on any food allergy of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 15,000

*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in form us on any food allergy of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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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
유린기

Snack
₩ 30,000

쥐포

바삭한 닭튀김에 매콤 새콤한 간장소스를 입혀 맥주와 어울리는 요리

왕쥐포와 너트

Fried Chicken with hot and sour soy sauce

Dried filefish filet with Nut

꿔바로우

₩ 25,000

감자전분으로 튀김옷을 입힌 돼지고기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버무린 요리
Double cooked Pork slice

한치

₩ 24,000

₩ 13,000

한치와 너트
Dried cuttlefish with Nut

육포
순살치킨 + 프렌치 프라이 (후라이드, 양념)

₩ 11,000

₩ 15,000

육포와 너트
Beef jerky with Nut

뼈를 제거하여 500g의 순살만을 튀겨낸 닭튀김
Chicken + French fry (Fried or Chili or Soy)

먹태

₩ 16,000

황태를 찢어 직화로 구워낸 맥주 안주

돈가스
최고급 돈등심으로 바삭하게 튀겨낸 요리
Pork Cutlet

₩ 22,000

Braised Dried Pollack

수제 소시지 구이

₩ 17,000

독일식 수제 소시지를 오븐에 구워낸 맥주안주

Grilled Sausage
버팔로 윙,봉 튀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최고의 맥주안주
Fried Buffalo Wing & Stick

*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in form us on any food allergy of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in form us on any food allergy of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 20,000

Room Services
Extension number: 0
Time : 17:30 ~ 21:00
Last Order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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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k

Wine

양갈비 스테이크

₩ 45,000

판티니, 까살레 베끼오 몬테폴치아노 다브루쪼 (레드)

호주산 양갈비를 각종 허브로 특유의 향을 잡아내어 구워낸 고급 스테이크

Fantini, Casale Vecchio Montepulciano d'Abruzzo

Ram Rip Steak

-Montepulciano

이베리코 흑돼지 스테이크

₩ 39,000

100%, 낮은 당도, 무거운 바디, 이탈리아

판티니, 산지오베제 (레드)

세계 4대 진미중 하나인 스페인 이베리코 흑돼지 립부위로 만든 고급 스테이크

Fantini, Sangiovese

Ibericos Pork Rip Steak

-Sagiovese 100%, 낮은 당도, 중간 바디, 이탈리아

₩ 34,000

바비큐 폭립
특제 바비큐 소스를 발라 오븐에 구워낸 등갈비 구이

₩ 100,000

투썩 점퍼, 울프 피노 그리지오 2017 (화이트)

₩ 80,000

₩ 70,000

Tussock Jumper, Wolf Pinot Grigio 2017

Barbecue Pork Rip

-Pinot Grigio 100%, 낮은 당도, 중간 바디, 이탈리아

Spaghetti
해산물 스파게티

만텔라시 사쏘 비앙코 2017 (화이트)
₩ 24,000

₩ 60,000

Mantellassi Sasso Bianco 2017
-Vermentino, Trebbiano, Sauvignon Blanc, 이탈리아

풍성한 각종 해산물과 시칠리아식 토마토 소스로 만든 파스타
Seafood Spaghetti

카르보나라

또스티, 톨라스코 모스카토 다스티 2017 (스파클링 와인)
₩ 18,000

₩ 70,000

Tosti, Torlasco Moscato d'Asti 2017 (Vino frizzante)
-Piemonte, Moscato 100%, 조금 높은 당도, 조금 가벼운 바디, 이탈리아

베이컨과 버섯, 크림으로 깊은 맛을 낸 스파게티
Carbonara Spaghett

치즈 플래터

(다양한 치즈와 크래커 그리고 계절과일)

와인과 어울리는 다양한 치즈와 계절과일을 맛볼 수 있는 플래터
Cheese Plater
*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in form us on any food allergy of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 3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