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 식
WESTERN Table D’Hote
양정식[A] (\42,000)

양정식[B] (\37,500)

양정식[C] (\33,000)

토마토 살사를 곁들인 해산물 테린

토마토 소스로 맛을 낸 그릴야채와 부라타 치즈

연어 그라브락스와 리코타 치즈로 맛을 낸 오이절임

Seafood terrine with tomato salsa

오늘의 크림스프
Today′s cream soup

카프레제 샐러드
Caprese salad

호주산 쇠안심 스테이크와 전복, 자연송이 버터구이
Beef tenderloin steak and Abalones with
butter Sauted wild pine mushroom

계절과일과 치즈 케잌
Seasonal fruits and cheese cake

커피 또는 홍차
coffee or tea

양정식[D] (\29,000)

Grill vegetables seasoned with tomato sauce and Burata cheese

Norway salmon Gravlacks and ricotta cheese

오늘의 크림스프

오늘의 크림스프

Today′s cream soup

Today′s cream soup

그린 샐러드

그린 샐러드
Green salad

호주산 쇠안심 스테이크와 후레쉬 연어 스테이크
Beef tenderloin steak and fresh salmon steak

계절과일과 치즈 케잌

Green salad

고르곤졸라 치즈버터로 맛을 낸 립아이와 대하 오븐구이
Rib eye steak seasoned with Gorgonzola cheese butter
and roast shrimp

계절과일과 치즈 케잌

Seasonal fruits and cheese cake

Seasonal fruits and cheese cake

커피 또는 홍차

커피 또는 홍차

coffee or tea

coffee or tea

Vegetarian set menu (\42,000)
갓 구워낸 오늘의 빵

바질 페스토를 곁들인 토마토와
신선한 모짜렐라 치즈

Bread of the Day

중동스타일의 후머스와 그린 샐러드

Fresh mozzarella, tomato, and basil pesto

Middle East Style Hummus with Green salad

오늘의 크림스프

감자스프

Today′s cream soup

Home made Potato soup

시저 샐러드

송이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 안

내

- 예약 대학구내5572 8800-300
- 양정식은 3일전 30인이상
- 30인 미만은 스페셜 메뉴 이용 가능

Contemporary Caesar salad

Wild Pine Mushroom Aglio Olio

완두콩 소스를 곁들인 연어구이
Sauted salmon with green pea foam

팬에서 익힌 두부 스테이크와 간장소스를 곁들인
모듬 그릴 야채

- www.hoam.ac.kr▷레스토랑

오늘의 디저트와 계절과일

Pan fried Tofu steak and Soy sauce with Grilled Vegetable

▷메뉴(종류별 사진보기 가능)

Today′s dessert and seasonal fruits

모듬 계절 과일

커피 또는 홍차

Assorted season fruits

coffee or tea

커피 또는 홍차
coffee or tea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