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탕 초 루



탕초루 런치세트 A
TangChaolou Lunch Set A 

탕초루런치세트 B
TangChaolou Lunch Set B

꿔바로우

쫀득한 돼지고기 튀김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곁들인 요리

Deep fried pork with sweet & sour sauce

쿵파오치킨

사천식 매운 닭 튀김 요리

Deep fried chicken with Spicy soy sauce

중화볶음밥

고소한 계란을 밥과 함께 고슬고슬하게 볶아낸 요리

Pan fried egg rice with vegetables

(개별메뉴제공)

디저트 & 커피

오늘의 디저트와 아메리카노

Today’s dessert & Americano

(개별메뉴제공)

3인 86,000won

꿔바로우

쫀득한 돼지고기 튀김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곁들인 요리

Deep fried pork with sweet & sour sauce

쿵파오치킨

사천식 매운 닭 튀김 요리

Deep fried chicken with Spicy soy sauce

크림새우

바삭하게 튀긴 통새우를 새콤달콤한 크림소스로 버무린 요리

Deep fried prawn with sweet & sour cream sauce

중화볶음밥

고소한 계란을 밥과 함께 고슬고슬하게 볶아낸 요리

Pan fried egg rice with vegetables

(개별메뉴제공)

디저트 & 커피

오늘의 디저트와 아메리카노

Today’s dessert & Americano

(개별메뉴제공)

4인 121,000won

*탕초루 세트메뉴는 사전 예약 주문을 추천 드리며, 

현장 주문 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런치 세트 이용 시간 11:30am ~ 15:30pm>

10% government Tax has been added.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government Tax has been added.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류 <탕> Soup

탕 메뉴는고객님이직접담으신신선한재료로즉석에서조리해드리는중국식퓨전요리입니다.

Soup dish is made up of fresh ingredients you get from the station.

1. 마라탕

마라 특유의 향신료와 매운 소스로 입안이 얼얼해 지는 매콤한 맛

Chinese Mala hot soup with noodles & vegetables

순한맛 / 보통맛 / 매운맛 중 택1

Choose one level: less spicy / spicy / very spicy

2. 백곰탕

진하고 깊은 사골육수의 담백한 맛

Beef bone broth with noodles & vegetables

안 매운맛 / 매운맛 중 택1

Choose one level: non-spicy / spicy

3. 홍탕

진한 사골육수의 담백함에 고추 양념을 더한 매콤한 맛

Spicy beef broth with noodles & vegetables

보통맛 / 매운맛 중 택1

Choose one level: spicy / very spicy

4. 삼선해물탕

시원한 해물 육수에 얼큰하고 칼칼함을 더한 맛

Spicy seafood broth with noodles & vegetables  

보통맛 / 매운맛 중 택1

Choose one level: spicy / very spicy

400g   10,000 won ~



10% government Tax has been added.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마라소스볶음

입안이 얼얼해 지는 매운 마라소스와 재료를 센 불에 조리한 볶음 요리

Stir-fried noodles & vegetables with Chinese Mala hot sauce

순한맛 / 보통맛 / 매운맛 중 택1

Choose one level: less spicy / spicy / very spicy

2. 굴소스볶음

해조류의 풍미와 굴소스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인 볶음 요리

Stir-fried noodles & vegetables with oyster sauce 

안 매운맛 / 매운맛 중 택1

Choose one level: non-spicy / spicy

3. 고추마늘소스볶음

고추와 마늘로 만든 매콤달콤한 소스와 재료를 센 불에 조리한 볶음 요리

Stir-fried noodles & vegetables with garlic and chili sauce

보통맛 / 매운맛 중 택1

Choose one level: spicy / very spicy

4. 삼선해물소스볶음

매콤한 해물소스와 재료를 센 불에 불 향을 입혀 조리한 볶음 요리

보통맛 / 매운맛 중 택1

Stir-fried noodles & vegetables with spicy seafood sauce

Choose one level: spicy / very spicy

식사류 <볶음> Stir-fry

볶음 메뉴는고객님이 직접 담으신 신선한 재료로즉석에서 조리해 드리는중국식퓨전요리 입니다.

Stir-fried dish is made up of fresh ingredients you get from the station.

500g   22,500 won ~



디저트 Dessert

행인두부 (우유푸딩)  Chinese creamy jelly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 중국식 푸딩

4,000 won

꿔바로우 Deep fried pork with sweet and sour sauce

쫄깃한 돼지고기 튀김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곁들인 요리

레몬크림새우 Deep fried prawn with lemon cream sauce

바삭하게 튀긴 새우를 새콤달콤한 레몬 크림소스로 버무린 요리

깐쇼새우 Deep fried prawn with sweet & chili sauce

바삭하게 튀긴 새우를 매콤한 칠리소스와 함께 볶은 중국식 요리

쿵파오치킨 Deep fried chicken with Spicy soy sauce

사천식 매운 닭 튀김 요리

탕초루라즈야 Deep fried duck with Chinese chili sauce

튀긴 오리살과 매운 고추를 넣고 센 불에 볶은 사천식 요리

단품요리 A  la  carte

half 15,000 / 24,000 won

26,000 won

26,000 won

26,000 won

35,000 won대표

10% government Tax has been added.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곁들임메뉴 Side dish

바삭교자 Deep fried dumpling

바삭하게 튀긴 왕 만두

새우부추딤섬 Steamed shrimp & chive dumpling

통통한 새우살과 부추가 들어간 중국식 만두

미니마라볶음밥 Pan fried egg rice with Chinese Mala sauce

매콤한 마라소스를 넣고 고슬고슬하게 볶아낸 요리

미니볶음밥 Pan fried egg rice

고소한 계란을 밥과 함께 고슬고슬하게 볶아낸 요리

향취고추 & 마라땅콩 Chinese crispy pepper & Mala peanut

중국식 고추 부각과 마라 땅콩

9,000 won

추천

7,000 won

6,500 won

2,000 won

14,300 won



병맥주 Bottled Beer

하얼빈 Harbin 500ml

칭따오 Tsingtao 330ml

테라 Terra 330ml

10,000 won

10,000 won

8,000 won

프리미엄리퀴어 Premium Liquor

화요 Hwayo 41% 375ml 60,000 won

3,800 won

3,800 won

3,800 won

6,600 won

6,600 won

6,600 won

10% government Tax has been added.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드링크 Soft Drink

콜라 Coke 250ml

제로 콜라 Zero Coke 250ml

스프라이트 Sprite 250ml

샤로티 탄산수 Sparkling water 250ml

빙탕설리 (배 맛 아이스티) Iced pear tea 500ml

차파이 복숭아 우롱티 Iced peach oolong tea 500ml

커피 Coffee

따뜻한 아메리카노 Hot Americano

아이스 아메리카노 Iced Americano

5,000 won

5,500 won

생맥주 Draft Beer

하이네켄 Heineken 330ml 9,000 won  

차파이

복숭아 우롱티

빙탕설리

배 맛 아이스티



고량주 Kaoliang Liquor

연태 고량주 34% 

Yeontae Kaoliang Liquor 

연태 고량주는 꽃 향과 과일향의 풍미가 특징인 농향형 백주로

알콜 도수의 부담이 적고, 고량주 특유의 강한 맛보다는 달콤한

맛과 향이 풍부하여 부드러운 목 넘김이 좋음

125ml     20,000 won

250ml     35,000 won

500ml     60,000 won

10% government Tax has been added.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진 금화 고량주 49% 

Tianjin Golden Flower Kaoliang Liquor

천진 금화 고량주는 청향형 백주로 농향형에 비해 향과 달콤한

맛이 적고 깔끔하고 맑은 느낌의 향과 맛이 특징임

옥산 마오타이 54% (대만)

Oksan Mau Tai Kaoliang Liquor

옥산 마오타이는 청향형 백주로 세련되고 깔끔한 맛과 깨끗한 향이

일품이고, 독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림

280ml     30,000 won

금화 메괴로주 49%

Golden Flower Mei Kuei Lu Chiew Kaoliang Liquor

금화 메괴로주는 두꺼운 꽃잎의 신선한 장미와 사탕수수를 함께

숙성한 고량주로 입안에 장미향이 느껴져 일명 “장미주”라 불림

500ml     200,000 won

옥산 죽엽 청주 45%

Oksan Chu Yeh Ching

보리 누룩을 발효시켜 증류한 후에 대나무 잎과 각종 한방 약초를

첨가해 만든 약주로 대나무 특유의 향이 느껴지고 부드러운 단맛과

은은하게 퍼지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임

560ml     55,000 won

500ml     80,000 won



스파클링 & 샴페인 Sparkling & Champagne

1. Santero Pinot Chardonnay Spumante – Italy, Piemonte

산테로 피노 샤르도네 스푸만테 / 이태리 피에몬테

2. G.M.Mumm Grand Cordon – France, Champagne

멈 그랑 꼬르동 / 프랑스 샹파뉴

3. Veuve Clicquot Yellow Label – France, Champagne

뵈브 클리코 옐로 레이블 . 프랑스 샹파뉴

4. Moet & Chandon Rose – France, Champagne

모엣 샹동 로제 / 프랑스 샹파뉴

65,000 won

149,000 won

165,000 won

170,000 won

화이트 와인 White Wine

1. Duckhorn Napa Valley Sauvignon Blanc – U.S.A, Napa Valley

덕혼 나파밸리 소비뇽 블랑 / 미국 나파밸리

2. Louis Latour Chablis 1er Cru – France, Bourgogne

루이 라뚜르 샤블리 1등급 / 프랑스 부르고뉴

105,000 won

159,000 won

레드 와인 Red Wine

1. Lan Reserva – Spain, Rioja

란 리제르바 / 스페인 리오하

2. Cloudy Bay Pinot Noir – New Zealand, Marlborough

클라우디 베이 피노 누아 / 뉴질랜드 말보로

3. Robert Mondavi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 U.S.A, Napa Valley

로버트 몬다비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 미국 나파 밸리

4. Gaja, Ca’Marcanda Magari – Italy, Toscana (Bolgheri)

가야, 카마르칸다 마가리 / 이태리 토스카나(볼게리)

5. Clos Du Val Cabernet Sauvignon – U.S.A, Napa Valley

끌로 뒤 발 까베르네 소비뇽 / 미국 나파 밸리

6. Chateau Talbot Grand Cru Classe – France, Bordeaux (Saint-Julien)

샤또 딸보 그랑크뤼 클라쎄 / 프랑스 보르도(쌩 줄리앙)

110,000 won

135,000 won

142,000 won

165,000 won

168,000 won

199,000 won

10% government Tax has been added.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ine

2012

2015

2015

2016

2014

2015

2017

2018

N/V

N/V

N/V

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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