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계절 별미로 채워지는

스톤게이트만의
좋은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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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훈제연어샐러드 또는 소프트 크랩 샐러드

톱날꽃게:태국산

전골(선택)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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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연어샐러드 또는 소프트크랩 샐러드

톱날꽃게:태국산

등심 찹쌀탕수육 또는 칠리새우

돼지고기:국내산

전골(선택)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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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죽 

훈제연어샐러드 또는 소프트크랩 샐러드

톱날꽃게:태국산

소고기 안심탕수육 또는 칠리새우

소고기:호주산

자연송이 안심볶음 또는 자연송이 해산물볶음

소고기:호주산                   오징어:페루산, 낙지:중국산

전골(선택)

후식

스톤게이트컨트리클럽의 대표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트메뉴

Set Menu 세트 메뉴(1인 기준)

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식당은 국내산 쌀류(현미, 찹쌀포함)
국내산 김치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두부류(콩:외국산)만 사용합니다.



건강과 영양까지 함께 고려한 스톤게이트CC 식사 메뉴

Menu 식사 메뉴

소요시간 : 20분 소요시간 :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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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꼬막 물회 국수
시원하고 새콤, 매콤한 육수에

쫄깃한 꼬막을 함께 즐기는 여름 별미

소요시간 : 7분

가지튀김 해산물 덮밥

맛있게 튀겨낸 가지와 각종 해산물을 굴소스로 볶아낸

중화풍 덮밥

고등어구이와 냉이된장찌개

오징어:페루산, 돼지고기:국내산고등어:노르웨이산

노릇하게 구운 한마리 고등어구이에

청국장찌개가 곁들어진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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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식당은 국내산 쌀류(현미, 찹쌀포함)

국내산 김치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두부류(콩:외국산)만 사용합니다.

여름별미추천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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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분 소요시간 : 7분

대게 장 순두부찌개

소고기:호주산오징어:페루산

부드러운 순두부와 고소하고 바다향 가득한 대게장이

조화를 이루는 전복 순두부찌개

전복 해물 뚝배기

각종 야채와 해물을 듬뿍 넣어 구수하게 끓여낸

냉이향 가득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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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식당은 국내산 쌀류(현미, 찹쌀포함)

국내산 김치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두부류(콩:외국산)만 사용합니다.

\������� 소요시간 : 5분

우렁이 강된장 열무 보리 비빔밥

돼지고기:국내산

아삭한 열무김치를 듬뿍 올려 구수한 강된장과

함께 비벼드시는 든든한 식사 

\������� 소요시간 : 9분

함박 스테이크

소고기: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고기를 갈아서 만든 부드럽고 촉촉한

함박스테이크 정식

여름
별미

추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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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돈 김치전골

신선한 국내산 돈육과 두부를 듬뿍넣고

칼칼하게 끓여낸 전골

오리:국내산,

주꾸미:베트남산, 태국산 섞음돼지고기:국내산 소고기:호주산

주꾸미 오리 보양 전골

깊고 진한 오리육수에 주꾸미가 들어간

얼큰한 보양전골 

불고기 모둠 버섯전골

다양한 버섯과 불고기를 각종 야채와 함께

푹 끓여내어 국물맛이 깊은 일품전골

소요시간 : 20분 소요시간 : 25분 소요시간 : 20분

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식당은 국내산 쌀류(현미, 찹쌀포함)

국내산 김치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두부류(콩:외국산)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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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분과 즐거운 식사를 위한 특선 메뉴

Four Persons Special Menu 4인 특선 메뉴

시그니처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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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올린 주꾸미

삼겹 두루치기

돼지고기:국내산,
주꾸미:베트남산·태국산 섞음

국내산 돈육과 쫄깃한 주꾸미를

매콤하게 볶아낸 일품요리

소요시간 : 15분



부드럽고 담백한 훈제연어와

치즈를 곁들인 건강한 샐러드

닭고기:외국산

닭날개, 칠게, 꽈리고추와 단짠단짠

간장소스가 맥주와 어울리는 안주형요리

소고기:호주산

모둠 치즈&

훈제연어 샐러드

닭날개&감자튀김 샐러드 자연송이 전복 안심 볶음

부드러운 안심살과 전복을 맛있게 볶아내어

향긋한 자연송이 향을 곁들인 고급 요리

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식당은 국내산 쌀류(현미, 찹쌀포함)

국내산 김치류(배추:국내산/고춧가루:국내산) 두부류(콩:외국산)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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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 찹쌀 탕수육

돼지고기:국내산

등심을 바삭바삭하게 튀겨내어

달콤 새콤한 소스를  곁들인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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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크랩 샐러드

톱날꽃게:태국산

껍질째 맛있게 튀겨낸 소프트크랩과 신선한

야채의 촉촉하고 바삭한 식감의 일품요리



Beverage 음료 · 주류

음식과 곁들여 드시기 좋은 음료메뉴

Craft Beer

Tranditional
Liqueurs

Whisky

Beverage

대선소주 360㎖

화요 25

화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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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ntine’s 17y 500㎖

Ballantine’s 21y 500㎖

Golden blue The Diamond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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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e

Coke Zero

Sprite

Tomato Fresh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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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 밀땅 Weizen 330㎖
ABV 5.5%, IBU : 10.5

Amazing 밀땅 Weizen 2000㎖
ABV 5.5%, IBU : 10.5

Amazing Lager 330㎖
ABV 5.3%, IBU : 28

Amazing Lager 2000㎖
ABV 5.3%, IBU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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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

Cafe Latte

보성 유기농 녹차

Black Tea (Breeze Darjeeling)

Camomile

탄산수 S.pelleGrino

유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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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e & Tea
ICE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