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84

원산지
Country of Origin
국내산 : 쇠고기 한우(갈비, 대갈비, 등심, 꽃등심, 채끝등심, 안심,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 앞다리살, 양지, 목심)·돼지고기(삼겹살, 앞다리살)·닭고기·오징어·꽃게·배추
고춧가루·쌀(밥, 죽, 누룽지)·순두부(콩) | 미국산 : 쇠고기(갈비, 본살, 꽃살, 채끝등심)
중국산 : 낙지 | 외국산 : 두부(콩) | 원양산 : 오징어
Domestic : Korean Beef (Beef rib, Primium beef rib, Beef sirloin, Rib eye, Striploin
Beef tenderloin, Beef thin skirt, Thick skirt, Neck chain, Front legs, Beef brisket, Chuck roll)
Pork(Pork belly, Front Legs) · Chicken · Blue Crab · Cabbage, Red pepper powder
Rice(Meal, Porridge, Crispy rice crust) · Soft tofu(Bean) | U.S. : Beef(Beef rib
Born in chuck short rib, Bottom sirloin triangle, Striploin) | China : Octopus
Foreign-made : Tofu(Bean) | An Ocean : Squid
알러지나 그 외 식이 조절식이 있는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let us know in advance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issues.

전통�한식에�기반한�역사,

Following the traditions of Korean cuisine,

오랜�세월�전통의�맛을
고스란히�간직해온�한식당 ‘낙원(樂源)’

‘Nakwon’ is proud of their
authentic traditional Korean Dishes.

메이필드호텔의�한식당 ‘낙원’은 1984년�개관�이래�한결같은�맛과�정성으로

Opened since 1984 working within the Mayﬁeld Hotel,

서울의 3대�갈비명가의�전통을�이어오며�국내외�귀빈�등
고객에게�오감의�즐거움을�선사하고�있습니다.

낙원의�식재료는�호텔이�직영하는�충남�예산�농장에서�직접�재배한

유기농�제철�채소를�활용하여�천연�양념과�각종�찬을�선보일�뿐�아니라
직접�담근�장과�김치로�섬세한�맛을�지켜�나가고�있습니다.

대표�메뉴인 ‘갈비구이’는�갈비�부위별로�맛을�낸�특제�천연양념에�숙성시켜

완벽하게�조화를�이룬�육질과�양념의�맛에서�깊은�풍미를�느끼실�수�있습니다.

Nakwon has been serving their famous beef ribs specialty to many VIPs

and celebrities which is now known as Top 3 Grilled beef ribs(Galbi) in Seoul.
Freshly grown organic vegetables are sourced from the hotel operated local

farm in Yesan village in Chungcheongnam-do to guarantee the highest quality.
Hotel-made kimchi and side dishes are made with
natural spices to ensure its delicate ﬂavors.

Our signature menu, grilled Korean beef ribs are marinated with

특히, 낙원이�자신�있게�선보이는�시그니쳐�메뉴인�한우�특선�대갈비는

natural spices and treated diﬀerently depending on the portion of the meat.

입�안�가득�퍼지는�풍부한�육즙과�부드러운�식감이�차별화된�맛을�자랑합니다.

Nakwon beef ribs will present you with an exclusive savory on your palate.

갈비�최상의�부위를�엄선하여 8cm 이상의�크기로�도톰하게�손질해

Selected from the best Korean beef ribs sliced into big 8cm pieces,

낙원 명품 구이

한우구이 정식차림

Nakwon Hanwoo Beef Special

Table D' Hôte

한우 특선 모둠 700g
Korean Beef Set
韓牛産物 | 韩牛套餐

조리장이 선별한 신선한 한우 모둠
한우 특선 대갈비(200g)
한우 특선 양념 대갈비(200g)
한우 안창살(150g)
한우 안심(150g)

500,000

150,000

낙원 정식
샐러드 - 해산물 냉채 - 전복구이 - 해물파전
한우 꽃등심, 안창살(150g) - 식사 - 후식
Korean Beef, Seafood Salad & Seared Abalone Set
韓牛燒き物と海産物 | 韩牛烤肉和海鲜套餐

120,000

모둠 정식
샐러드 - 한우구이 4종(150g) - 식사 - 후식
Chef Selected Special Parts of Korean Beef Set
韓牛盛り合わせ | 韩牛烤肉拼盘套餐

93,000

양념갈비 정식
샐러드 - 해물파전 - 한우양념갈비(200g) - 식사 - 후식
Marinated Korean Beef Ribs Set
韓牛味付けカルビ | 韩牛调味排骨烤肉套餐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상기 메뉴에는 식사(된장찌개 또는 냉면)가 제공됩니다.
This menu is inclusive of meal.(Soybean Soup or Cold Buckwheat Noodle)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상기 메뉴는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Above menu requires a minimum order of two.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한우 명품 구이

한우 특수 부위

Hanwoo Beef Premium Grill

Hanwoo Beef Specials

국내산 한우특선 대갈비 200g
Selected Cut of Korean Beef Short Rib
韓牛特選大カルビ | 韩牛精选大排骨

국내산 한우 특선 양념대갈비 200g
Selected Cut of Marinated Korean Beef Short Rib
韓牛特選味付け大カルビ | 韩牛精选调味大排骨

국내산 한우 꽃등심 130g
Korean Beef Rib Eye
韓牛霜降ロ-ス | 韩牛肋眼肉

국내산 한우 양념갈비 200g
Marinated Korean Beef Short Ribs
韓牛味付けカルビ | 韩牛调味排骨

국내산 한우 등심 불고기 200g
Bulgogi-Sliced Korean Beef Sirloin Marinated in Soy Sauce
韓牛ロ-スブルコギ | 韩牛烤牛里脊

�人分 ￦ 120,000

(���g) ￦ 60,000

�人分 ￦ 120,000

(���g) ￦ 60,000

�人分 ￦ 89,000

(���g) ￦ 50,000

�人分 ￦ 68,000

(���g) ￦ 34,000

안창살 130g
Korean Beef Thin Skirt
韓牛ハラミ | 韓牛隔膜肉

안심 130g
Korean Beef Tenderloin
韓牛ヒレ | 韓牛肋骨肉

토시살 130g
Korean Beef Thick Skirt
韓牛サガリ | 韓牛厚裙肉

제비추리 130g
Korean Beef Neck Chain
韓牛カタ | 韓牛颈链肉

�人分 ￦ 130,000

(���g) ￦ 100,000

�人分 ￦ 110,000

(���g) ￦ 84,615

�人分 ￦ 110,000

(���g) ￦ 84,615

�人分 ￦ 110,000

(���g) ￦ 84,615

�人分 ￦ 53,000

(���g) ￦ 26,500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구이류 이용 시 냉면 16,000원, 된장찌개 10,000원에 제공 가능합니다.
If you may order above menu, you may try the cold buckwheat noodle at 20,000 and soybean paste stew at 10,000.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위 메뉴는 신선한 재료의 사용을 위해 계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me ingredients would be changed for seasonal delicacies.

위 메뉴는 최상의 맛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판매가능 부위가 변경됩니다.
The above menu will be changed to maintain the best taste and freshness on the day.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미국산 구이

주중 점심 특선

American Beef Grill

Weekday Lunch Special

미국산 생갈비 200g
American Beef Short Ribs
米国産生カルビ | 美国产鲜牛排

미국산 양념갈비 200g
Marinated American Beef Short Ribs
米国産味付けカルビ | 美国产调味排骨

�人分 ￦ 58,000

(���g) ￦ 29,000

�人分 ￦ 55,000

(���g) ￦ 27,500

미국산 생갈비 정식 200g
Selected Cut of Marinated American Beef Short Rib

�人分 ￦ 60,000

米国産味付け大カルビ | 美国产调味大排骨

미국산 양념갈비 정식 200g
American Beef Short Ribs

�人分 ￦ 58,000

米国産生カルビ | 美国产鲜牛排

한우 불고기 정식 200g
Marinated Korean Beef Short Ribs

�人分 ￦ 55,000

米国産味付けカルビ | 美国产调味排骨

정식 구성
샐러드 - 구이 - 식사 - 과일 & 커피 또는 차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구이류 이용 시 냉면 16,000원, 된장찌개 10,000원에 제공 가능합니다.
If you may order above menu, you may try the cold buckwheat noodle at 20,000 and soybean paste stew at 10,000.

공휴일 제외한 주중 점심 한정 판매하며, 멤버십 할인 및 추가 할인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It is sold only on weekdays, excluding holidays and membership discounts and additional discounts are not applied.

위 메뉴는 신선한 재료의 사용을 위해 계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me ingredients would be changed for seasonal delicacies.

상기 메뉴는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Above menu requires a minimum order of two.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일품요리

식사

A La Carte

Rice, Soup & Noodle
�人分 ￦ 42,000

한방갈비찜 200g
Braised Short Ribs
ハンバンカルビチム | 韩方炖牛排骨

쇠고기(미국산)
한정판매 �人分 ￦ 40,000

국내산 한우 갈비탕
Korean Beef Short Rib Soup

ハヌガルビタン | 韩牛排骨汤

국내산 한우 우거지 갈비탕
Asian Cabbage and Korean Beef Short Rib Soup

�人分 ￦ 35,000

韓牛ウゴジカルビス-プ | 韩牛干白菜排骨汤

육수(쇠고기:국내산 한우)
평양냉면 (물냉면, 비빔냉면)

�人分 ￦ 20,000

Pyeongyang Cold Buckwheat Noodles or Spicy Buckwheat Noodles
ピョンヤン冷麵 | 平壤冷面

￦ 60,000

국내산 한우 곱창 전골 70g
Spicy Korean Beef Tripe Stew

육수(쇠고기: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고명(쇠고기:국내산 한우)

韓牛コツチャンチョンゴル | 韩牛肠火锅(韓国産)

주중 점심메뉴

육수(쇠고기:국내산 한우)
국내산 한우 육회 150g
* 하절기 제외
Korean Beef Tartare

Weekday Lunch Menu
￦ 60,000

(���g) ￦ 40,000

￦ 40,000

Stir-fried Octopus

Korean Beef Bulgogi Hot Pot

�人分 ￦ 32,000

韓牛トゥッペギブルゴギ | 韓牛砂锅烤牛肉(韩国産)

韓牛ユッケ | 韓牛生拌牛肉

낙지볶음

국내산 한우 뚝배기 불고기 반상

국내산 한우 육개장 반상
Spicy Korean Beef Soup

�人分 ￦ 32,000

韓牛ユッケジャン | 韓牛香辣牛肉汤

テナガダコ炒め | 辣炒章鱼

양지(쇠고기:국내산 한우)

낙지(중국산)
해물파전
Seafood and Green Onion Pancake

￦ 35,000

海鮮とねぎのチヂミ | 海鲜葱煎饼

오징어(원양산)

해물 순두부찌개 반상
Seafood and Soft Bean Curd Hot Pot Stew

�人分 ￦ 30,000

ヘムルスンドゥブチゲ | 海鲜嫩豆腐锅

꽃게(국내산), 두부(콩:국내산)
낙지 비빔밥 반상
Bibimbap with Long-Legged Octopus

�人分 ￦ 32,000

ナクチ・ビビンパプ | 章鱼拌饭
* 상기 메뉴는 제철 특산 식재료로 만든 계절 메뉴입니다.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위 메뉴는 신선한 재료의 사용을 위해 계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me ingredients would be changed for seasonal delicacies.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The above menu is a limited seasonal.°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위 메뉴는 신선한 재료의 사용을 위해 계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me ingredients would be changed for seasonal delicacies.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