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치 페스토 파스타
Spinach pesto pasta

상하농원에서 직접 키운 시금치와
버크셔 K-살라미의 조화로운 맛의 향연

20,000원

버크셔K 살라미 피자
Berkshire K-Salimi pizza

버크셔K 살라미의 고급 풍미와,
향긋한 치즈의 조화

22,000원

※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MAIN
모듬 플레이트

PASTA
29,000

Combination plate

27,000

Seafood paella

부드럽고 고소한 단짠의 맛이 일품인 수제 함박스테이크

소프트 치킨

Spaghetti with bacon amatriciana sauce

12,000

White egg caesar salad

볼로네제 라자냐

양송이와 표고버섯을 가득 담고, 송로버섯 오일로 진한 풍미를 곁들인 크림 스프

토마토 스프

11,000

Tomato soup

새콤한 가을 토마토를 뭉근하게 끓여 부드러운 스프

아스파라거스 스프

포모도로 스파게티

18,000

Spaghetti with tomato and pomodoro sauce

PIZZA
버크셔K

반반피자 (버크셔 K 살라미 피자 & 상하 치즈 피자)

Half & half pizza (Berkshire K-Salami pizza & cheese pizza)

신선한 아스파라거스로 녹색의 봄을 담아낸 크림스프

햄공방 소시지 피자

고창 샐러드 피자

23,000

건강한 채소와 상하농원 수제 본레스 햄을 올려 신선한 자연의 맛을 낸 피자
돼지고기(국내산)

SIDE
Assorted sausage plate

버크셔K

18,000

클래식 비엔나, 화이트 비엔나, 스모크 프랑크, 롤비엔나에
바삭한 감자튀김을 곁들인 모듬 소시지 / 돼지고기(국내산), 소고기(국내산)

버팔로윙 플레이트
Buffalo wing plate

KIDS 새우 크림 리조또
Shrimp cream risotto

버크셔 K 살라미 피자
Berkshire K-Salimi pizza

22,000

gorgonzola pizza

16,000
12,000

짭짤한 맛의 블루치즈 고르곤졸라와 고소한 호두를 바삭하게 구워낸 피자

루꼴라 유정란 피자

22,000

Rucola fertile egg Pizza

프로슈토, 루꼴라를 올린 풍미가득 피자
프로슈토 (미국산)

감자튀김

8,000

상하 치즈 피자

나초

6,000

모짜렐라, 프로볼로네, 체다, 그라나파다노, 리코타 치즈
다섯 가지 치즈의 풍미를 담은 피자

Nachos

22,000

Sangha cheese pizza

보코치니 치즈 토마토 피자
Tomato & Boccocini cheese pizza

BEVERAGES
5,500

펌킨 식혜

4,500

아이스티

3,000

Sweet rice drink with Pumpkin
Ice tea

탄산수

3,000

콜라

3,000

스프라이트

3,000

상하샘물

1,500

Sparkling water, 500ml
Coke can, 355ml
Sprite can, 355ml
Sangha mineral water, 500ml

21,000

신선한 바질로 만든 페스토, 새콤달콤 토마토
상하농원 수제치즈 공방의 보코치니 치즈가 깔끔한 맛을 내는 피자

블루베리&레몬 에이드

Blueberry&lemon Ade, 350ml

22,000

버크셔K 살라미의 고급 풍미와, 향긋한 치즈의 조화
살라미(국내산)

고르곤졸라 피자

아이들 입맛에 맞춰 새우와 크림으로 맛을 낸 리조또 / 쌀(국내산)
French fry

24,000

상하농원 햄공방에서 훈연하여 만든 소시지와 토마토 소스로 맛을 낸 피자
돼지고기(국내산)
Boneless ham salad pizza

햄공방 소시지 플레이트

6조각(6P)

24,000

가장 많이 찾으시는 두 가지 피자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피자

Assorted sausage & tomato pizza

11,000

Asparagus soup

19,000

정성껏 끓인 토마토 라구와 풍미 가득한 상하 치즈를 듬뿍 넣은 라자냐

12,000

11,000

Mushroom cream soup

20,000

Bolognese lasagna

상하농원 햄공방 베이컨과 고소한 순백색 유정란을 곁들인 시저 샐러드
돼지고기(국내산)

버섯 크림 스프

20,000

토마토로 끓여 입맛을 돋는 깔끔한 맛을 낸 포모도로 스파게티

상큼한 유자 드레싱과 리코타 치즈,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곁들인 샐러드

순백색 유정란 시저 샐러드

20,000

상하농원 햄공방 베이컨으로 끓여낸 매콤한 토마토 스파게티
돼지고기(국내산)

상하농원 치즈공방의 수제 보코치니와 달콤한 체리토마토를 버무린 오일 샐러드
Yuza ricotta cheese salad

소고기 볼로네제 스파게티

베이컨 아마트리치아나 스파게티

13,000

유자 리코타 치즈 샐러드

Spinach pesto pasta

소고기와 토마토로 뭉근하게 끓여낸 깊은 맛을 담은 볼로네제 스파게티
소고기(국내산)

SALAD & SOUP
Mini tomato boccocini salad

시금치 페스토 파스타

Spaghetti with beef bolonaise sauce

상하농원 햄공방장의 저온 특제훈연기법으로 만든 소프트 치킨에
바삭한 감자튀김을 곁들인 플레이트 / 닭고기(국내산)

보코치니 샐러드

버크셔K

상하농원에서 직접 키운 시금치와 버크셔 K-살라미의 조화로운 맛의 향연

16,000

Soft chicken

21,000

신선한 바지락과 애호박으로 개운하고 시원한 맛을 낸 오일 스파게티
바지락(국내산)

25,000

Hamburger Steak

바지락 오일 스파게티

Spaghetti with clam and zucchini

상하농원 햄공방 베이컨에 알싸하고 고소한 루꼴라를 곁들인 스테이크
베이컨(국내산)

함박스테이크

21,000

양송이, 새송이, 표고 3종류의 버섯으로 맛을 낸 고소한 크림 페투치니

25,000

Bacon steak

버섯 크림 페투치니

Fetuccini with mushroom cream sauce

해산물 가득한 지중해 풍의 토마토 빠에야

베이컨 스테이크

23,000

Spicy seafood pesce pasta

세가지 해산물로 깊은 맛을 낸 얼큰한 지중해풍 국물 파스타

소시지, 버팔로 윙, 나초, 샐러드가 한데 모인 플레이트

해산물 빠에야

빼쉐 파스타

BEER
◆ 와인 주문시 직원에게 문의해주세요

에비스 캔맥주

6,000

삿포로 생맥주

6,000

삿포로 캔맥주

5,000

파머스맥주

6,000

YEBISU canned beer, 350ml

Sappro Draft beer, 400ml

SAPPORO canned beer, 350ml

Famer’s Beer(Ale), 500ml

※원산지 : 돼지고기(국내산), 소고기(국내산/호주산), 닭고기, 쌀, 바지락(국내산), 프로슈토(미국산), 살라미(국내산), 새우(말레이시아), 오징어(원양산), 칠면조(호주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