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쉬카페에서는 샐러드 드레싱, 파스타 소스, 피자 반죽 등
인스턴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요리합니다.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이태리와 지중해식의
건강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APPETIZER
가든 샐러드, 적양파, 달걀, 올리브, 당근, 토마토, 발사믹 드레싱

14,000

지중해식 샐러드, 페타 치즈, 닭 가슴살, 오이, 샐러리, 깔라마따 올리브, 옥수수

16,000

인살라따 카프레제, 부라타 치즈, 바질, 토마토, 발사믹 겔

17,000

아란치니, 토마토 소스, 올리브, 보리, 바질, 모짜렐라 치즈

14,000

Garden salad, Red onion, Egg, Olive, Carrot, Tomato, Balsamic dressing

Mediterranean salad, Feta cheese, Chicken breast, Cucumber, Celery,
Kalamata olive, Corn

Insalata caprese, Burrata cheese, Basil, Tomato, Balsamic gel

Arancini, Tomato sauce, Olive, Barley, Basil, Mozzarella cheese

S OUP
당근 수프, 사과, 생강, 우유, 크루통, 파슬리, 올리브 오일

12,000

토마토 스튜, 베이컨, 마늘, 양파, 방울 토마토, 볼로티 빈

13,000

Carrot soup, Apple, Ginger, Milk, Crouton, Parsley, Olive oil

Tomato stew, Bacon, Garlic, Onion, Cherry tomato, Borlotti beans

Gluten free  

Vegetarian   Wellness

식사 관련 특이사항 및 특별 요청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F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one of our colleagues.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NAPOLI PIZZA
마르게리타 피자, 토마토 소스, 바질, 부라타 치즈 

17,000

카포나타 피자, 토마토 소스, 가지, 파프리카, 케이퍼, 바질 

18,000

디아볼라 피자, 토마토 소스, 초리조, 페퍼론치노, 바질, 양파

19,000

비앙카 피자, 홈메이드 리코타 치즈, 아티초크, 크림, 마늘, 파슬리, 차이브

20,000

Margherita pizza, Tomato sauce, Basil, Burrata cheese

Caponata pizza, Tomato sauce, Eggplant, Bell pepper, Caper, Basil

Diavola pizza, Tomato sauce, Chorizo, Pepperoncino, Basil, Onion

Pizza bianca, Homemade ricotta Cheese, Artichoke, Cream, Garlic,
Parsley, Chive

풍기 포르치니 피자, 정선 버섯, 그라나 파다노, 트러플 오일

17,000

알라 제노바 피자, 바질 페스토, 모짜렐라 치즈, 아보카도 

20,000

Funghi porcino pizza, Jeongsun mushroom, Grana padano, Truffle oil

Pizza alla Genovese, Basil pesto, Mozzarella cheese, Avocado

Gluten free  

Vegetarian   Wellness

식사 관련 특이사항 및 특별 요청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F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one of our colleagues.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PASTA
로쉬카페의 파스타는 이태리산 파스타면을 사용하며,

모두 직접 만든 파스타 소스와 홈메이드 감자 뇨끼로 요리됩니다.

링귀니 알로 엔초비, 한치, 마늘, 케이퍼, 바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0,000

딸리아딸레 알라 볼로네제, 파마산 치즈, 파슬리

21,000

스파게티 알로 스콜리오, 비스큐, 한치, 새우, 조개

19,000

페투치네 알라 바질 페스토, 바질, 잣, 그린빈, 수란

19,000

뇨끼 알 수고 디 카스타네, 밤, 크림, 버섯, 샬롯

23,000

Linguine allo acciughe, Cuttlefish, Garlic, Caper, Basil, Extra Virgin Olive Oil

Tagliatelle alla bolognese, Parmesan cheese, Parsley

Spaghetti allo scoglio, Bisque, Cuttlefish, Prawn, Mussel

Fettuccine al pesto, Basil, Pine nut, Green bean, Poached egg

Gnocchi al sugo di castagne, Chestnut, Cream, Mushrooms, Shallot

MAIN
수비드 안심, 프레골라, 가지, 겨자 레드 와인 소스

42,000

Sous vide tenderloin, Fregola, Eggplant, Mustard red wine sauce

구운 연어, 쿠스쿠스, 풋콩, 카넬리니, 샐러드, 유자



37,000

Roasted salmon, Couscous, Green soybeans, Cannellini, Salad, Yuzu

닭 가슴살 요리, 단호박 퓨레, 샐러드, 페타 치즈

32,000

오소부코, 송아지 정강이, 당근, 폴렌타, 우유, 파슬리

38,000

베지터블 카르토초, 토마토, 적양파, 주키니, 옥수수, 유자, 알감자

27,000

Seared chicken breast, Squash puree, Salad, Feta cheese

Ossobuco, Veal shank, Carrot, Polenta, Milk, Parsley

Vegetable cartoccio, Tomato, Red onion, Zucchini, Corn, Yuzu, Baby potato

Gluten free  

Vegetarian   Wellness

식사 관련 특이사항 및 특별 요청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F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one of our colleagues.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SANDWICH
치킨 랩, 닭 가슴살, 양상추, 파프리카, 마늘 크림



17,000

Chicken wrap, Chicken breast, Lettuce, Paprika, Garlic cream

치케티, 사워 브레드, 참치, 오이, 샬롯, 샐러리, 파슬리, 마요네즈

17,000

햄 치즈 파니니, 브리 치즈, 모르타델라 햄, 머스타드 소스

16,000

수제 아보카도 살사 버거, 소고기 패티, 프로볼로네 치즈, 버터 양상추

18,000

Cicchetti, Sour bread, Tuna, Cucumber, Shallot, Celery, Parsley, Mayonnaise

Ham and cheese panini, Brie cheese, Mortadella ham, Mustard sauce

Homemade avocado salsa burger, Beef patty,
Provolone cheese, Butter head lettuce

홈메이드 소고기 패티로 지방 대신, 빵과 야채를 넣어 부드러운 패티를 만들었습니다
프렌치 프라이 또는 웰니스 샐러드가 제공됩니다.

Your choice of French fries or wellness salad

SNACK
오징어 튀김, 단호박, 아스파라거스, 레몬 

16,000

Deep fried squid, Squash, Asparagus, Lemon

감자 튀김

8,000

French fries

Gluten free  

Vegetarian   Wellness

식사 관련 특이사항 및 특별 요청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F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one of our colleagues.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DESSERT
이탈리안 아이스크림

6,000

바닐라, 초콜릿, 요거트, 베리, 커피

Italian ice cream

Vanilla, Chocolate, Yogurt, Berry, Coffee
Served in cup or waffle cone

티라미수

10,000

이탈리안 다크 초콜릿 케이크

12,000

당근 케이크, 피스타치오

11,000

Tiramisu

Italian dark chocolate cake

Carrot cake, Pistachio

계절과일 플레이트

Freshly sliced fruit plate



15,000

Gluten free  

Vegetarian   Wellness

식사 관련 특이사항 및 특별 요청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F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one of our colleagues.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KOREAN TEA
녹차

Green tea

감잎차

Persimmon leaf

쑥꽃차

Mugwort flower

메밀차

Buckwheat

유자차

Yuzu

WELLNESS TEA
생강꿀차

Ginger honey

계피꿀차

Cinnamon honey

강황꿀차

Turmeric honey

정선 더덕꿀차

Jeongseon deodeok

HERB TEA
페퍼민트

Peppermint

카모마일

Chamomile

라벤더

Lavender

레몬그라스

Lemongras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8,000

9,000

9,000

ICED HERB TEA

12,000

아이스 타임 레몬에이드

Iced thyme lemonade

아이스 라벤더 녹차

Iced lavender green tea

아이스 바질 레몬 홍차

Iced basil lemon black tea

WELLNESS JUICE
비타민 주스

Vitamin juice 

12,000

디톡스 주스

Detox juice

12,000

비타민 B-12 스무디

Vitamin B-12 smoothie

어웨이큰 주스

Awaken juice

케일, 파인애플, 사과, 아몬드
사과, 청포도, 자몽

Apple, Green grape, Grape fruit

망고, 요거트, 우유, 레몬, 꿀
당근, 샐러리, 사과, 레몬즙
피타야 푸르타 주스

Kale, Pineapple, Apple, Almond

12,000

Mango, Yogurt, Milk, Lemon, Honey

13,000

Carrot, Celery, Apple, Lemon
Pitaya fruta juice

12,000

용과, 파인애플, 자몽, 민트

Dragon fruit, Pineapple, Grape fruit, Mint

자몽 주스

Grapefruit juice

10,000

오렌지 주스

Orange juice

10,000

WELLNESS DRINK
밀싹라떼

Weatgrass latte

아이스 밀싹 라떼

Iced weatgrass latte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9,000

SWISS CHOCOL ATE
핫 초콜릿

Hot chocolate

9,000

아이스 초콜릿

Iced chocolate

11,000

BL ACK TEA
얼그레이

Earl Grey

블랙 퍼스트

Breakfast

다즐링

Darjeeling

9,000

COFFEE
에스프레소

Espresso

커피

Coffee

디카페인 커피

Decaffeinated coffee

더블 에스프레소

Double espresso

카페라떼

Café latte

카푸치노

Cappuccino

아이스 커피

Iced coffee

아이스 라떼

Iced latte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7,000

9,000

S OFT DRINK
코카 콜라

Coca cola

다이어트 코크

Diet coke

코크 제로

Coke zero

스프라이트

Sprite

진저 에일

Ginger ale

ORGANIC LEMONADE
패션후르츠

Passion fruit

라임

Lime

블러드 오렌지

Blood orange

7,000

8,000

MINERAL WATER
산 펠레그리노

San Pellegrino (500ml / 750ml)

9,000 / 12,000

아쿠아 판나

Acqua Panna (500ml / 750ml)

9,000 / 12,000

23,000

20,000
18,000
20,000
18,000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GANGWONDO CRAFT BEER
Sokcho

속초 문베어 브루잉

GANGW ON-DO
Gangneung

생맥주 판매중

강릉 버드나무 브루어리

Pyeongchang

홍천 브라이트바흐

Pyeongchang

평창 화이트 크로우 브루잉

화이트크로우 평창 

13,000

평창 골든 에일

부드러운 홉 향, 토스트 같은 맛의 바디감이 완벽하게 밸런스를 이룬

엘티튜드 앰버 에일

캐러맬, 비스킷과 고소한 견과류향이 은은한 진한 호박색을 지닌 앰버 에일

고라니 브라운 에일

마시기 편한 골든 에일

혀끝에 살짝 감도는 초콜릿과 커피, 캐러맬 향이 풍부한 브라운 에일

White Crow Brewing from Pyeongchang
Pyeongchang Gold Ale Soft texture with a perfect balance of smooth hops toast scent.
Altitude Amber Ale
Dark pumpkin color with caramel, biscuits and savory nutty scents.
Gorani Brown Ale 	Brown ale with a smooth touch of chocolate, coffee and rich in caramel
flavor.

브라이트바흐 홍천

14,000

홍천 필스너 	

향긋한 홉 향, 풍부한 맥아 향이 조화를 이룬 깔끔한 맛의 라거 맥주

홍천 스타우트

진한 커피와 다크 초콜렛을 떠올리는 풍부한 향과 바디감, 풍미가 부드러운 흑맥주

홍천 골든 에일

진한 황금색 과 감귤 및 열대 과일 향의 완벽한 조합으로 마시기 편한 에일 맥주

Breitbach Brewing from Hongcheon
Hongcheon Pilsner

	
The
crisp character of lager beer balanced with fragrant hop aroma
and ich malt scents.
Hongcheon Golden Ale	Deep Golden ale with a perfect combination of citrus and tropicalfruit flavors.
Hongcheon Stout	An aromatic burst of strong coffee, dark chocolate and a rich body with
soft flavor of dark beer.

LOCAL DRAFT BEER
강릉 버드나무 크래프트 맥주
즈므 블랑

12,000

국화와 산초가 가미되어, 국화향, 바나나향,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진 부드러운 밀맥주

하슬라 IPA 	풍부한 향의 IPA에 상큼한 시트러스향이 가미되어 쌉쌀한 맛과 균형을 이루는 인디안
페일 에일

Budnamu Craft beer from Gangneung
Zeumeu Blanc 	Chrysanthemum flowers and Korean Sancho brings out unique
spiciness and banana flavor from wheat beer yeast
Haslla IPA 	Strong citrus aroma and nice bitterness are balanced well with the
sweetness of malt

클라우드

8,000

Kloud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ORIGIN
닭 가슴살 (국내산), 소 뼈 (국내산), 소고기 패티 (호주산), 소고기 안심 (호주산),

연어 (노르웨이산), 새우 (베트남산), 바지락 (국내산), 한치 (태국), 오징어 (베트남산), 엔초비 (이탈리아),
초리조 (이태리산), 모르타델라 햄 (이탈리아), 블랙 올리브 (이태리산), 프로볼로네 치즈 (이탈리아),

브리 치즈 (독일), 파마산 치즈 (이탈리아), 스카모르차 치즈 (이탈리아), 모짜렐라 치즈 (덴마크), 에멘탈 치즈 (독일),
파마산 치즈 (이태리산), 그라나파다노 치즈 (이태리산), 고르곤졸라 치즈 (이태리산),
보리 (국내산), 볼로티 빈 (이탈리아), 대두 (중국산),

바닐라 아이스크림 (국내산), 초콜렛 아이스크림 (프랑스산), 요거트 아이스크림 (국내산),
커피 아이스크림 (에티오피아), 산딸기 아이스크림 (프랑스산)

Chicken breast (Korea), Beef bone (Korea), Beef petty (Australia), Beef tender loin (Australia),
Salmon (Norway), Prawn (Vietnam), Clam (Korea), Cuttlefish(Thailand), Anchovy (Italy),
Squid (Vietnam), Chorizo (Italy), Mortadella ham (Italy), Black olive (Italy), Provolone cheese (Italy),
Brie cheese (Germany), Parmesan cheese (Italy), Scamorza Cheese (Italy),
Mozzarella cheese (Denmark), Emmental cheese (Germany), Grana Padano cheese (Italy),
Gorgonzola cheese (Italy), Barley (Korea), Borlotti beans (Italy), Soybean (Chinese),
Vanilla ice cream (Korea), Yogurt ice cream (Korea), Chocolate ice cream (France),
Coffee ice Cream (Ethiopia), Berry ice cream (F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