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NRISE BREAKFAST  

06:30 ~ 09:30  

  

SWEET LUNCHEON   

12:00 ~ 15:00  

  

HAPPY HOUR  

15:00 ~ 17:00  

  

DINNER  

18:00 ~ 21:00  

  

BAR  

21:00 ~ 24:00  

  

  

  

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ALERT YOUR SEVER PRIOR TO ORDERING.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문 전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SUNRISE BREAKFAST 

 

Croissant, Toast, Brownie  

구운 크로와상과 토스트, 브라우니 

 

Chef's Soup 

쉐프 추천 수프 

 

 

Smoked salmon, Tomato & mozza salad 

훈제연어, 모짜렐라 치즈를 곁들인 토마토 샐러드 

 

Fresh Orange Juice and Plain Yogurt 

신선한 오렌지 주스와 플레인 요거트 

  

Seasonal Fruits 

계절과일 

 

Hamburg steak & Grilled vegetable with 

 Sunny side up fried egg, White sausage, Hash browns 

함박 스테이크와 구운 야채 

써니 사이드 업의 계란 요리, 소시지, 해쉬브라운 

함박스테이크(소고기: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소시지(돼지고기:국내산)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KRW 38,000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CHOICE OF LUNCHEON MENU  

&   

DESSERT COLLECTION  

  

TOMATO / OIL   

Seafood Spaghetti(Tomato / Oil)  

 해산물 스파게티 (토마토 / 오일)  

(오징어 : 국내산)  

  

ROSE  

Shrimp, Bacon Spaghetti with Rose Sauce  

새우와 베이컨을 곁들인 로제 스파게티  

(돼지고기 : 스페인,독일,네덜란드)  

  

CREAM  

Beef Spaghetti with Spinach Cream Sauce   

소고기 시금치 크림 스파게티  

(소고기 : 미국산, 호주산)  

  

STEAK   

US Striploin Steak (220g)  

미국산 채끝 등심 스테이크  

(소고기 : 미국산) (+28,000)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30,000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LUNCH KID'S MENU  

어린이  메뉴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15,000             

Spaghetti with meat sauce 

미트 스파게티 

(소고기 : 미국산,호주산)  

   

  

The little mermaid   

인어공주                                                                       15,000             

Shrimp spaghetti with cream sauce 

새우 크림 스파게티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HAPPY HOUR  

해피아워  

  
SONO Club Sandwich    소노클럽샌드위치               20,000  

[베이컨 : 스페인,덴마크,아일랜드] [패스트라미 : 호주산]   

  

SONO Signature Burger   소노 시그니처 버거           20,000  

[소고기 : 미국산] [베이컨 : 스페인,덴마크,아일랜드]  

[밀가루 : 미국,캐나다산]  

  

Dessert Plate   디저트플레이트                                12,000   

ADE(Lemon, Mango, Grapefruit)  

에이드(레몬,망고,자몽)                                             16,000  

  

Wine ade (Red/White)  

와인 에이드                                                             16,000  

It contains alcohol. 알코올이 함유 되어있습니다.  

  

English Breakfast Tea (TWG) 잉글리쉬 브랙퍼스트                                

12,000 ( ICE+1,000 )  

  

Caffe Latte  카페 라떼                        11,000 ( ICE+1,000 )  

  

Americano  아메리카노                          9,000 ( ICE+1,000 )  

 

 

  

Take out is not available.  
 포장 불가 상품입니다  

10%의봉사료와 10%의세금이포함된가격입니다.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DINNER SET MENU  

마레첼로 디너세트 메뉴  

 

  

Dal-rae Oil Seafood Salad and Baked Cauliflower   

달래오일 해산물 샐러드와 구운 컬리플라워  

  

Chef's Soup                                                   

쉐프 추천 수프  

  

Seared Scallops and Gnocchi with Truffle Cream Sauce  

and Chwinamul oil  

트러플 크림 소스, 취나물 오일을 곁들인 구운 관자와 뇨끼  

  

special sherbet  

셔벳  

  

*CHOICE OF MAIN DISH*  

Australian Beef Tenderloin Steak with Red Wine Sauce (150g)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와 레드와인 소스  

(소고기 : 호주산)  

or  

Korean Beef Tenderloin Steak with Red Wine Sauce (130g)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레드와인 소스   

(소고기 : 국내산) (+20,000)  

  

Gianduja Cake and Fruits  & Coffee or Tea  

잔두야 케이크와 과일 & 커피 또는 차  

  

90,000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KID'S MENU  

어린이  메뉴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15,000             

Chef's Soup                                                                     

Spaghetti with meat sauce, cream sandwich, orange salad, 

cake  

쉐프 추천 수프,미트 스파게티, 크림 샌드위치, 오렌지샐러드, 케이크  

(소고기 : 미국산,호주산)  

   

  

The little mermaid   

인어공주                                                                       15,000             

Chef's Soup                                                                         

Shrimp spaghetti with cream sauce, cheese sandwich, fruit 

salad, cake  

쉐프 추천 수프, 새우크림 스파게티, 치즈샌드위치, 과일 샐러드, 

케이크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SOUPS 

수프류  

  

  

Seafood basil tomato soup                                                                  

바질 해산물 토마토 수프                                                  20,000  

  

  

  

Sweet pumpkin cream soup                                                                

단호박 크림 수프                                                            13,000  

  

  

  

Chef's Soup                                                                         

쉐프 추천 수프                                                               13,000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SALADS 

샐러드류  

  

  

Seafood salad with Spicy Tomato Dressing                                          

매콤한 토마토 드레싱과 해산물 샐러드                              32,000  

  

  

  

Grilled Beef and mushroom salad with Italian Dressing                         

이탈리안 드레싱을 곁들인 구운 소고기와 버섯샐러드           38,000  

(소고기 : 미국산,호주산)                                                                 

  

  

  

Ricotta cheese salad with Balsamic Sauce                                           

리코타 치즈 샐러드                                                         24,000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PASTAS  

파스타 류  

  

Lobster Spaghetti with Bisque Sauce 

비스큐 소스 랍스타 스파게티                                           48,000   

Grilled Beef Tomato Spaghetti      

소고기 토마토 스파게티                                                   33,000  

(소고기 : 미국산,호주산) 

  

Seafood Spaghetti (Tomato / Oil / Cream)  

해산물 스파게티 (토마토 / 오일 / 크림)                             30,000   

Carbonara Spaghetti          

카르보나라 스파게티                                                       28,000  

(돼지고기 : 스페인,독일,네덜란드)                                   

  

Aglio e Olio  

알리오 올리오                                                                26,000  

 

RISOTTO  

리조토  

  

Mushroom Cream Risotto with Calamari  

버섯 크림 리조토와 깔라마리                                           36,000  

(오징어 : 국내산) (쌀 : 국내산)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DINING AND CHEF'S TABLE 

주방장특선 스테이크 프로모션  

  

Korean beef tenderloin steak (160g)                                                   

한우 안심 스테이크                                                         82,000  

(소고기 : 국내산)  

  

Australian beef tenderloin steak (180g)  

안심 스테이크                                                                68,000  

(소고기 : 호주산)                                                                                   

   

US Striploin Steak  (260g)                                                                   

채끝 등심 스테이크                                                         66,000  

(소고기 : 미국산)                                                                        

  

Lamb chopped Steak (260g)                                                               

양갈비 스테이크                                                             58,000  

(양고기 : 호주산)  

  

Sea Bream Steak                                                                                 

도미 스테이크                                                                50,000  

(도미 : 국내산)  

  

*Salad is included in the single dish / 단품 요리에 샐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DESSERTS  

디저트 류  

  
  

  

  

  

  

Chocolate cake with vanilla ice cream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초콜릿케이크                   15,500 

  

  

  

  

Fresh seasonal fruits                                                                          

신선한 계절 과일                                                      14,500    

  

  

  

  

Ice cream                                                                                            

아이스크림                                                              14,500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Drink  

음료  

  

  

ADE(Lemon, Mango, Grapefruit)                                                         

에이드(레몬,망고,자몽)                                                   16,000  

  

Sanpellegrino(250ml)   

산펠레그리노                                                                  6,000   

 

Coke / Diet Coke  

콜라 / 다이어트 콜라                                                        5,000  

  

Cider  

사이다                                                                           5,000   

 

Ginger Ale  

진저엘                                                                           5,000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Draft Beer   생맥주    

Paulaner München Lager (400ml)  

파울라너 뮌헨 라거                                                         13,000  

  

Kronenbourg 1664 Blanc (330ml)  

크로넨버그 1664 블랑                                                    11,000  

  

Import Bottle Beer   수입 병맥주        

Pilsner Urquell   

필스너 우르켈                                                                15,000 

San Miguel    

산 미구엘                            13,000 

Tsingtao   

칭따오                                                               12,000 

  

Korean Bottle Beer   국산 병맥주  

Hoegaarden  

호가든                                       12,000  

Kloud  

클라우드                            10,000 

                

Hite   

하이트                                                                            8,000  

          

Cass    

카스                                                                               8,000  

  

Cafri  

카프리                                         8,000  

 

10% service charge & 10% VAT included in all prices.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d4bb657edfb47a4a467d92cea7b5318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d4bb657edfb47a4a467d92cea7b5318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d4bb657edfb47a4a467d92cea7b5318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d4bb657edfb47a4a467d92cea7b5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