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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퓨전포차
[탕, 후라이, 볶음, 일품, 구이/마른안주]

쉽고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인기 메뉴로 구성
업소를 위한 메뉴판, 포스터 지원까지!

제육불고기
누구나 좋아하는 불고기에 먹을수록 중독성있는 매콤한
고추장 소스를 더했습니다.

14.0

직화불고기
간장 양념으로 맛있게 숙성시킨 불고기에 불맛을 입혀
더욱 부드럽고 풍미깊은 메뉴로 탄생

14.0

15.0

10.0

매콤 돼지껍데기
신선하고 쫄깃한 돼지껍데기만을 엄선하여
특제 양념으로 매콤함을 더한 인기 술안주

11.0

낙지볶음
탱글탱글한 낙지에 매콤한 양념이 더해져 식감과 맛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먹을수록 빠져드는 중독적인 맛!

13.0

맥앤치즈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맛있어 하는 바로 그맛. 치즈에
마카로니와 베이컨이 들어간 인기만점 메뉴

해물 국물 떡볶이
오징어, 홍합, 새우 등의 다양한 해물이 매콤한 소스를
만나 더룩 감칠맛이 살아난 국물 떡볶이

벌집껍데기
쫄깃한 돼지껍데기에 벌집모양으로 칼집을 내어
시각적인 효과가 식욕을 돋우는 인기 메뉴

14.0

오징어입 버터구이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입에 고소한 버터를
발라 구워낸 특별한 메뉴

11.0

17.0

13.0새우장
탱글탱글한 새우를 양조간장에 장시간 숙성시켜
새우에 풍미가 더욱 살아난 특별 메뉴

동파육
보들보들한 살코기와 쫄깃한 비계의 통삼겹살을
특제 소스로 장시간 조려낸 특선 메뉴

문어숙회
얇게 슬라이스 된 쫄깃한 문어 다리와
매콤한 소스에 조화

12.0

14.0

15.0불족발
쫄깃한 족발을 한입크기로 잘라 매콤한 양념에
버무린 후 불맛을 살린 화끈한 메뉴

직화곱창
잡냄새 없이 깨끗이 손질된 곱창에 맛있게 양념을 입혀
숙성시키고 직화에 초벌한 볶음류 베스트 메뉴

직화닭갈비
부드러운 닭갈비를 간장베이스에 양념후 연탄불 위에서
수작업으로 맛을 입힌 특별한 메뉴

14.0

오돌뼈볶음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은 오돌뼈에
특제 소스로 만든 매콤한 양념을 더했습니다.

12.0

불닭
신선한 닭정육에 특제 양념을 더해 완성된 맛있게 매운
불닭. 소주 안주로 강력 추천!

13.0

볶음류

일품요리

동

14 0

정육에 특제 양념을 더
주 안주로 강력 추천!

연어회
신선한 연어를 염지해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
입니다. 부담없이 맛볼 수 있는 가벼운 메뉴

11.0

해물 누룽지탕
짐하고 신선한 해산물에 고소한 누룽지가

미깊은 국물과 어우러진 인기 메뉴

15.0

알탕
깨끗하게 손질된 호키알, 명란알, 고니가 푸짐하게

들어있으며 칼칼한 국물또한 일품입니다.

15.0

고추장찌개
중독성 있는 매콤한 맛의 고추장 베이스 양념에 두툼

한

돼지고기가 뜸뿍 담긴 매콤한 찌개

14.0

짬뽕탕
6가지 신선한 해물과 중독성 있게

매운 국물의 조화. 언제나 사랑받는

인기만점 술안주

15.0

치즈스틱&감자튀김
바삭한 튀김 옷 안에 가득한 치즈가 매력적인

치즈스틱과 감자튀김이 세트로 구성

11.0

버팔로윙&감자튀김
짭조름하게 조미된 닭날개(버팔로윙)와

감자튀김이 세트로 구성

15.0

대왕새우 튀김
고소하고 통통한 새우에 바삭한 튀김옷을 입혀

노릇하게 튀겨낸 인기만점 튀김 메뉴

9.9

23.0

19.0

통오징어 짬뽕탕
홍합, 백합, 꽃게 등의 알찬 해물과 대왕오징어가 통으

로!

물이 들어가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은 보너스~

17.0

부대찌개
식사와 함께하는 가벼운 술한잔에 어울리는 메뉴.

다양한 햄과 토핑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15.0

오뎅탕
흰살생선, 생선두부 등 인기있는 오뎅만을 엄선하여

풍미깊은 소스와 함께 감칠맛나게 끓여냈습니다.

15.0

감바스
고소한 마늘 베이스에 탱탱한 새우의 조화. 평범한

술안주가 아닌 감성적인 메뉴를 원할때!

15.0

통새우 튀김 & 크리스피 치킨

통통하고 담백한 새우 튀김과 누구나 좋아하는

바삭한 크리스피 치킨이 세트로 구성

통문어 튀김&크리스피 치킨
통채로 튀겨낸 쫄깃하고 통통한 문어와 누구나

좋아하는 바삭한 크리스피 치킨이 세트로 구성

멘보샤
통통하고 담백한 새우와 바삭한 토스트의 식감이 일

품인

중국식 새우 토스트. 맥주 안주로 강력 추천.

13.0

닭껍질 튀김
닭껍질에 고소한 튀김 파우더를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이색 튀김

12.0

9.9

13.0오징어입 튀김
씹을수록 고소하고 쫄깃한 별미중의 별미. 오징어 입

에

짭짤한 튀깁옷을 입혀 별도의 소스없이 즐길 수 있습
니다.

고다치즈볼
바삭한 튀김옷 속에 진한 치즈의 고소한 풍미가

살아 있는 볼타입의 치즈볼

닭모래집 튀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닭모래집에 튀김옷을 입혀 바

삭

하게 튀겨 냈습니다.

9.9

백합 알리오올리오
시원한 국물을 만들어주는 백합을 올리브오일,

마늘베이스의 알리오올리오와 합친 특별한 메뉴

15.0

11.5

탕류

후라이

탕

모듬 닭꼬치
닭다리살, 날개, 모래집 등 다양한 부위를 꼬치에
꽂아 맛있게 구워낸 모듬 꼬치

12.0

구이류&마른안주

12.0

15.0

15.0

15.0

15.0

삼겹 모듬 꼬치
파삼겹, 떡삼겹 등 육즙 가득한 삼겹살을 꼬치에
꽂아 맛있게 구워낸 모듬 꼬치

한치
씹히는 맛이 부드럽고 감칠맛나는 한치를
노릇하게 구워낸 마른안주의 베스트 메뉴

노가리
깨끗이 손질 후 잘 말린 노가리를 바삭하게 구워내
고소한 맛에 자꾸 손이 가는 인기 메뉴

육포
홍두께살을 사용하여 소고기 특유의 감칠맛과 식감,
육결을 그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족
쫄깃한 식감의 대왕 오징어족에 특제 소스를 입힌 후
장시간 숙성시켜 풍미를 살렸습니다.

14.0

시샤모(열빙어구이)
알이 꽉찬 시샤모를 노릇하게 구워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0

15.0간고등어
신선한 고등어를 소금으로 절여낸 후 기름이 나올
정도로 맛있게 구워냈습니다.

명태포
지방의 함량이 낮고 맛이 담백한 마른안주로
심심한 맛 때문에 자꾸 손이갑니다.

14.0

먹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의 먹태를 노릇하게 구워내어
바삭함을 더했습니다.

12.0

메뉴판

1. 제작 형태

- 신규제작 : 카달로그에 있는 메뉴만을 가지고 제작
- 기존변경 : 기존 업소 메뉴판을 카달로그 메뉴로 부분 수정

* 메뉴판 디자인은 본 카달로그에 보여지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 본 카달로그에 있는 메뉴 이미지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기존 변경의 경우 업소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보정되지 않습니다.

2. 제작 금액 및 기간

- 거래 금액 및 기간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매장에 문의 해 주세요.

포스터

1. 제작 형태

- 카달로그에 있는 모든 메뉴 제작 가능
- 최대 A3 사이즈까지 제작 가능

* 디자인은 아래 예시되는 형태로 제작됩니다.
* 업소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로는 제작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는 인쇄용 로고파일이 있으실 경우 삽입할 수 있습니다.

2. 제작 금액 및 기간

- 거래 금액 및 기간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매장에 문의 해 주세요.

메뉴판 제작 &
포스터, 이미지 지원
본 카달로그의 메뉴를 활용한 전용 메뉴판 제작과
메뉴별 포스터, 메뉴 이미지를 지원해 드립니다.



세트메뉴

23.0A세트(분식 세트)
해물 국물 떡볶이 + 야채 튀김 + 오다리 튀김

다양한 해물이 국물속에 스며들어 감칠맛이 더해진 국물떡볶이,
바삭하게 튀겨낸 야채와 오징어 다리 튀김이 세트로 구성

24.0B세트(피자 세트)
피자 1종(마르게리타, 고르곤졸라, 불고기) +
버팔로윙 + 감자튀김

얇은 도우가 매력적인 피자 3종과 맛있게 조미된 닭날개 튀김,
촉촉한 감자튀김이 세트로 구성

22.0C세트(치즈 바스켓)
크림치즈볼 + 고다치즈볼 + 치즈스틱 + 빅치즈스틱

동그랗고 길게, 고소하고 짭짤하게! 다양한 치즈 메뉴로
구성된 치즈 러버들을 위한 세트 메뉴

22.0D세트(모듬 튀김)
순살치킨 + 새우튀김 + 어니언링 + 감자튀김

튀기면 다 맛있다! 치킨, 새우, 양파, 감자를 맛있게 튀겨낸
모듬 튀김 세트 메뉴. 맥주 안주로 강력 추천합니다.

메뉴가격은 상품 판매가에서 마진을 더한 권장 가격의 예시입니다.



해물 누룽지탕
푸짐하고 신선한 해산물에 고소한 누룽지가
풍미깊은 국물과 어우러진 인기 메뉴

15.0

알탕
깨끗하게 손질된 호키알, 명란알, 고니가 푸짐하게
들어있으며 칼칼한 국물또한 일품입니다.

15.0

고추장찌개
중독성 있는 매콤한 맛의 고추장 베이스 양념에 두툼한
돼지고기가 뜸뿍 담긴 매콤한 찌개

14.0

짬뽕탕
6가지 신선한 해물과 중독성 있게
매운 국물의 조화. 언제나 사랑받는
인기만점 술안주

15.0

치즈스틱&감자튀김
바삭한 튀김 옷 안에 가득한 치즈가 매력적인
치즈스틱과 감자튀김이 세트로 구성

11.0

버팔로윙&감자튀김
짭조름하게 조미된 닭날개(버팔로윙)와
감자튀김이 세트로 구성

15.0

대왕새우 튀김
고소하고 통통한 새우에 바삭한 튀김옷을 입혀
노릇하게 튀겨낸 인기만점 튀김 메뉴

9.9

23.0

19.0

통오징어 짬뽕탕
피홍합, 백합, 꽃게 등의 알찬 해물과 대왕오징어가 통으로!
해물이 들어가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은 보너스~

17.0

부대찌개
식사와 함께하는 가벼운 술한잔에 어울리는 메뉴.
다양한 햄과 토핑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15.0

오뎅탕
흰살생선, 생선두부 등 인기있는 오뎅만을 엄선하여
풍미깊은 소스와 함께 감칠맛나게 끓여냈습니다.

15.0

감바스
고소한 마늘 베이스에 탱탱한 새우의 조화. 평범한
술안주가 아닌 감성적인 메뉴를 원할때!

15.0

통새우 튀김 & 크리스피 치킨
통통하고 담백한 새우 튀김과 누구나 좋아하는
바삭한 크리스피 치킨이 세트로 구성

통문어 튀김&크리스피 치킨
통채로 튀겨낸 쫄깃하고 통통한 문어와 누구나
좋아하는 바삭한 크리스피 치킨이 세트로 구성

멘보샤
통통하고 담백한 새우와 바삭한 토스트의 식감이 일품인
중국식 새우 토스트. 맥주 안주로 강력 추천.

13.0

닭껍질 튀김
닭껍질에 고소한 튀김 파우더를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이색 튀김

12.0

9.9

13.0오징어입 튀김
씹을수록 고소하고 쫄깃한 별미중의 별미. 오징어 입에
짭짤한 튀깁옷을 입혀 별도의 소스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고다치즈볼
바삭한 튀김옷 속에 진한 치즈의 고소한 풍미가
살아 있는 볼타입의 치즈볼

닭모래집 튀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닭모래집에 튀김옷을 입혀 바삭
하게 튀겨 냈습니다.

9.9

백합 알리오올리오
시원한 국물을 만들어주는 백합을 올리브오일,
마늘베이스의 알리오올리오와 합친 특별한 메뉴

15.0

11.5

탕류

후라이

탕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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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불고기
누구나 좋아하는 불고기에 먹을수록 중독성있는 매콤한
고추장 소스를 더했습니다.

14.0

직화불고기
간장 양념으로 맛있게 숙성시킨 불고기에 불맛을 입혀
더욱 부드럽고 풍미깊은 메뉴로 탄생

14.0

15.0

10.0

매콤 돼지껍데기
신선하고 쫄깃한 돼지껍데기만을 엄선하여
특제 양념으로 매콤함을 더한 인기 술안주

11.0

낙지볶음
탱글탱글한 낙지에 매콤한 양념이 더해져 식감과 맛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먹을수록 빠져드는 중독적인 맛!

13.0

맥앤치즈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맛있어 하는 바로 그맛. 치즈에
마카로니와 베이컨이 들어간 인기만점 메뉴

해물 국물 떡볶이
오징어, 홍합, 새우 등의 다양한 해물이 매콤한 소스를
만나 더룩 감칠맛이 살아난 국물 떡볶이

벌집껍데기
쫄깃한 돼지껍데기에 벌집모양으로 칼집을 내어
시각적인 효과가 식욕을 돋우는 인기 메뉴

14.0

오징어입 버터구이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입에 고소한 버터를
발라 구워낸 특별한 메뉴

11.0

17.0

13.0새우장
탱글탱글한 새우를 양조간장에 장시간 숙성시켜
새우에 풍미가 더욱 살아난 특별 메뉴

동파육
보들보들한 살코기와 쫄깃한 비계의 통삼겹살을
특제 소스로 장시간 조려낸 특선 메뉴

문어숙회
얇게 슬라이스 된 쫄깃한 문어 다리와
매콤한 소스에 조화

12.0

14.0

15.0불족발
쫄깃한 족발을 한입크기로 잘라 매콤한 양념에
버무린 후 불맛을 살린 화끈한 메뉴

직화곱창
잡냄새 없이 깨끗이 손질된 곱창에 맛있게 양념을 입혀
숙성시키고 직화에 초벌한 볶음류 베스트 메뉴

직화닭갈비
부드러운 닭갈비를 간장베이스에 양념후 연탄불 위에서
수작업으로 맛을 입힌 특별한 메뉴

14.0

오돌뼈볶음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은 오돌뼈에
특제 소스로 만든 매콤한 양념을 더했습니다.

12.0

불닭
신선한 닭정육에 특제 양념을 더해 완성된 맛있게 매운
불닭. 소주 안주로 강력 추천!

13.0

볶음류

일품요리

동

14 0

정육에특제양념을더
주 안주로 강력 추천!

연어회
신선한 연어를 염지해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
입니다. 부담없이 맛볼 수 있는 가벼운 메뉴

11.0



모듬 닭꼬치
닭다리살, 날개, 모래집 등 다양한 부위를 꼬치에
꽂아 맛있게 구워낸 모듬 꼬치

12.0

구이류&마른안주

12.0

15.0

15.0

15.0

15.0

삼겹 모듬 꼬치
파삼겹, 떡삼겹 등 육즙 가득한 삼겹살을 꼬치에
꽂아 맛있게 구워낸 모듬 꼬치

한치
씹히는 맛이 부드럽고 감칠맛나는 한치를
노릇하게 구워낸 마른안주의 베스트 메뉴

노가리
깨끗이 손질 후 잘 말린 노가리를 바삭하게 구워내
고소한 맛에 자꾸 손이 가는 인기 메뉴

육포
홍두께살을 사용하여 소고기 특유의 감칠맛과 식감,
육결을 그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족
쫄깃한 식감의 대왕 오징어족에 특제 소스를 입힌 후
장시간 숙성시켜 풍미를 살렸습니다.

14.0

시샤모(열빙어구이)
알이 꽉찬 시샤모를 노릇하게 구워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0

15.0간고등어
신선한 고등어를 소금으로 절여낸 후 기름이 나올
정도로 맛있게 구워냈습니다.

명태포
지방의 함량이 낮고 맛이 담백한 마른안주로
심심한 맛 때문에 자꾸 손이갑니다.

14.0

먹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의 먹태를 노릇하게 구워내어
바삭함을 더했습니다.

12.0

메뉴판

1. 제작 형태

- 신규제작 : 카달로그에 있는 메뉴만을 가지고 제작
- 기존변경 : 기존 업소 메뉴판을 카달로그 메뉴로 부분 수정

* 메뉴판 디자인은 본 카달로그에 보여지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 본 카달로그에 있는 메뉴 이미지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기존 변경의 경우 업소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보정되지 않습니다.

2. 제작 금액 및 기간

- 거래 금액 및 기간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매장에 문의 해 주세요.

포스터

1. 제작 형태

- 카달로그에 있는 모든 메뉴 제작 가능
- 최대 A3 사이즈까지 제작 가능

* 디자인은 아래 예시되는 형태로 제작됩니다.
* 업소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로는 제작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는 인쇄용 로고파일이 있으실 경우 삽입할 수 있습니다.

2. 제작 금액 및 기간

- 거래 금액 및 기간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매장에 문의 해 주세요.

메뉴판 제작 &
포스터, 이미지 지원
본 카달로그의 메뉴를 활용한 전용 메뉴판 제작과
메뉴별 포스터, 메뉴 이미지를 지원해 드립니다.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직화닭목살

부드럽고 담백한 닭목살을 간장 베이스 양념으로
맛있게 볶은 이색 메뉴

주재료 6,000원 / 채소 200원
14,000~15,000원(24%)

직화닭목살

돼지껍데기

신선하고 쫄깃한 돼지껍데기만을 엄선하여 매콤한
특제 소스로 볶아낸 술안주의 대명사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150원 / 채소 200원
11,000원(33%)
매콤돼지껍데기

모래집볶음

쫄깃하고 고소한 식감의 모래집을 깨끗이 손질 후
조미하여 쉽고 빠르게 조리가 가능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600원 / 채소 300원
12,000원(30%)

모래집볶음

오돌뼈볶음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의 오돌뼈와 매콤한
특제 소스의 화끈한 조화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400원 / 채소 600원
12,000원(30%)
매콤오돌뼈볶음

국물닭발

깨끗이 손질된 닭발에 중독성있는 매콤한
양념이 더해진 인기 술안주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6,000원 / 채소 300원
14,000~15,000원(23%)

국물닭발

닭염통볶음

국내산 염통을 깨끗하게 손질 후 매콤한 소스로
볶아낸 화끈하게 쫄깃한 염통 볶음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400원 / 채소 500원
12,000원(30%)

닭염통볶음

직화닭목살

불족발

쫄깃한 족발을 한입크기로 잘라 매콤한 양념에
버무린 후 불맛을 살린 화끈한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500원 / 채소 500원
15,000원(25%)

큐브불족발

낙지볶음

탱글탱글한 낙지에 매콤한 특제 양념이 더해져
식감과 맛 모두를 만족하는 인기만점 볶음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500원 / 채소 500원
13,000원(26%)

낙지볶음

주꾸미볶음

쫄깃한 식감의 주꾸미를 중독성 있는 매콤한
소스로 볶아낸 매력적인 술안주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600원 / 채소 500원
13,000~14,000원(27%)

주꾸미볶음

낙지에

볶음

볶음류

래집볶음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불닭

염지된 닭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콤한 소스를
더한 언제나 인기있는 히트 메뉴

주재료 4,700원 / 채소 500원
13,000원(25%)

불닭

제육불고기

맛있을 수 밖에 없는 불고기와 제육에 매콤한 양념을
더해 중독적인 볶음요리가 탄생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900원 / 채소 400원
13,000원~14,000원(26%)

제육불고기

데리야끼족발

쫄깃한 족발을 한입 크기로 잘라낸 후 달콤한
데리야끼 소스에 은은한 매콤함을 플러스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6,100원 / 채소 200원
15,000원(23%)
큐브데리야끼족발

직화닭갈비

닭갈비에 간장 베이스 양념을 한 후 연탄불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불맛을 UP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700원 / 채소 500원
13,000~14,000원(22%)

직화닭갈비

직화곱창

잡냄새 없이 깨끗이 손질된 곱창에 맛있게
양념을 입혀 숙성시키고 직화에 초벌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400원 / 채소 600원
14,000원(23%)
직화곱창볶음

직화불고기

연탄불위에서 수작업으로 직적 불맛을 입혀
불맛의 풍미가 가득한 특제 불고기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400원 / 채소 200원
13,000~14,000원(24%)

직화연탄불고기

해물누룽지탕

푸짐하고 신선한 해산물에 고소한 누룽지가
풍미깊은 국물과 어우러진 인기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500원 / 채소 200원
15,000원(32%)
해물누룽지탕

짬뽕탕

오징어, 홍합, 조개 등 6가지의 신선한 해물과
칼칼한 특제 소스로 쉽고 간편하게 조리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200원 / 채소 600원
15,000원(26%)

짬뽕탕

부대찌개

고기함량이 높은 햄들과 진한 국물맛을
느낄 수 있는 칼칼한 소스로 구성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400원 / 채소 200원
15,000원(33%)

부대찌개

볶음류

탕류

닭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곱창전골

깨끗하게 전처리된 부드러운 곱창과 깊고
진한 사골육수, 매콤한 고추의 조화

주재료 6,500원 / 채소 500원
16,000원(23%)

곱창전골

돈골홍합조개탕

신선한 홍합, 조개와 특제 스프가 한팩으로
구성되어 쉽고 간편한 조리가 가능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000원 / 채소 200원
13,000~14,000원(32%)

돈골홍합조개탕

오뎅탕

흰살생선, 생선두부 등 인기있는 오뎅만을 엄선하여
풍미깊은 소스와 함께 원팩으로 구성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200원 / 채소+소스 400원
15,000원(27%)
오뎅탕(소스 포함)

통오징어짬뽕탕

피홍합, 백합, 꽃게, 새우 등의 알찬 해물과 대왕
오징어가 칼칼한 국물속에 풍덩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6,500원 / 채소 600원
16,000~17,000원(24%)

통오징어짬뽕탕

백짬뽕탕

오징어채, 피홍합, 주꾸미 등의 다양한 해물과
풍미깊은 특제 소스가 함유된 인기만점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500원 / 채소 400원
16,000원(33%)

백짬뽕탕

돈골꽃게전골

진한 돼지 사골에 홍합과 꽃게의 시원함이
더해진 풍미깊은 이색 전골 요리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800원 / 채소 200원
14,000원(35%)
돈골꽃게전골

소고기전골

부드럽고 담백한 풍미깊은 소스에 고기, 채소 등
다양한 재료를 넣고 끓이는 전골요리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700원 / 채소 500원
16,000원(25%)

소고기전골

알탕

깨끗하게 손질된 호키알, 명란알, 고니가 푸짐하게
들어있으며 칼칼한 국물 또한 일품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600원 / 채소 300원
15,000원(31%)

알탕

고추장찌개

중독성있는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에 두툼한
돼지고기가 듬뿍 담긴 매콤한 찌개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900원 / 채소 100원
13,000~14,000원(27%)

고추장찌개

탕류

뎅

고기

꽃게전골

사

백짬

추장찌개

있는 고추장
가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백합알리오올리오

시원한 국물을 만들어주는 백합을 올리브오일,
마늘베이스의 알리오올리오와 합친 특별한 메뉴

주재료 5,500원 / 파슬리 50원
15,000원(27%)
백합알리오올리오

감바스

새우, 브로콜리, 페페론치노(베트남고추)와
소스까지 동봉된 원팩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200원 / 바게트빵 100원
15,000원(28%)
감바스알아히요

맛있게 매콤한 소스에 차돌과 소힘줄,
연두부 튀김이 모두 한팩으로 구성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6,300원 / 채소 400원
16,000원(24%)
차돌매운전골

해물국물떡볶이

다양한 해물이 국물과 만나 더욱 감칠맛이
살아나는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900원 / 채소 100원
14,000~15,000원(30%)

해물국물떡볶이

찜닭

깨끗이 손질된 닭정육과 간장베이스의 특제소스가
한팩으로 구성되어 손쉬운 조리가 가능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7,400원 / 부가재료 300원
20,000~21,000원(27%)

찜닭

보쌈

엄선된 돈육을 부드럽게 삶아내 잡내없이
부드러운 육질이 일품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6,800원 / 부가재료 1,100원
20,000원(25%)
보쌈슬라이스

피자(마르게리타, 고르곤졸라, 불고기)

10인치의 사이즈로 오븐, 후라이팬, 전자렌지 등
어디에 조리해도 맛있는 피자가 완성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500원 / 피클 및 부가재료 400원
11,000~12,000원(26%)

마르게리타, 고르곤졸라, 불고기 피자

맥앤치즈

익혀낸 마카로니에 치즈소스가 충진된 상태로
급속 냉동. 전자렌지에 돌리기면 하면 완성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600원 / 파슬리 50원
10,000(27%)
치즈퐁당맥앤치즈

족발

기름기를 뺀 담백한 풍미와 부드러운면서
쫄깃한 식감을 살린 순살 족발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100원 / 부가재료 800원
19.000원(32%)
족발슬라이스

탕류

일품요리

바스오 차돌매운전골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동파육

통삼겹살에 각종 향신료를 넣고 장시간
조려내어 풍미깊은 동파육을 재현

주재료 5,900원 / 채소 300원
16,000~17,000원(27%)

동파육

문어숙회

얇게 슬라이스 된 쫄깃한 문어 다리와
매콤한 소스의 조화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150g 3,850원 / 소스 300원
11,000~12,000원(29%)

냉동문어

문어장

간장 양념으로 문어 특유의 잡내를 없앤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150g 4,375원 / 채소 200원
12,000~13,000원(28%)

자숙문어장

연어장

매콤한 간장소스에 신선한 연어를 18시간
숙성하여 풍미깊은 맛을 업그레이드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130g 4,850원 / 채소 200원
12,000~13,000원(25%)

간장연어장

새우장

신선한 새우에 특제 양조간장을 사용하여
탱글탱글한 식감과 풍미가 UP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10미 4,800원 / 채소 200원
12,000~13,000원(25%)

대하새우장

토마토홍합스튜

홍합, 새우, 오징어 3가지 해물에 홀토마토,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퓨레가 첨가된 특별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200원 / 채소 300원
15,000원(27%)
토마토홍합스튜

벌집껍데기

쫄깃한 돼지껍데기에 벌집모양으로 칼집을 내어
시각적인 효과가 식욕을 돋우는 인기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300원 / 소스 300원
14,000원(25%)

벌집껍데기

오징어입버터구이

쫄깃한 식감의 오징어입의 이빨을 제거한 후
고소한 버터를 입힌 이색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250g 3,075원 / 버터 500원
10,000~11,000원(30%)

냉동오징어입

연어회

알래스카 연어를 염지해 비리지 않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125g 3,400원 / 부가재료 400원
11,000원(28%)

연어회

일품요리

토마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모듬닭꼬치

닭다리살, 날개, 모래집 등 다양한 부위를 꼬치에
꽂아 맛있게 구워낸 모듬 꼬치

주재료 6꼬치 3,450원 / 소스 300원
10,000~12,000원(32%)

닭꼬치모듬세트

삼겹모듬꼬치

 파삼겹, 떡삼겹 등 육즙 가능한 삼겹살을 꼬치에
꽂아 맛있게 구워낸 모듬 꼬치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6꼬치 5,050원 / 소스 300원
12,000~14,000원(26%)

삼겹꼬치세트

고기완자꼬치

국내산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다진 후 시즈닝으로
잡내를 잡아낸 완자형 꼬치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꼬치 4,250원 / 부가재료 500원
13,000원(27%)
고기완자꼬치

시샤모(열빙어구이)

알이 꽉찬 시샤모를 노릇하게 구워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8미 1,664원 / 소스 300원
10,000~12,000원(60%)

시샤모

장어구이

신선한 민물장어에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
잡내를 잡고 장어 특유의 풍미를 살렸습니다.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1미 5,750원 / 부가재료 300원
17,000원(28%)
민물장어데리야끼

육포

홍두께살을 사용하여 소고기 특유의 감칠맛과 식감,
육결을 그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0g 3,050원 / 견과류 300원
9,000~10,000원(30%)

프리미엄특선육포

대왕오징어족

쫄깃한 식감의 대왕 오징어족에 특제 소스를 입힌 후
장시간 숙성시켜 풍미를 살렸습니다.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2미 2,140원 / 소스 200원
7,000~8,000원(33%)

대왕오징어족

간고등어

신선한 고등어를 소금으로 절여낸 후 기름이 나올
정도로 맛있게 구워냈습니다.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2,450원 / 소스 200원
8,000원(30%)

간고등어

노가리

깨끗이 손질 후 잘 말린 노가리를 바삭하게 구워내
고소한 맛에 자꾸 손이 가는 인기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미 2,500원 / 부가재료 500원
10,000원(33%)

조미대구

구이류&마른안주

삼겹살을 꼬치에

류&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지방의 함량이 낮고 맛이 담백한 마른안주로
심심한 맛 때문에 자꾸 손이갑니다.

주재료 3미 3,300원 / 부가재료 500원
10,000~11,000원(29%)

통통포

아귀포

일반 쥐포에 비해 식감이 훨씬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마른안주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미 3,570원 / 부가재료 500원
12,000원(30%)

조미아귀포

손질먹태

맥주안주의 신흥강자! 속살이 노릇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강하지 않고 고소한 맛이 특징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900원 / 견과류 및 소스 500원
12,000~14,000원(32%)

손질먹태

통문어튀김&크리스피치킨

쫄깃하고 통통한 통문어와 바삭한 식감의
크리스피 치킨이 세트로 구성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10,480원 / 소스 200원
22,000~23,000원(21%)
통문어튀김, 크리스피치킨

통새우튀김&크리스피치킨

고소한 식감의 통새우와 바삭한 식감의
크리스피 치킨이 세트로 구성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닭껍질을 먹기 좋게 손질하여 튀김 파우더를 입혀낸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의 이색 안주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300원 / 소스 200원
11,000~12,000원(34%)

닭껍질튀김

주재료 5,600원 / 소스 200원
19,000원(33%)

통새우튀김, 크리스피치킨

대왕치즈스틱&감자튀김

바삭한 튀김속 고소한 치즈가 매력적인
치즈스틱과 감자튀김이 세트로 구성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200원 / 소스 200원
9,900~11,000원(32%)

빅치즈스틱, 가스토갈릭프라이

버팔로윙&감자튀김

맛있게 조미된 닭날개튀김(버팔로윙)과
감자튀김이 세트로 구성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300원 / 소스 200원
15,000원(27%)

버팔로윙, 가스토갈릭프라이

오다리&연근튀김

짤짤하고 쫄깃한 오징어다리 튀김과 아삭한
식감의 연근튀김이 세트로 구성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400원 / 소스 200원
9,900~11,000원(30%)
오다리튀김, 연근튀김

구이류&마른안주

아귀포

구이류&마른안주

후라이류

기

명태포

닭껍질튀김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멘보샤

통통하고 담백한 새우와 바삭한 토스트의
식감이 일품인 중국식 새우 토스트

주재료 8개 4,480원 / 소스 200원
13,000원(28%)

멘보샤

모듬감자튀김

8가지의 다양한 모양과 맛으로 식감은 물론
보는 재미까지 더해진 기본안주의 대명사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2,600원 / 소스 200원
9,900원(35%)

스페셜모듬감자튀김

통우럭탕수

노릇하게 구워낸 고소한 식감의 통우럭에
자작하게 소스를 부워먹는 이색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100원 / 채소 및 소스 400원
14,000원(26%)

통우럭튀김

크리스피치킨

순살 닭다리살로 만들어 쫄깃하고 바삭한
식감이 일품인 인기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50g 3,700원 / 소스 200원
10,000~11,000원(28%)

크리스피치킨

닭발튀김

깨끗하게 손질된 닭발에 튀김분말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이색 튀김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5,600원 / 소스 200원
12,000~13,000원(23%)

닭발튀김

황태채튀김

겉은 바삭하고 속은 황태채의 쫄깃한 식감을
맛볼 수 있는 튀김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000원 / 소스 200원
12,000원(29%)

황태채튀김

대왕새우튀김

바삭한 빵가루가 입혀진 튀김용 새우로 별도의
손질없이 손쉽게 사용 가능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미 3,600원 / 소스 200원
9,900원(26%)
대왕새우튀김

통안심치킨까스

신선한 국내산 닭안심살을 통째로 빵가루에
입혀낸 뒤 노릇하게 튀겨내 바삭함이 일품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00g 3,800원 / 소스 200원
11,000~12,000원(30%)

통안심치킨까스

오징어링

신선하고 쫄깃한 오징어에 튀김 전용 파우더를 입혀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이 일품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00g 3,600원 / 소스 200원
11,000~12,000원(31%)

오징어링

크리스

후라이류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순살치킨

바삭한 튀김 전용 파우더와 부드러운
넓적다리살을 사용한 튀김메뉴

주재료 400g 3,400원 / 소스 200원
9,900~11,000원(30%)

순살치킨

닭연골튀김

국내산 닭가슴살 연골에 조미된 튀김 전용
파우더를 입혀낸 튀김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500원 / 소스 200원
12,000~13,000원(27%)

닭연골튀김

고다치즈볼

튀김옷 속에 짭짤하면서도 깊고 진한 고다치즈
특유의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볼타입 튀김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00g 3,800원 / 소스 200원
9,900원(25%)

고다치즈볼

크림치즈볼

바삭한 볼안에 부드러운 크림치즈와 벌꿀이
들어있는 고소하고 달콤한 치즈볼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00g 3,600원 / 소스 200원
9,900원(26%)

크림치즈볼

닭모래집튀김

신선고 쫄깃한 닭모래집에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 전용 파우더를 입혀낸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600원 / 소스 200원
9,9000원(26%)
닭모래집튀김

문어다리튀김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문어다리에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인기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200g 3,800원 / 소스 200
9,900~11,000원(28%)

문어다리튀김

오징어입튀김

염지 및 조미된 튀김 전용 파우더에 쫄깃한
오징어입을 튀겨낸 이색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4,800원 / 소스 200원
13,000원(26%)
오징어입튀김

닭염통튀김

쫄깃함 식감의 닭염통에 튀김 전용 파우더를
입혀 바삭함을 더한 튀김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3,400원 / 소스 200원
10,000~11,000원(30%)

닭염통튀김

닭껍질교자

닭껍질을 만두피로 사용하여 육즙이 살아있는
닭고기, 버섯, 야채로 속을 채운 이색 메뉴

메뉴원가
메뉴제안가
메인상품

주재료 13개  5,100원 / 소스 200원
15,000원(28%)

닭껍질교자

후라이류



직화닭목살

국내제조(닭목:국내산)

12개월 / 30EA

250g

6,600원

매콤돼지껍데기

국내제조(돼지껍데기:국내산)

12개월 / 20EA

320g

3,500원

닭모래집볶음

국내제조(모래집:덴마크,브라질)

12개월 / 40EA

350g

3,800원

매콤오돌뼈볶음

국내제조(오돌뼈:국내산)

12개월 / 20EA

340g

3,600원

상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 박스입수

규격

판매가격(개당)

볶음류

닭염통볶음

국내제조(닭염통:국내산)

12개월 / 30EA

350g

3,800원

큐브불족발

국내제조(돈족:외국산)

12개월 / 10EA

400g

6,100원

낙지볶음

국내제조(낙지:중국,베트남)

9개월 / 24EA

350g

5,000원

주꾸미볶음

국내제조(주꾸미:베트남,태국)

9개월 / 24EA

350g

5,100원

국물닭발

국내제조(닭발:외국산)

12개월 / 20EA

750g

6,300원

제육불고기

국내제조(돼지고기(목전지:미국산))

12개월 / 20EA

430g

5,300원

큐브데리야끼족발

국내제조(돈족:외국산)

12개월 / 10EA

400g

6,500원

직화닭갈비

국내제조(닭:브라질산)

12개월 / 30EA

350g

6,300원

직화곱창볶음

국내제조(돼지곱창:국내산)

9개월 / 20EA

350g

6,000원

양념불닭

국내제조(닭:브라질)

12개월 / 30EA

400g

5,200원

직화연탄불고기

국내제조(돼지목전지:미국산)

12개월 / 30EA

350g

6,000원

상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 박스입수

규격

판매가격(개당)

해물누룽지탕

9개월 / 20EA

480g(소스,누룽지포함)

4,800원

짬뽕탕

9개월 / 20EA

480g(소스포함)

5,500원

부대찌개

국내제조(소시지,초프트햄:미국산)

9개월 / 25EA

550g

4,900원

돈골홍합조개탕

국내제조

10개월 / 15EA

650g(소스포함)

4,400원

오뎅탕

일본

12개월 / 10EA

368g(소스포함)

5,200원

통오징어짬뽕탕(면세)

국내제조(오징어:원앙산)

12개월 / 15EA

530g

6,900원

백짬뽕탕

국내제조

10개월 / 20EA

370g(소스포함)

5,000원

곱창전골

국내제조(소곱창:호주)

12개월 / 16EA

500g

6,400원

탕류

국내제조(오징어:칠레/조개:베트남/
버섯:인도네시아)

국내제조(오징어:칠레/피홍합:국내/
조개:베트남)



소고기전골

국내제조(소고기:호주산)

9개월 / 10EA

385g

6,400원

알탕

9개월 / 20EA

450g(소스포함)

4,900원

고추장찌개

국내제조(돼지고기:미국산)

12개월 / 20EA

570g

5,200원

백합알리오올리오

국내제조(백합:태국산)

12개월 / 16EA

850g

6,100원

돈골꽃게전골

국내제조(게:중국산)

9개월 / 20EA

315g

4,300원

차돌매운전골

국내제조(차돌:호주산)

6개월 / 10EA

300g

6,600원

상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 박스입수

규격

판매가격(개당)

해물국물떡볶이

국내제조

9개월 / 15EA

610g

5,400원

간장찜닭

국내제조(닭고기:국내산)

12개월 / 20EA

810g

7,800원

감바스알아히요

국내제조(새우:베트남산)

12개월 / 16EA

330g

5,800원

마르게리타피자

국내제조

9개월 / 10EA

305g(10인치)

4,900원

고르곤졸라피자

국내제조

9개월 / 10EA

285g(10인치)

4,900원

불고기피자

국내제조

9개월 / 10EA

360g

4,900원

치즈퐁당맥앤치즈

국내제조

6개월 / 30EA

250g

3,800원

보쌈슬라이스

외국산

12개월 / 15EA

300g

7,600원

족발슬라이스

외국산

12개월 / 15EA

300g

5,700원

동파육

외국산

12개월 / 15EA

300g

5,700원

냉동문어다리

필리핀산

36개월 / 40EA

300g

8,100원

자숙문어장

국내제조

9개월 / 8EA

700g

14,000원

간장연어장

국내제조(연어:칠레산)

12개월 / 10EA

470g

9,800원

토마토홍합스튜

국내제조(홍합:국내산)

9개월 / 15EA

650g

5,700원

벌집껍데기

국내산

12개월 / 15EA

300g

5,900원

냉동오징어입

국내산(오징어입살:국내산)

9개월 / 30EA

300g

5,300원

연어회

연어(칠레)

24개월 / 20EA

250g

7,500원

대하새우장

국내제조

8개월 / 8EA

700g(30미)

15,700원(523원)

일품요리

국내제조(명란:미국/호키알:뉴질랜드,
원양산/명태곤이:러시아)



닭꼬치모듬세트

국내제조(닭:브라질산)

6개월 / 20EA

500g이상(12꼬치)

7,300원(608원)

삼겹모듬세트

국내제조(삼겹:독일산)

6개월 / 20EA

700g이상(12꼬치)

11,200원(933원)

고기완자꼬치

국내제조(닭:국내산)

6개월 / 20EA

550g(10꼬치)

8,900원(890원)

시샤모(열빙어구이/3L,4L)

캐나다

24개월 / 12EA

550g(25미)

4,700원/4,900원

상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 박스입수

규격

판매가격(개당)

구이류 &
마른안주

후라이류

프리미엄특선육포

국내제조(쇠고기:호주산)

12개월 / 20,30EA

30g,100g

2,200원/6,100원

대왕오징어족

국내제조(대왕오징어:칠레산)

18개월 / 10EA

800g

9,500원

간고등어

고등어(노르웨이)

18개월 / 20EA

260g

2,750원

조미대구(노가리)

중국

12개월 / 15EA

200g(10미)

5,500원(550원)

장어구이

중국

36개월 / 10EA

1kg(8미)

50,500원

조미아귀포

중국

12개월 / 15EA

300g(10미)

13,200원(1,320원)

손질먹태

러시아

12개월 / 30EA

90g

4,300원

상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 박스입수

규격

판매가격(개당)

통문어튀김

국내제조(문어:중국)

24개월 / 15EA

300g,350g

7,700원/8,400원

통통포(명태포)

러시아

12개월 / 15EA

500g(9미)

11,000원(1,200원)

크리스피치킨

국내제조(닭:미국,브라질)

9개월 / 10EA

1kg

11,200원

통새우튀김

국내제조(새우:사우디)

24개월 / 15EA

500g

8,100원

닭껍질튀김

국내제조(닭껍질:국내산)

12개월 / 25EA

400g

3,700원

빅치즈스틱

국내제조

6개월 / 10EA

1kg(100gx10)

13,900원(1,390원)

가스토갈릭프라이

국내제조(감자:캐나다)

9개월 / 8EA

1kg

5,000원

오징어다리튀김

중국

18개월 / 6EA

1kg

14,000원

연근튀김

국내제조(연근:중국산)

9개월 / 20EA

500g

5,400원

멘보샤

베트남

36개월 / 20EA,10EA

240g(15gx16pcs),600g(30gx20pcs)

5,500원/12,400원

모듬감자튀김

국내제조(감자:수입산)

24개월 / 20EA

500g

2,700원

버팔로윙(닭날개)

태국

24개월 / 10EA

1kg

12,500원(32조각 내외)



닭발튀김

국내제조(닭발:태국산)

9개월 / 24EA

230g

6,200원

황태채튀김

국내제조(황태채:러시아)

12개월 / 30EA

200g

4,500원

대왕새우튀김

베트남

36개월 / 20EA

360g(60gx6미)

7,200원(1,200원)

통안심치킨까스

국내제조(닭안심살:국내산)

6개월 / 12EA

600g

8,300원(638원)

통우럭튀김

국내제조(우럭:미국산)

9개월 / 15EA

320g

5,300원

순살치킨

국내제조(닭:브라질)

9개월 / 10EA

1kg

8,300원

닭연골튀김

국내제조(닭가슴연골:국내산)

9개월 / 30EA

300g

5,000원

고다치즈볼

국내제조(고다치즈:외국산)

9개월 / 15EA

600g

8,400원

크림치즈볼

국내제조(치즈:미국산)

9개월 / 10EA

600g(20gx30ea)

8,000원(266원)

오징어링

중국

24개월 / 6EA

1kg

12,800원

문어다리튀김

중국

18개월 / 12EA

1kg

18,000원

오징어입튀김

국내제조(오징어입살:중국산)

9개월 / 30EA

300g

5,300원

닭염통튀김

국내제조(닭염통:국내산)

12개월 / 24EA

300g

4,500원

닭껍질교자

중국

18개월 / 10EA

1kg

16,300원

닭모래집튀김

국내제조(모래집:덴마크,브라질산)

9개월 / 30EA

300g

3,600원

상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 박스입수

규격

판매가격(개당)

칠리마요소스

국내제조

6개월 / 12EA

1kg

6,600원

타르타르소스

국내제조

6개월 / 12EA

1kg

6,400원

양파드레싱

국내제조(수입산)

6개월 / 12EA

1kg

6,400원

케이준드레싱

국내제조(수입산)

6개월 / 10EA

1kg

5,600원

와사비마요드레싱

국내제조

6개월 / 10EA

1kg

6,200원

프로마요소스

국내제조(대두:수입산)

6개월 / 12EA

1kg

6,100원

핫스위트칠리소스

국내제조

6개월 / 10EA

1kg

5,200원

스리라차핫칠리시즈닝

미국

17개월 / 12EA

482g

7,500원

중화칠리소스

국내제조

6개월 / 12EA

1kg

5,400원

디핑소스





서울매장
논현점
잠실점
홍대점
영등포점
방배점
이촌점
종로점
한남점
노원점
관악점
강동점
연신내점
수유점
성수점
강서점

경기/인천매장
김포점
부천점
일산점
인천점
남인천점
구리점
수내점
성남점
안양점
안산점
화성점
수원점
수원호매실점
평택점

지방매장
원주점
천안점
청주점
대전점
대전유성점
구미점
포항점
대구점
대구성서점
전주점
광주점
광주북구점
울산점
창원점
부산 해운대점
부산 진구점
부산 금정점
부산 사하점
춘천점
경산점
제주점
서귀포점

02.3446.9030
02. 425. 1052
02. 3144. 7401
02. 2649. 5749
02. 592. 2987
02. 749. 7589
02. 790. 7044
02. 790. 5860
02. 949. 6680
02. 889. 9895
02. 488. 9243
02. 389. 8823
02. 994. 7660
02. 3409. 9464
02. 2699. 6834

031. 996. 7827
032. 351. 8969
031. 932. 7216
032. 362. 0707
032. 465. 8228
031. 554 .5065
031. 713. 6623
031. 731. 9938
031. 468. 8553
031. 411. 6348
031. 8015. 4911
031. 238. 2020
031. 298. 9545
031. 692. 1893

033. 735. 0429
041. 592. 7198
043. 277. 7901
042. 633. 3363
042. 824. 0286
054. 451. 6748
054. 275. 6478
053. 255. 6748
053. 563. 6748
063. 255. 6748
062. 610. 5090
062. 512. 6748
052. 258. 6748
055. 264. 6748
051. 704. 6748
051. 807. 6748
051. 513. 6748
051. 293. 6748
033. 244. 6494
053. 817. 6748
064. 749. 8806
064. 767. 0996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4길 12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2길 51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73-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2 우남푸르미아 오피스텔 105호
서울 서초구 효령로 89 서초훼미리하우스 102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3 렉스상가 6-2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19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34길 66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12-4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가길 8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95 지앤지타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25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08-1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49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2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4번길 116-2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38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13번길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로 76-10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3번길 12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7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73번길 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3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06번길 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71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3길 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75-4
경기도 평택시 현촌2로 24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21-9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9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83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1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 8
포항시 남구 대이로 189번길 6
대구시 중구 대봉로 194-35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안길 11-14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18
광주시 서구 매월 2로 15번길 16
광주시 북구 우치로 23
울산시 남구 화합로 134번길 5-14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65번길 26-12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5번길 106-14
부산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8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3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353번길 25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52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386
제주시 노연로 17
제주도 서귀포시 태평로 488

모노마트 전국매장 안내

(주)모노링크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2길 51

대표번호 1588.0147
도매 및 특판 02.425.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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