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쉬카페에서는 샐러드 드레싱, 파스타 소스, 피자 반죽 등 

인스턴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요리합니다.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이태리와 지중해식의 

건강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SALAD 

케일 & 모둠 버섯 샐러드, 구운 헤이즐넛과 계절 과일 19,000

Kale & Mixed mushrooms salad, Toasted hazelnuts and grilled seasonal fruit

부라타 치즈, 구운 야채, 잣 비네그레트 드레싱 19,000

Burrata with roasted vegetables & Pine nuts vinaigrette

PASTA

훈제 연어 리가토니, 레몬과 딜을 곁들인 마스카포네 소스 22,000

Rigatoni pasta with smoked salmon, Mascarpone sauce with  

lemon and dill

딸리아딸레 알라 볼로네제, 파마산, 파슬리 22,000

Tagliatelle alla bolognese, Parmesan, Parsley

스파게티 알로 스콜리오, 토마토 소스, 새우, 홍합, 토마토, 바질 24,000

Spaghetti allo scoglio, Tomato sauce, Prawn, Mussel, Tomato, Basill

NAPOLI PIZZA

마르게리타 피자, 토마토 소스, 바질, 부라타 치즈 19,000

Margherita pizza, Tomato sauce, Basil, Burrata cheese

디아볼라 피자, 토마토 소스, 초리죠, 페퍼론치노, 바질, 양파 22,000

Diavola pizza, Tomato sauce, Chorizo, Pepperoncino, Basil, Onion

풍기 포르치니 피자, 정선 버섯, 그라나 파다노, 트러플 오일 19,000

Funghi porcino pizza, Jeongsun mushrooms, Grana padano, Truffle oil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SANDWICH

치킨 랩, 닭 가슴살, 양상추, 파프리카, 오이, 마늘 퓨레      17,000

Chicken wrap, Chicken breast, Lettuce, Paprika, Cucumber, Garlic puree

수제 아보카도 살사 버거, 소고기 패티, 프로볼론 치즈, 레터스 20,000

Homemade avocado salsa burger, Beef patty, Provolone cheese, Lettuce

프렌치 프라이 또는 웰니스 샐러드가 제공됩니다.
Your choice of French fries or Wellness salad

SNACK

감자 튀김 9,000

French fries

오징어 튀김, 단호박, 아스파라거스, 레몬, 시트러스 갈릭 마요 16,000

Deep fried squid, Squash, Asparagus, Lemon, Citrus garlic mayo

참나무로 훈연한 허브 치킨 19,000
Smoked herb chicken, Potato wedge

MAIN 

수비드 안심, 바삭한 폴렌타, 버섯, 배추 47,000

Sous-vide tenderloin, Crispy polenta with mushroom and braised cabbage

피스타치오를 입힌 양갈비 요리, 토마토, 알감자, 샬롯, 피스타치오, 타라곤 머스타드 소스 46,000

Pistachio covered Lamb chop, Tomato, Baby potato, Shallot, Pistachio, 

Tarragon mustard sauce

치킨, 매운 토마토 소스, 초리조, 차이브, 바질 28,000

Chicken in spicy tomato sauce, Chorizo, Chives, Basil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DESSERT

이탈리안 아이스크림 7,000

바닐라, 초콜릿, 요거트, 베리, 커피

Italian ice cream 

Vanilla, Chocolate, Yogurt, Berry, Coffee

Served in cup or waffle cone

계절과일 플레이트       15,000

Seasonal fruit plate

치즈 플레이트 18,000

Cheese plate

티라미수 11,000

Tiramisu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KOREAN TEA  9,000

녹차 Green tea

감잎차 Persimmon leaf

쑥꽃차 Mugwort flower

메밀차 Buckwheat

유자차 Yuzu

WELLNESS TEA  9,000

생강꿀차  Ginger honey 

계피꿀차  Cinnamon honey 

정선 더덕꿀차 Jeongseon deodeok 

HERB TEA  9,000

페퍼민트  Peppermint 

카모마일  Chamomile

라벤더  Lavender 

레몬그라스  Lemongrass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ICED HERB TEA  12,000 

아이스 타임 레몬에이드  Iced thyme lemonade

아이스 라벤더 녹차  Iced lavender green tea

아이스 바질 레몬 홍차  Iced basil lemon black tea

WELLNESS DRINK  9,000 

밀싹라떼 Weatgrass latte

아이스 밀싹 라떼 Iced weatgrass latte

WELLNESS JUICE  

비타민 주스 Vitamin juice  13,000

케일, 파인애플, 사과, 아몬드 Kale, Pineapple, Apple, Almond

디톡스 주스  Detox juice 13,000

사과, 청포도, 자몽 Apple, Green grape, Grapefruit

비타민 B-12 스무디 Vitamin B-12 smoothie 14,000

망고, 요거트, 우유, 레몬, 꿀 Mango, Yogurt, Milk, Lemon, Honey

헬시 주스 Healthy Juice 13,000

딸기, 키위, 사과, 레몬 Strawberry, Kiwi, Apple, Lemon

피타야 푸르타 주스 Pitaya fruta juice 13,000

용과, 파인애플, 자몽, 민트 Dragon fruit, Pineapple, Grape fruit, Mint

오렌지 주스  Orange juice 12,000

자몽 주스  Grapefruit Juice 12,000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BLACK TEA  9,000

얼그레이  Earl Grey 

블랙 퍼스트 Breakfast

다즐링 Darjeeling

SWISS CHOCOLATE  

핫 초콜릿  Hot chocolate 9,000

아이스 초콜릿  Iced chocolate 11,000

COFFEE  

에스프레소 Espresso 7,000

커피 Coffee 8,000

디카페인 커피 Decaffeinated coffee

더블 에스프레소 Double espresso 9,000

카페라떼 Café latte 

카푸치노 Cappuccino 

아이스 커피 Iced coffee 

아이스 라떼 Iced latte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SOFT DRINK  7,000  

코카 콜라  Coca cola

다이어트 코크  Diet coke

코크 제로  Coke zero

스프라이트  Sprite

진저 에일  Ginger ale

MINERAL WATER    

산 펠레그리노  San Pellegrino (500ml / 750ml) 9,000 / 12,000

아쿠아 판나  Acqua Panna (500ml / 750ml) 9,000 / 12,000

ORGANIC LEMONADE  9,000 

자몽 Grapefruit

오렌지 Orange

블러드 오렌지 Blood orange

레몬 Lemon

WINE BY THE GLASS    

Rustico Valdobbiadene Prosecco Superiore Brut, 23,000
Nino Franco, Veneto NV

Bourgogne Chardonnay, Domaine Paquet 2019 20,000

Élisabeth Colombard - Sauvignon Blanc, 

Jean-Francçis Morel, Côtes de Gascogne 2020 18,000

Casamatta Rosso, Bibi Gratz, Toscana 2019 20,000

Zabu Nero d’Avola, Vigneti Zabu, Sicilia 2019 18,000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No service charge applies.

GANGWONDO CRAFT BEER

화이트크로우 평창    13,000

평창 골든 에일   부드러운 홉 향, 토스트 같은 맛의 바디감이 완벽하게 밸런스를 이룬  
마시기 편한 골든 에일

엘티튜드 앰버 에일  캐러맬, 비스킷과 고소한 견과류향이 은은한 진한 호박색을 지닌 앰버 에일

고라니 브라운 에일  혀끝에 살짝 감도는 초콜릿과 커피, 캐러맬 향이 풍부한 브라운 에일

White Crow Brewing from Pyeongchang

Pyeongchang Gold Ale  Soft texture with a perfect balance of smooth hops toast scent.
Altitude Amber Ale  Dark pumpkin color with caramel, biscuits and savory nutty scents.
Gorani Brown Ale   Brown ale with a smooth touch of chocolate, coffee and rich in caramel 

flavor.

브라이트바흐 홍천 14,000

홍천 필스너   향긋한 홉 향, 풍부한 맥아 향이 조화를 이룬 깔끔한 맛의 라거 맥주
홍천 골든 에일 진한 황금색 과 감귤 및 열대 과일 향의 완벽한 조합으로 마시기 편한 에일 맥주

홍천 스타우트  진한 커피와 다크 초콜렛을 떠올리는 풍부한 향과 바디감, 풍미가 부드러운 흑맥주

Breitbach Brewing from Hongcheon

Hongcheon Pilsner    The crisp character of lager beer balanced with fragrant hop aroma 
and ich malt scents.

Hongcheon Golden Ale  Deep Golden ale with a perfect combination of citrus and tropical-
fruit flavors.

Hongcheon Stout  An aromatic burst of strong coffee, dark chocolate and a rich body with 
soft flavor of dark beer.

LOCAL DRAFT BEER

강릉 버드나무 크래프트 맥주 12,000

즈므 블랑  국화와 산초가 가미되어, 국화향, 바나나향,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진 부드러운 밀맥주
하슬라 IPA   풍부한 향의 IPA에 상큼한 시트러스향이 가미되어 쌉쌀한 맛과 균형을 이루는 인디안 

페일 에일

Budnamu Craft beer from Gangneung 

Zeumeu Blanc   Chrysanthemum flowers and Korean Sancho brings out unique 
spiciness and banana flavor from wheat beer yeast

Haslla IPA   Strong citrus aroma and nice bitterness are balanced well with the 
sweetness of malt

클라우드 8,000

Kloud 

Gangneung
강릉 버드나무 브루어리 

생맥주 판매중

평창 화이트 크로우 브루잉
Pyeongchang

홍천 브라이트바흐 
Pyeongchang

GANGWON-DO



ORIGIN

닭 가슴살 (국내), 닭 다리 살 (브라질), 양고기 (호주), 쇠고기 (호주), 모르타델라 햄 (이탈리아),
대구 (스페인), 새우 (베트남), 바지락 (국내), 한치 (인도네시아), 엔초비 (이탈리아), 초리조 (스페인),

프로볼로네 치즈 (이탈리아), 브리 치즈 (독일), 파마산 치즈 (이탈리아), 
스카모짜 치즈 (이탈리아), 에멘탈 치즈 (독일), 그라나파다노 치즈 (이탈리아),

모짜렐라 치즈 (덴마크), 올리브 (이탈리아), 보리 (국내), 볼로티 콩 (이탈리아), 대두 (중국), 완두콩 (스페인)

Chicken breast (Korea), Chicken leg (Brazil), Lamb (Australia), Beef (Australia), Mortadella ham (Italy),

Cod (Spain), Prawn (Vietnam), Clam (Korea), Calamari (Indonesia), Anchovy (Italy), Chorizo (Spain), 

Provolone cheese (Italy), Brie cheese (Germany), Parmesan cheese (Italy), 

Scamorza cheese (Italy), Emmental cheese (Germany), Grana padano cheese (Italy), 

Mozzarella cheese (Denmark), Olives (Italy), Barley (Korea), Borlotti beans (Italy), Soybean (China), 

Green pea (Sp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