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 메뉴는 VAT포함가 입니다.

신선한 지역 먹거리로 만드는 상하키친에서는

하나. 상하농원에서 직접 만든 건강한 햄과 소시지를 사용합니다.
둘. 소스와 도우를 쉐프가 직접 만듭니다

셋. 지역농산물과 순백색 동물복지 유정란을 사용합니다.

건강한 세 가지 원칙으로 더욱 믿을 수 있는
캐주얼 레스토랑 상하키친에서 즐거운 한 끼를 즐겨보세요!



신선한 리코타 치즈와 
그라나파다노 치즈의 고소한 풍미

상큼한 유자 드레싱

유자 리코타 치즈 샐러드
Yuza ricotta cheese salad 9,900
상큼한 유자 드레싱과 
리코타 치즈,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곁들인 샐러드

순백색 유정란 시저 샐러드
White egg caesar salad 8,900
상하농원 햄공방 베이컨과 
고소한 순백색 유정란을  올린 시저샐러드

돼지고기(국내산)

양송이 크림 수프
Mushroom cream soup 9,500

단호박 크림 수프
Sweet pumpkin soup 9,500

미트볼 그라탕
Meatball gratin 12,000

상큼한 토마토 소스와 수제 미트볼에 
모짜렐라 치즈를 곁들여 오븐에 구운 요리

돼지고기(국내산), 쇠고기(국내산)



순백색 유정란 오므라이스
Omelet rice 9,900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채볶음밥과 
순백색 유정란으로 만든 오므라이스

돼지고기(국내산), 쇠고기(국내산), 쌀(국내산)

허브 목살 스테이크 
Grilled pork neck marinated in herbs 23,000
허브로 마리네이드한 돼지 생목살을 상하농원 햄공방장의 
저온특제훈연기법으로 만들어 부드럽고 식감이 좋은 스테이크

돼지고기(국내산), 쇠고기(국내산), 쌀(국내산)

반반 함박 스테이크 
Original Hamburger staek 22,000

다진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손으로 직접 치대고,
상하농원 햄공방장의 저온특제훈연기법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돼지고기(국내산), 쇠고기(국내산), 쌀(국내산)

햄 공방 소시지 플레이트 
Assoted sausage plate 20,000
클래식 비엔나, 화이트 비엔나, 롤비엔나, 스모크 프랑크에
바삭한 감자튀김을 곁들인 모듬 소시지 플레이트

돼지고기(국내산), 쇠고기(국내산)
  

더 소프트 치킨
The soft chicken

상하농원 햄공방장의 저온특제훈연기법으로 만들어 
시원한 맥주와 잘 어울리는 부드럽고 촉촉한 치킨

닭고기(국내산) 

13,000 / 25,000
WholeHalf



수제로 매일 반죽하는 
쫄깃한 도우

신선한 바질과
쉐프 특제 토마토 소스

햄공방에서 수제로 만든
스모크 프랑크,
클래식 비엔나,

화이트 비엔나 소시지 3종

고창 샐러드 피자
Sirloin ham & Salad pizza 23,000 / 33,000
건강한 채소와 상하농원 수제 등심햄을 듬뿍 올려
신선한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피자

돼지고기(국내산)

상하 치즈 피자
Quattro cheese pizza 20,000 / 30,000
모짜렐라, 프로볼로네, 체다, 그라나파다나, 리코타 치즈
다섯 가지 치즈의 풍미를 담은 피자

반반피자 (햄공방 소시지 피자 & 상하치즈 피자)
Half & half pizza (sausage pizza & cheese pizza) 25,000 / 35,000

가장 많이 찾으시는 두 가지 피자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피자

돼지고기(국내산), 쇠고기(국내산)

햄 공방 소시지 피자
Assorted sausage & tomato pizza 23,000 / 33,000

스모크 프랑크, 클래식 비엔나, 화이트 비엔나 세 종류의 소시지와
토마토 소스로 맛을 낸 쉐프의 특제 피자

돼지고기(국내산), 쇠고기(국내산)

Large X-Large



카레 치킨 파스타
Curry chicken pasta 18,000

상하농원 셰프의 정성이 담긴 직화로스팅 한 숙성 카레로 만든 깊은 맛의 파스타

닭고기(국내산)

버섯 크림 파스타
Mushroom cream pasta 18,000
양송이, 새송이, 표고 3종류의 신선한 버섯으로 맛을 낸 고소한 크림파스타

바지락 파스타
Go-chang clam oil pasta 16,000
고창 심원에서 캐온 신선한 바지락으로 담백하고 시원한 맛을 낸 오일파스타

바지락(국내산)

토마토 바질 라자냐
Tomato basil lasagna 19,000
토마토 라구 소스에 리코타 치즈, 모짜렐라 치즈, 바질을 층층이 쌓아 올린 파스타

돼지고기(국내산)

토마토 라구 파스타
Tomato ragu pasta 18,000

뭉근하게 끓여낸 토마토 소스와 돼지고기로 만든 깊은 맛의 파스타

돼지고기(국내산)

감자튀김
French fry 5,000
식전빵 (4조각)
Oven bake bread 2,000
상하농원 순백색 동물복지 유정란 후라이
Sunny side up (flower shaped, heart shaped)
꽃아;란 [꽃보다 아름다울 란(卵)], 사랑이;란(卵)

1,500

상하농원 수제피클
Pickle 1,000



블루베리&레몬 에이드
Blueberry&lemon Ade, 400ml 4,500

석류&레몬 에이드
Pomegranate&lemon  Ade, 400ml 5,000

맥스 생맥주
Max, Draft beer, 500ml 5,500

무알콜 캔맥주
Non-alcoholic canned beer 4,000

콜라 / 스프라이트
Coke / Sprite, can, 355ml 2,500

아메리카노
Americano 4,000

탄산수
Sparking water, 500ml 3,000

요미요미 처음과일 (사과 / 배)
apple / pear, 70ml 1,500

요미요미 과일야채, 빨강
red vegies & fruits, 100ml 2,600

요미요미 과일야채, 노랑
yellow vegies & fruits, 100ml 2,600

삿포로 생맥주
Sapporo, Draft beer, 400ml 9,500



Bottle, 750ml

모스카토 스푸만테 토스티 
Moscato Spumante, Tosti

25,000

사과, 과일 향이나는 달콤한 스파클링 와인
(이탈리아, Moscato, NV, Alc.6.5%)

알타 비스타 클래식 말벡 
Alta Vista, Classic Malbec

29,000

치즈에 곁들일 수 있는 풍부한 과일향의 드라이 와인
(아르헨티나, Malbec, Alc.14.5%)

까사 멜롯 라포스톨 
Casa Merlot, Lapostolle

35,000

고기 맛을 살리는 풍부한 바디감의 드라이 와인
(칠레, Merlot&Petit Verdot&Syrah, Alc.13.5%)

키안티 클라시코 포지오 알 살레 
Chianti Classico, Poggio al Sale

45,000

피자에 곁들여 먹기 좋은 플로럴 향의 부드러운 드라이와인
(이탈리아, Sangiovese&Merlot, Alc.13%)

아이러니 까베르네 소비뇽 델리카토
Irony Cabernet Sauvignon, Delicato

69,000

다양한 허브와 과일 아로마를 느낄 수 있는 드라이 와인
(미국, Cabernet Sauvignon&Petite Sirah&Merlot
&Sirah&etc., Alc.14.5%)

라 까노바 바르바레스코
La Ca' Nova Barbaresco

119,000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리는 진한 바디감과 
깊은 피니시를 가진 드라이 와인 (이탈리아, Nebbiolo, alc.14%)

RED WINE

레드 와인 (Red wine) 
Alta Vista, Classic Malbec, 2013

7,000

화이트 와인 (White wine) 
Alta Vista, Classic Torrontes, 2013/2014

7,000

BY THE GLASS

Bottle, 750ml

알타 비스타 클래식 토론테스 
Alta Vista, Classic Torrontes

29,000

은은한 장미향이 나는 드라이 와인
(아르헨티나, Torrontes, Alc.14%)

까사 소비뇽 블랑 라포스톨 
Casa Sauvignon Blanc, Lapostolle

35,000

풍부한 플로럴향이 나는 드라이 와인
(칠레, Sauvinon blanc & Semillon, Alc.13.5%)

요리오 화이트 우마니 론끼 
Jorio Bianco, Umani Ronchi

45,000

피자와 치즈와 잘 어울리는 복숭아 향의 드라이 와인
(이탈리아, Verdicchio&Sauvignon Blanc&Chardonnay, 
Alc.13%)

샤블리 생마르땡 라로쉬
Chablis Saint Martin, Laroche

98,000

샐러드 곁들일 수 있는 은은한 크림향의 드라이 와인
(프랑스, Chardonnay, Alc.12%)

WHITE WINE



더 소프트 치킨(Half 사이즈)
The soft chicken half size
고창 샐러드 피자 또는 햄 공방 소시지 피자(L size / 택1)
Sirloin ham & Salad pizza or Assorted sausage & tomato pizza
블루베리 & 레몬 에이드(1잔)
Blueberry & lemon Ade, 400ml

SPECIAL SET

bERRY SPECIAL

더 소프트 치킨 스페셜 세트

상하 베리마을 스페셜

2인 세트
36,500

(정상가: 40,500)

더 소프트 치킨(Half 사이즈)
The soft chicken half size
고창 샐러드 피자 또는 햄 공방 소시지 피자(L size / 택1)
Sirloin ham & Salad pizza or Assorted sausage & tomato pizza
토마토 라구 파스타 또는 버섯 크림 파스타(택1)
Tomato ragu pasta or Mushroom cream pasta
블루베리 & 레몬 에이드(2잔)
Blueberry & lemon Ade, 400ml

3인 세트
56,500

(정상가: 63,000)

더 소프트 치킨(Half 사이즈)
The soft chicken half size
고창 샐러드 피자 또는 햄 공방 소시지 피자(L size / 택1)
Sirloin ham & Salad pizza or Assorted sausage & tomato pizza
토마토 라구 파스타 또는 버섯 크림 파스타(택1)
Tomato ragu pasta or Mushroom cream pasta
유자 리코타 치즈 샐러드
Yuza ricotta cheese salad
블루베리 & 레몬 에이드(3잔)
Blueberry & lemon Ade, 400ml

4인 세트
69,500

(정상가: 77,400)

베리 리코타 치즈 샐러드
Berry ricotta cheese salad 12,000
블루베리 & 복분자를 곁들인 리코타 샐러드

베리 치즈 피자
Berry cheese pizza 23,000 / 33,000
블루베리 & 복분자가 치즈를 만나 깊은 풍미와 달콤함을 담은 피자

1. 2,000원 추가 시, “반반 피자” Large 사이즈로 변경 가능.
2. 음료 1,000원 추가 시, “블루베리 & 레몬 에이드” → “맥스 생맥주”로 변경 가능.
3. 음료 500원 추가 시, “석류 & 레몬 에이드” 또는 탄산음료(콜라, 스프라이트) 2잔으로 변경 가능.

Large X-Lar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