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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품 구 이

한일관 원산지 표기

등심불고기

전통갈비구이(양념)

전통갈비구이덧살용

1++채끝등심

탕평채

등심로스편채

녹두빈대떡

낙지볶음

황태

닭

오징어젓갈

해물파전

갈비탕

우거지탕

만두탕

육개장

냉면

골동반

육수:국내산 육우와 미국산 섞음
쇠고기:미국산, 국내산 육우

육수:국내산 육우와 미국산 섞음
쇠고기:미국산, 국내산 육우

돼지고기:국내산/콩(두부:수입산)

육수:국내산 육우와 미국산 섞음
쇠고기:미국산

육수:국내산 육우와 미국산 섞음
쇠고기:미국산

국내산 육우

서울라이트 디팰리스점

국내산 육우

돼지고기:칠레산

중국산

러시아산

별도표기

중국산

오징어(국내산,중국산)

국내산 육우

미국산, 초이스급

미국산, 초이스급

국내산 한우

김치(고춧가루:국내산)

물김치(고춧가루:국내산)

깍두기(고춧가루:국내산) 국내산

쌀(죽,밥)

배추

김치 및 밥

일 품 요 리 일 품 식 사



한일관 소개
About HANILKWAN

오랜 전통의 우리 맛
 “한일관”

한일관의 음식은 전형적인 서울 음식이다.
일반인은 알지도 못했던 궁중음식 너비아니를 단시간에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대중적인 식당메뉴로
정착시킨 곳도 이곳이다.

한복진 “우리 음식 백가지” 현암사 (1999)

1939년에 창업된 한일관은 우리 맛 지키미로서
100년을 향해 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식당입니다.
故 박정희 대통령, 故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前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명인사들이 한일관을 찾아 주시고 아껴 주셨습니다.
모든 고객분들의 성원과 신뢰에 감사드리며,
한결 같은 맛과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Hanilkwan
the flavor of a long Korean tradition

Hanilkwan cuisine is the classic Seoul cuisine.

It transformed Neobiani, a court dish unknown to the general public,

into a popular restaurant menu by developing an easy

and time-saving cooking method.

Hanilkwan, founded in 1939, is the best Korean restaurant

heading towards a century-long legacy. Many famous figures,

including the late presidents Syngman Rhee, Park Chung Hee, Roh Moo Hyun,

and the former president Lee Myung Bak, have visited and cherished Hanilkwan.

We thank the trust and support from all our patrons and customers.

We will show our gratitude by devoting ourselves to preserving

and enhancing our unique flavor and culinary arts.

Han Bok Jin, “Hundred Types of Korean Dishes” Hyunnam (1999)



11:00 ~ 17:00 까지

Available from 11:00 to 17:00

식  사

우거지탕 │ 육개장 │ 골동반 │ (떡)만두탕 │ 냉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hoice of beef-cabbage soup, spicy beef-leek soup, goldongban,
dumpling soup or buckwheat noodles(any type)

33,000원전통갈비구이 점심 반상 

Marinated Short Rib Lunch Special : mung bean pancake, mung bean jelly,
short rib 1EA(125g ~ 150g), house salad, choice of soup,
rice, or noodles, plum tea

(녹두빈대떡│탕평채│갈비한대(125g~150g)│
야채무침│식사│후식)

29,000원등심불고기 점심 반상

Bulgogi Lunch Special : mung bean pancake, mung bean jelly,
bulgogi (150g), house salad, choice of soup, rice, or noodles, plum tea

(녹두빈대떡│탕평채│불고기(150g)│야채무침│식사│후식)

점심 반상
LUNCH SPECIAL



식  사

우거지탕 │ 육개장 │ 골동반 │ (떡)만두탕 │ 냉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hoice of beef-cabbage soup, spicy beef-leek soup, goldongban,
dumpling soup or buckwheat noodles(any type)

전통구이 상차림
HANILKWAN
COURSE

전통구이 상차림 용龍
HANILKWAN YONG COURSE

75,000원1++ 한우채끝등심구이와 묵은지 상차림

Grilled Sirloin YONG : grilled brisket with seasoned vegetables,
seafood pancake, pan-fried dried pollack, grilled sirloin(150g),
choice of soup, rice, or noodles, plum tea

(차돌박이구이와 향채무침│해물파전│황태구이│
묵은지와채끝등심(150g)│식사│후식)

Grilled Marinated Beef Short Ribs YONG : grilled brisket with seasoned
vegetables, seafood pancake, pan-fried dried pollack, short ribs 2EA
(250g ~ 300g), choice of soup, rice, or noodles, plum tea

(차돌박이구이와 향채무침│해물파전│황태구이│
갈비두대(250g~300g)│식사│후식)

64,000원전통갈비구이 상차림

Bulgogi YONG : grilled brisket with seasoned vegetables, seafood pancake,
pan-fried dried pollack, Bulgogi (200g), choice of soup, rice, or noodles, plum tea

(차돌박이구이와 향채무침│해물파전│황태구이│
불고기(200g)│식사│후식)

49,000원등심불고기구이 상차림

2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Minimum 2 persons.



식  사

우거지탕 │ 육개장 │ 골동반 │ (떡)만두탕 │ 냉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hoice of beef-cabbage soup, spicy beef-leek soup, goldongban,
dumpling soup or buckwheat noodles(any type)

전통구이 상차림
HANILKWAN
COURSE

전통구이 상차림 선仙
HANILKWAN SUHN COURSE

77,000원1++ 한우채끝등심구이와 묵은지 상차림

Grilled Sirloin SUHN : roasted thinly-cut sirloin, mung bean pancake,
stir-fried baby octopus, grilled sirloin(150g), choice of soup, rice, or
noodles, plum tea

(로스편채│녹두빈대떡│낙지볶음│
묵은지와채끝등심(150g)│식사│후식)

Grilled Marinated Beef Short Ribs SUHN : roasted thinly-cut sirloin,
mung bean pancake, stir-fried baby octopus, short ribs 2EA
(250g ~ 300g), choice of soup, rice, or noodles, plum tea

(로스편채│녹두빈대떡│낙지볶음│
갈비두대(250g~300g)│식사│후식)

66,000원전통갈비구이 상차림

Bulgogi SUHN : roasted thinly-cut sirloin, mung bean pancake,
stir-fried baby octopus, Bulgogi(200g), choice of soup, rice, or
noodles, plum tea

(로스편채│녹두빈대떡│낙지볶음│
불고기(200g)│식사│후식)

51,000원등심불고기구이 상차림

2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Minimum 2 persons.



Grilled Sirloin (150g)

(100g당 약 38,000원 │ 국내산 한우)

57,000원1++ 한우채끝등심구이(150g)과 묵은지

Grilled Marinated Beef Short Ribs (250g ~ 300g)

(100g당 약 15,300원~18,400원 │ 미국산 초이스급)

46,000원전통갈비구이 (250g~300g 두대)

일 품 구 이
A LA CARTE
Grilled Meats

Bulgogi (200g)

(100g당 약 15,500원 │ 국내산 육우)

31,000원등심불고기구이 (200g)

등심불고기 곁들임 사리

5,000원만두사리 (5알)
Dumplings 5EA

5,000원불사리(냉면사리)
Buckwheat noodles

5,000원당면사리
Glass noodles

보조식사 7,000원
Small-sized soups, rice, or noodles are available for order.



해물파전 20,000원

Seafood pancake

녹두빈대떡 18,000원

Mung bean pancake

만두지짐이 11,000원

Pan-fried dumplings

일 품 요 리
A LA CARTE
Various Dishes

차돌박이구이와 낙지볶음 24,000원

Grilled brisket and spicy stir-fried baby octopus

낙지볶음과 소면 22,000원

Spicy stir-fried baby octopus with rice noodles

등심로스편채 24,000원

Roasted thinly-cut sirloin

탕평채 12,000원

Mung bean jelly with mixed vegetables

차돌박이와 향채무침 22,000원

Grilled brisket with seasoned vegetables

황태구이 20,000원

Pan-fried dried pollack

계절 샐러드 20,000원

Seasonal salad



일 품 식 사
A LA CARTE
Soups, Rice, and Noodles

전통갈비탕 16,000원

Beef Short Rib Soup

갈비우거지탕 15,000원

Beef Short Rib Chinese Cabbage Soup

육개장 14,000원

Spicy Beef and Leek Soup

(궁중비빔밥)골동반 14,000원

Goldongban (Palace-style Bibimbap)

(떡만두탕, 떡국)만두탕 12,000원

Dumpling Soup

(물, 비빔, 온면)서울냉면 12,000원

Chilled Buckwheat Noodles in Beef Broth
Chilled Buckwheat Noodles with Hanilkwan’ s Special Spicy Sauce
Buckwheat Noodles in Hot Beef Broth



복분자
Bokbunja

20,000원

백세주│산사춘│매취순
Baekseju │ Sansachoon │ Maechuisoon

15,000원

청하
Cheongha

7,000원

소주│맥주│막걸리
Soju │ Beer │ Makgulri

6,000원

화요 25°│화요 17°
Hwayo 25°│ Hwayo 17°

33,000│29,000원

안동소주
Andong Soju

50,000원

콜라│제로콜라│사이다 3,000원
Coke │ Coke Zero │ Chilseong Cider

생수 2,000원
Bottled Water

주류 및 음료
DRINKS &
BEVER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