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NER SET MENU

시그니처 메뉴 |

Signature Menu

139,000

차완무시, 커리

Egg custard, curry
바다장어, 푸아그라, 김 (장어: 국내산), (푸아그라: 프랑스산)

Sea eel, foie gras, laver

쉐프 셀렉션 모듬 꼬치와 컨디먼트

Chef’s selection of assorted yakitori, condiments
멘치 산도, 미소 소스, 트러플 계란사라다 (소고기: 미국산)

Beef sando, miso sauce, truffle egg salad
유자 비빔 소바, 관자

Yuzu bibim soba, scallop

선택 |

Choice of:
매콤 마제 우동, 소고기, 부추, 김가루, 계란노른자, 대파 (소고기: 미국산)

Spicy Maje udon, beef patty, chive, laver, egg yolk, leek
또는 Or

소고기 미소 호르몬동, 곱창, 대창, 아롱사태, 곤약 (소고기: 국내산)

Beef miso hormone don,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center of heel, tongue jelly
당고, 단팥, 완두, 호박, 흑설탕

Dango, red bean, green pea, pumpkin, black sugar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글루텐,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잣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외 알러지가
있는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hicken, beef, pork, eggs, milk, buckwheat, peanuts, walnuts, soybeans, wheat, gluten, mackerel, crab, shrimp, squid,
shellfish (including oyster, abalone, and mussel), peach, tomato, sulfites and pine nut can cause allergic symptoms.
Please let us know in advance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issues.
상기 가격은 세금 포함가입니다.

|

All prices include 10% VAT.

DINNER SET MENU

YA K I T O R I
닭고기 츠쿠네 - 데리야키 소스, 계란노른자 

12,000

닭 넓적 다리살, 파 

10,000

훈제 치즈, 꿀 

10,000

닭 날개 

10,000

바삭한 닭 껍질

10,000

Chicken meat ball - teriyaki sauce, egg yolk
Chicken thigh, young leek

Smoked cheese, honey
Chicken wing
Crispy chicken skin

8,000

닭 염통 

Chicken hearts

미나리 삼겹살 말이 

15,000

관자 & 새우

16,000

Water spinach pork belly roll
Scallop & prawn

와규 등심 (소고기: 미국산)



Wagyu sirloin

26,000
12,000

오니기리 

Japanese onigiri rice

VEGETABLES
9,000

제철 버섯 

Seasonal mushrooms

10,000

그린 아스파라거스 

Green asparagus
대파 

8,000

은행 

6,000

마늘

6,000

토마토

6,000

Leek

Gingko
Garlic
Tomato

텐카이에서는 국내산 닭고기, 돼지고기, 쌀, 베트남 새우를 사용합니다.

Tenkai provides only domestically grown chicken, pork, rice and Vietnamese prawn.
상기 가격은 세금 포함가입니다. | All prices include 10% VAT.

SKEWERS

A LA CARTE
제철 야채 스틱, 보리 된장 소스			

Seasonal vegetable sticks, barley bean paste sauce

21,000



마구로, 프로슈토햄, 무화과, 시소 (돼지고기: 이탈리아산)		

Tuna akami, prosciutto, fig, leaves shiso

38,000



오징어 쇼유 니즈케, 가쓰오부시, 무, 실파 (오징어: 인도네시아산), (가다랑어: 일본산) 

32,000

와규 등심, 일본식 무절임 (소고기: 미국산)

51,000

Braised soy sauce cuttlefish, dry bonito, daikon, spring onion
Wagyu sirloin, Japanese daikon pickle



37,000

우설구이, 유즈코쇼, 레몬 (소고기: 국내산) 

Grilled beef tongue, yuzu pepper, lemon

문어 구이, 트러플 오일, 베이비루꼴라, 감자사라다		

Grilled octopus, truffle oil, arugula, potato salad

39,000



가자미 튀김, 트러플유자소스, 텐다시

37,000



Fried flounder, truffle yuzu sauce, tendasi

'TFC' 치킨, 꽈리고추, 명란소스

33,000



'TFC' chicken, shishito pepper, pollack roe sauce

39,000

제주삽겹 차슈 튀김, 양상추, 토마토 (돼지고기: 국내산)

Fried Jeju pork belly, lettuce, tomato

RICE AND NOODLE
36,000

모듬 해산물 미소라멘, 참나물, 실파, 계란

Assorted seafood miso ramen, chamnamul, spring onion, egg

매콤 마제 우동, 소고기, 부추, 김가루, 계란노른자, 대파 (소고기: 미국산)



Spicy udon, beef patty, chive, laver, egg yolk, leek

소고기 미소 호르몬동, 곱창, 대창, 아롱사태, 곤약 (소고기: 국내산)

Beef miso hormone don,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center of heel, tongue jelly

37,000
39,000



DESSERT
18,000

텐카이 '타이야끼', 말차 아이스크림 

Tenkai red bean 'Taiyaki', matcha ice cream

텐푸라 아이스크림, 미소 버터스카치, 시나몬 설탕



당고, 단팥, 완두, 호박, 흑설탕

Dango, red bean, green pea, pumpkin, black sugar
제철 과일

Seasonal fruit

15,000



Tempura ice cream, miso butterscotch, cinnamon sugar



16,000
18,000

텐카이에서는 국내산 닭고기, 문어, 쌀, 노르웨이 가자미, 바레인산 꽃게, 이탈리아산 참치를 사용합니다.

Tenkai provides only domestically grown chicken, pork, octopus, rice, Norway flounder, Bahrain crab, Italia tuna.
상기 가격은 세금 포함가입니다. | All prices include 10% VAT.

A LA CARTE • RICE AND NOODLE • DESS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