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품요리
오후 12:00시부터 오후 8:30분까지 주문 가능

전채요리

한국의 맛
29,000

그릴 치킨 시저 샐러드

그릴드 닭가슴살, 로메인 상추, 베이컨, 반숙 달걀, 파르메산 치즈,
갈릭 크루통, 시저 드레싱 (닭: 국내산, 베이컨: 미국산)
26,000

부라타 토마토 샐러드
적양파, 가지, 미즈나, 바질

40,000

랍스터 아보카도 샐러드
그릴드 랍스터, 삶은계란, 체리토마토, 베이컨, 아보카도
파르메산치즈, 크루통, 로메인 상추 (베이컨: 미국산)

24,000

휩크림, 트러플, 크루통

파스타
32,000

링귀니 알프레도 크림 소스

파르메산 치즈, 판체타 베이컨, 버섯, 크림소스 (베이컨: 미국산)
34,000

스파게티 볼로네즈 소스

소고기 볼로네즈 스튜, 체리 토마토, 파르메산 치즈, 바질 (소고기: 호주산)
38,000

페투치니 해산물

새우, 조개, 가리비, 게살, 진한 토마토 소스, 바질 (게: 인도네시아산)

그릴 요리

44,000

경기도
갈비탕 반상
메로 구이,석박지, 젓갈, 나물, 간장 (소고기: 미국산)

50,000

경상도
한우 불고기 반상
아보카도와 수란, 쌈야채, 김치, 나물, 젓갈 (소고기: 국내산)

50,000

전라도
낙지 덮밥 반상
메로구이, 배추된장국, 김치, 젓갈, 구운 김 (낙지: 중국산)

50,000

충청도		
50,000
김치찌개 반상
메로구이, 계란 후라이, 나물, 젓갈, 구운 김 (돼지고기: 국내산)
제주도
전복 솥밥 반상
메로구이, 배추 된장국, 양념간장, 구운 김 (전복: 완도산)

50,000

아시아 요리

모든 그릴 요리 주문 시 소스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미국농무성 프라임 앵거스 소고기, 150일간 곡류사육, 비호르몬
안심
180 g
꽃등심
250 g

58,000
68,000

270 g
300 g
270 g
180 g
3 pieces

60,000
40,000
44,000
48,000
50,000

양고기 더블찹 (양고기: 호주산)
유기농 닭고기 (닭고기: 국내산)
제주 흑돼지 폭찹
생선 필레
점보 대하

서울		
돈까스 반상
배추 된장국, 양배추 샐러드, 아보카도와 수란, 밥, 단무지
(돼지고기: 국내산)

강원도
50,000
소고기 돌솥 비빔밥 반상
메로구이, 나물, 계란 노른자, 배추 된장국, 물김치 (소고기: 호주산)

수프
버섯 크림 수프

밥과 반찬이 함께 제공됩니다.

볶음밥

소고기·김치 볶음밥

28,000

전복 볶음밥

38,000

달걀 후라이, 참기름, 컨디먼트, 배추 된장국 (소고기: 호주산)
새우, 아스파라거스, 계란국 (전복: 완도산)

면요리
베트남 소고기 쌀국수

32,000

짬뽕

35,000

짜조, 양파, 숙주, 고수 (소고기: 호주산)
전복, 홍합, 오징어, 청경채 (오징어: 원양산, 전복: 완도)

소스 선택

간짜장

레드와인 소스
살사 베르데 소스
버섯 크림 소스

35,000

새우, 돼지고기, 양파, 애호박, 계란 후라이 (돼지고기: 국내산)

디저트
티라미수

19,000

전통 크렘 브륄레

19,000

아마레또, 커피, 마스카르포네, 레이디 핑거

곁들이
어린잎 상추, 방울 토마토, 잣
제철 야채 구이
제철 버섯 구이
크림 시금치
감자 퓨레
감자 튀김
트러플 추가

12,000

계절베리 콤포트, 바닐라 아이스크림

남해 유자 파나코타

20,000

애플망고, 패션 후르츠, 망고 셔벗

트리플 초콜릿 무스

20,000

피스타치오 비스코티, 프랄린 초콜릿 소스
+6,000

모둠 치즈 플래터

48,000

포도, 트러플 꿀, 크랙커, 사워 브레드

아이스크림과 셔벗, 스쿱 당
선택: 바닐라, 초콜릿, 딸기, 녹차, 요거트, 레몬, 한라봉

원산지: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쌀, 국내산 김치 (국내산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두부 (국내산 콩)를 사용합니다.
알러지 표시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난류 (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글루텐,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 포함),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잣 등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알러지가 있는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PRIC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0

A LA CARTE

AVAILABLE FROM 12:00PM - 8:30PM

APPETIZERS

TASTE OF KOREA

GRILLED CHICKEN CAESAR SALAD
Grilled chicken breast, romaine lettuce, crispy bacon,
soft-boiled egg, parmesan cheese, garlic croutons,
caesar dressing

29,000

BURRATA & VINE TOMATO SALAD
Red onion, eggplant, mizuna, basil

26,000

LOBSTER AVOCADO SALAD
Grilled lobster, boiled egg, cherry tomato,
bacon, avocado, parmesan cheese, croutons,
romaine lettuce

40,000

SOUP
MUSHROOM CREAM SOUP
Whipped cream, truffle, croutons

24,000

PASTA

All Sets are served with steamed Korean rice
and condiments
SEOUL
BONE IN PORK CUTLET
Cabbage soybean soup, cabbage salad,
avocado and poached egg, rice, pickled turnip

44,000

KYUNG GI DO
50,000
BEEF SHORT RIB SOUP BANSANG
Broiled mero, turnip kimchi, salted seafood, namul, soy sauce
KANG WON DO
BEEF HOT POT BIBIMBAB
Broiled mero, namul, egg yolk, cabbage soybean soup,
water kimchi

50,000

KYUNG SANG DO
KOREAN BEEF BULGOGI BANSANG
Avocado and poached egg, fresh vegetables,
cabbage kimchi, namul, salted seafood

50,000

JELLADO
SPICY STIR-FRIED OCTOPUS BANSANG
Broiled mero, cabbage soybean soup,
cabbage kimchi, salted seafood, roasted laver

50,000

LINGUINI ALFREDO CREAM SAUCE
32,000
Parmesan cheese, pancetta bacon, mushroom, cream sauce

CHOONG CHUNG DO
50,000
KIMCHI JJIGAE BANSANG
Broiled mero, fried egg, namaul, salted seafood, roasted laver

SPAGHETTI BOLOGNESE SAUCE
Australian beef Bolognese stew, cherry tomatoes,
Parmesan cheese, basil

JEJU DO
50,000
ABALONE HOT POT BANSANG
Broiled mero, cabbage soybean soup, soy sauce, roasted laver

34,000

FETTUCCINI PESCATORE SAUCE
38,000
Prawns, clams, scallops, crab meat, rich tomato sauce, basil

ASIAN FAVOURITES
RICE

FROM THE GRILL
Please choose one sauce for grilled dishes

BEEF & KIMCHI FRIED RICE
28,000
Fried egg, sesame oil, condiments, cabbage soybean soup

USDA PRIME ANGUS BEEF, 150 days grain-fed, hormone-free

ABALONE FRIED RICE
Shrimp, asparagus, egg soup

TENDERLOIN

180g

58,000

RIBEYE

250g

68,000

AUSTRALIAN LAMB DOUBLE CHOPS

270g

60,000

ORGANIC KOREAN CHICKEN

300g

40,000

JEJU BLACK PORK CHOP

270g

44,000

MARKET FISH

180g

48,000

3 pieces

50,000

JUMBO TIGER PRAWNS

38,000

NOODLES
VIETNAMESE NOODLE SOUP
Spring roll, onion, bean sprout, coriander

32,000

SPICY SEAFOOD NOODLE SOUP
Abalone, mussel, squid, bok choy

35,000

BLACK BEAN NOODLE
Shrimp, pork, onion, zucchini, fried egg

35,000

DESSERT
CHOICE OF SAUCE
Red wine sauce
Salsa verde sauce
Mushroom cream sauce

SIDE DISHES

Mesclum lettuce, cherry tomatoes, pine nuts
Grilled seasonal vegetables
Roasted seasonal mushrooms
Creamed spinach
Potato puree
French fries
ADD Black truffle to your dish

12,000

+6,000

TIRAMISÚ
Amaretto, coffee, mascarpone, lady finger sponge

19,000

CRÈME BRÛLÉE
Seasonal berry compote, vanilla ice cream

19,000

NAMHAE YUZU PANNA COTTA
Apple mango, passionfruit, mango sherbet

20,000

TRIPLE CHOCOLATE MOUSSE
Pistachio biscotti, praline chocolate sauce

20,000

SELECTION OF SOFT, HARD & BLUE CHEESE
48,000
Grapes, truffle honey, crackers, toasted sour dough bread
ICE CREAM & SHERBET, per scoop
Choice of: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green tea,
yogurt, lemon, hallabong

OOD ALLERGY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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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allergies or dietary issues.

ALL PRIC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