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전경으로

감탄사를 자아내는

명품 코스
오크힐스CC



상기 메뉴에는 된장찌개가(소고기:호주산) 포함 됩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
탱글탱글한 쌀알,
거기에 구수하게 잘 눌은밥까지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 있는 솥밥으로 
제대로 된 하루 한끼로 건강을 챙기세요

*주문 즉시 조리하여 10분 정도 소요 됩니다.

든든한 한끼 솥밥 메뉴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음식과 다채로운 찬이 있는 정식

1인 정식 메뉴Single Menu

혈압에 좋은 열무와 신선한 야채를 
곁들여 비벼 먹는 웰빙 비빔솥밥

\ 18,000

산채비빔 솥밥

10분 소요

강원도 특산품 곤드레나물을 
특제 간장양념에 비벼먹는 영양솥밥

\ 18,000

곤드레 영양 솥밥

10분 소요

바다의 우유 굴과 대추,은행등을 넣어 
특제 간장양념에 비벼먹는 영양솥밥

\ 18,000

굴 영양 솥밥

10분 소요

가을 제철인 버섯과 대추,은행등을 넣어 
특제 간장양념에 비벼먹는 영양솥밥

\ 18,000

버섯 영양 솥밥

10분 소요

영양가득 명란알과 따뜻한 솥밥의 조화

\ 18,000

명란알 솥밥 정식

10분 소요

추천메뉴
김영민

명란:외국산



활력있는 라운딩을 위한 아침 메뉴

조식 메뉴

\ 14,000

부드러운 소 갈비살로 푹 끓여낸 고소하고 담백한 미역국

눈마을 황태 해장국

\ 15,000

강원도 대관령 눈마을에서 겨우내 말려나온 황태로 
장시간 우려 끓여낸 진하고 구수한 해장국

\ 15,000

사골육수에 우거지, 깐양을 넣어 끓여낸 
조식 추천 해장국

모닝빵&후라이&커피

\ 16,000

부담없이 즐기는 라운딩 전 식사

Breakfast Menu

힐스 우거지 해장국

우사골, 우깐양:호주산

갈빗살 미역국

소고기:호주산

오크힐스 클럽하우스 대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죽은 국내산쌀, 
배추김치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는 외국산 콩만을 사용합니다.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음식과 다채로운 찬이 있는 정식

Single Menu 1인 정식 메뉴

차돌 된장찌개

\ 13,000

담백한 차돌박이 넣은 
구수한 된장찌개

눈마을 황태 해장국

\ 15,000

강원도 대관령 눈마을에서 
겨우내 말려나온 황태로 장시간 
우려 끓여낸 진하고 구수한 해장국

옛날 왕 돈가스

\ 16,000

푸짐한 옛날 경양식 왕 돈가스

소고기:호주산, 미국산 돈육:국내산

오크힐스 클럽하우스 대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죽은 국내산쌀, 
배추김치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는 외국산 콩만을 사용합니다.

함박 스테이크

도톰한 소고기 패티와 달콤한 소스의 조화

\ 16,000

우육:호주산, 돈육:국내산



해물 순두부찌개

\ 15,000

해산물로 우려낸 육수와 
특제 다데기로 맛을 낸 
담백한 순두부찌개

고등어구이&된장찌개

\ 16,000

촉촉하고 노릇하게 구운 간고등어와 
구수하게 끓여낸 소고기 된장찌개

돈민찌:국내산, 
오징어:원양산

매콤 닭갈비 덮밥

\ 14,000

매콤한 양념에 재운 담백한 닭고기를 
센불에 재빨리 볶아낸 덮밥음식

계육:미국산고등어:노르웨이산, 
된장찌개:소고기(호주산)

오크힐스 클럽하우스 대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죽은 국내산쌀, 
배추김치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는 외국산 콩만을 사용합니다.

눈마을 황태구이 정식

\ 18,000

대관령 눈마을에서 겨우내 말려나온 황태를 
매콤달콤한 양념장으로 구운 황태구이와 
담백한 황태국 

추천메뉴
이석우



이베리코:스페인산, 
주꾸미:베트남, 태국산,
된장찌개(소고기:호주산) 
제철 재료와 쭈꾸미 , 흑돼지 이베리코를 
특제소스로 볶아낸 
돌판요리 & 된장찌개

매콤달콤 돌판 쭈꾸미 
이베리코 볶음&된장찌개

\ 90,000

소중한 분과 즐거운 식사를 위한 특선 메뉴

Four Persons Special Menu 4인 특선 메뉴

이베리코 김치전골

흑돼지 이베리코로 끓여낸 진하고 칼칼한 김치전골

닭날개 튀김

이베리코 목살:스페인산계육:외국산

담백 고소한 닭날개 튀김과 짭조름 감자튀김

\ 45,000 \ 85,000

오크힐스 클럽하우스 대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죽은 국내산쌀, 
배추김치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는 외국산 콩만을 사용합니다.



코스 레이아웃과 풍광이 주는 감동,

삼림욕을 즐기는 듯한 청량감

소고기:호주산, 미국산
소고기 버섯 보양전골

신선한 야채와 버섯으로 끓여낸 들깨향 가득.소고기 보양전골

\ 95,000

오크힐스 클럽하우스 대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죽은 국내산쌀, 
배추김치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는 외국산 콩만을 사용합니다.

ok 피자

라운딩 시 테이크 아웃 가능한 치즈듬뿍 게살&불고기 피자

*주문 즉시 조리하여 10분 정도 소요 됩니다.\ 30,000



고객님께

내일의 힘을

선사합니다.

생맥주 300cc

생맥주 425cc

처음처럼

참이슬

오크밸리 생막걸리

연태고량주 250ml

화요 375ml

틴케이스 캔와인

클림트 키스 뀌베브뤼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망고주스

오렌지주스

토마토주스

탄산음료(콜라/사이다) 355ml

\ 6,000
\ 8,000
\ 10,000
\ 10,000
\ 12,000
\ 35,000
\ 37,000
\ 60,000
\ 65,000

\ 8,000
\ 9,000
\ 11,000
\ 5,500
\ 5,500
\ 5,500

주류

음식과 곁들여 드시기 좋은 음료 메뉴

Beverage 음료 · 주류

커피 & 음료



온종일 식도락

삼시세끼를 가성비 있게 즐겨보세요!

조식 3가지中 택 1

스타트 요리  

요리 3가지中 택 1

시작전

중간

종료

유의 사항
· 본 패키지 이용시 사전에 대식당 직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패키지는 음/주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전예약, 당일 예약 가능하며 이용 중 취소는 불가합니다.

· 지정 메뉴 외, 변경을 원하실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중간, 종료 

주중, 주말 상관없이

130,000원/팀
180,000원

삼시세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