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레스토랑 구름에
Restaurant Lunch Menu

참조기 보리굴비 & 청국장

부세 보리굴비 & 청국장

안동 국시 정식

30,000

25,000

12,000

영광 법성포 참조기 보리굴비 & 청국장

영광 법성포 부세 보리굴비 & 청국장

안동 국시

Yeong-gwang Dried Redlip Croaker
& Rich Soybean Paste Stew

Yeong-gwang Dried Yellow Croaker
& Rich Soybean Paste Stew

An-dong
Traditional Noodle

계절전

계절전

계절전

Seasoned Vegetable Pancake

Seasoned Vegetable Pancake

Seasoned Vegetable Pancake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Fresh vegetable salad

Fresh vegetable salad

Fresh vegetable salad

북어 보푸라기

북어 보푸라기

북어 보푸라기

Seasoned dried Pollack flakes

Seasoned dried Pollack flakes

Seasoned dried Pollack flakes

나물볶음

나물볶음

장조림

Seasoned vegetable Saut

Seasoned vegetable Saut

Beef boiled down in soy sauce

배추김치

배추김치

배추김치

Kimchi

Kimchi

Kimchi

수정과 & 과일

수정과 & 과일

수정과 & 과일

Chrysanthemum Tea & fruit

Chrysanthemum Tea & fruit

Chrysanthemum Tea & fruit

미리 예약이 필요하며, 4인 이상 주문에 한해 제공해 드립니다. 10%의 세금(V.A.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servation is required in advance. Menus are available for more than 4 Guests. V.A.T 10% is included.

원산지 안내 : 참조기_국내산

운영 시간 : 11:30 ~ 14:00
부세_중국산 쇠고기_국내산 쌀_국내산

김치(배추_국내산, 고춧가루_국내산)

한옥라운지
Lounge Dinner Menu

Main Menu

Side Menu

구름에 ‘한옥라운지’의 석식 메뉴

식사가 더 맛있어지는 곁들임 메뉴

안동 마 불고기 전골

안동 한우 육회

Andong Bulgogi Stew with Yam (hot pot)

Korean style Raw Beef

아삭한 식감의 안동 마와 1등급 한우로 조리한 메뉴

1등급 안동 한우와 각종 양념을 버무려 만든 메뉴

小 39,000 (2인 기준)

大 55,000 (3인 기준)

25,000

순살 닭다리 안동 찜닭

두부김치

Andong Steamed Chicken (Boneless Thigh)

Stir-fried Tofu and Kimchi

뼈를 발라낸 부드러운 닭다리 살로 조리한 풍미깊은 맛이 일품인 메뉴

두부의 온화한 맛과 매콤한 김치의 맛이 조화를 이루는 메뉴

小 35,000 (2인 기준)

大 50,000 (3인 기준)

18,000

해물 파전
Seafood and Green Onion Pancake
쪽파에 각종 해산물을 올려 노릇노릇하게 부쳐 만든 전

15,000

* 운영시간: 17시 ~ 21시
최소 3시간 전 예약 고객님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10%의 세금(V.A.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품격 서비스를 위하여 수용 인원이 제한됨으로 예약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Only reservation customers are available at least 3 hours in advance. V.A.T 10% is included.

주류
조옥화 안동소주 45도
Jo Ok Hwa 45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 12호

박재서 안동소주 22도
Park Jae Seo 22⁰

박재서 안동소주의 도수를 낮춰

일품 안동소주 17도

안동소주의 대중화를 위한 저도주로서

Il Poom 17⁰

여성들도 즐길 수 있는 전통 증류주

안동 회곡 순막걸리

안동 생산되는 고품질 백진주 쌀로 빚은

Hoe-gok Soon Makgeolli

부드럽고 깨끗한 안동 막걸리

맥주
Beer

은은한 향과 감칠맛이 일품인 전통 증류주

보다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전통 증류주

시원한 청량감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맥주

30,000

15,000

12,000

6,000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