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000 Per Person

银茸蟹肉湯  은이 게살 수프
Crabmeat and Silver Mushrooms Soup

鮑魚菜心  통전복과 푸른야채
Braised Whole Abalone with Green Vegetables 

乾烹帶子  매콤 깐풍 관자
Fried Scallops with Garlic Sauce

烤韓牛肉松茸芦荀  한우안심 송이 아스파라거스 송로소스
쇠고기:국내산 한우

Stir-Fried Beef Tenderloin with Pine Mushrooms and Asparagus in Tru'e Sauce

麻婆大明蝦  왕새우 마파소스
Fried King Prawn with Chilli Sauce

食事  식사
Fried Rice or Noodles

甛品  후식
Dessert

2인분 이상의 경우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Minimum 2 Persons for this order.

모든 가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a 10% VAT.

음식 알레르기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필요한 고객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guests with food allergies or specific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to speak to a manager.

*날것 또는 덜 익힌 고기,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 계란 등을 섭취하면 식중독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김치(배추:국내산, 고추가루:국내산), 오징어(베트남산), 주꾸미(베트남산)

쌀, 돼지고기, 닭고기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매  MAE



￦ 100,000 Per Person

2인분 이상의 경우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Minimum 2 Persons for this order.

모든 가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a 10% VAT.

음식 알레르기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필요한 고객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guests with food allergies or specific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to speak to a manager.

*날것 또는 덜 익힌 고기,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 계란 등을 섭취하면 식중독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김치(배추:국내산, 고추가루:국내산), 오징어(베트남산), 주꾸미(베트남산)

쌀, 돼지고기, 닭고기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란  RAN

人蔘海鮮湯 인삼 해물 수프
Seafood Soup with Ginseng

鮑魚菜心  통전복과 은행 버섯 푸른야채
Braised Whole Abalone with Ginkgo, Mushrooms and green vegetables

海蔘松茸帶子芦荀  해삼 송이 관자 아스파라거스 X-O소스
Sea Cucumber, Pine Mushrooms, Scallops and Asparagus in X-O Sauce

烤韓牛肉黑胡椒酱  한우 안심 흑후추소스
쇠고기:국내산 한우

Stir-Fried Beef Tenderloin with Black Pepper Sauce

黑豆蒜龍蝦  바닷가재와 검은콩 마늘소스
Fried Lobster Tail with Black Bean Garlic Sauce

食事  식사
Fried Rice or Noodles

甛品  후식
Dessert



￦ 130,000 Per Person

2인분 이상의 경우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Minimum 2 Persons for this order.

모든 가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a 10% VAT.

음식 알레르기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필요한 고객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guests with food allergies or specific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to speak to a manager.

*날것 또는 덜 익힌 고기,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 계란 등을 섭취하면 식중독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김치(배추:국내산, 고추가루:국내산), 오징어(베트남산), 주꾸미(베트남산)

쌀, 돼지고기, 닭고기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국  GUK

银茸竹苼海鮮湯  은이 죽생 해물 수프
Seafood Soup with Silver Mushrooms and Bamboo Mushrooms

鮑魚帶子黑豆蒜  통전복 관자 검은콩 마늘소스
Whole Abalone and Scallops with Black Bean Garlic Sauce

海蔘松茸  해삼 송이 X-O소스
Sea Cucumber and Pine Mushrooms in X-O Sauce

糖醋牛肉  쇠고기 탕수육
쇠고기:국내산 한우

Fried Beef with Sweet and Sour Sauce

活龍蝦  활 바닷가재 
칠리∙깐풍∙생강대파 소스 - 소스 선택

바닷가재:반마리
Live Lobster with Chilli or Garlic or Green Onion & Ginger Sauce

食事  식사
 Fried Rice or Noodles

甛品  후식
Dessert



￦ 160,000 Per Person

2인분 이상의 경우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Minimum 2 Persons for this order.

모든 가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a 10% VAT.

음식 알레르기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필요한 고객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guests with food allergies or specific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to speak to a manager.

*날것 또는 덜 익힌 고기,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 계란 등을 섭취하면 식중독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김치(배추:국내산, 고추가루:국내산), 오징어(베트남산), 주꾸미(베트남산)

쌀, 돼지고기, 닭고기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죽  JUK

人蔘鮑魚蟹肉湯  인삼 전복 게살 수프
Abalone Soup with Crabmeat and Ginseng

松茸鮑魚菜心  송이 전복 푸른야채
Whole Abalone with Pine Mushrooms and Green Vegetables 

三鮮海物   삼선해물 노간마소스
Braised Seafood in Chinese Hot Sauce

烤韓牛肉松露  한우 안심 송로소스
쇠고기:국내산 한우

Stir-Fried Beef Tenderloin in Tru'e Sauce

活龍蝦  활 바닷가재
칠리∙깐풍∙생강대파 소스 - 소스 선택

바닷가재:반마리
 Live Lobster with Chilli or Garlic or Green Onion & Ginger Sauce

食事  식사
Fried Rice or Noodles

甛品  후식
Dessert



￦ 59,000 Per Person

2인분 이상의 경우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Minimum 2 Persons for this order.

모든 가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include a 10% VAT.

음식 알레르기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필요한 고객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guests with food allergies or specific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to speak to a manager.

*날것 또는 덜 익힌 고기,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 계란 등을 섭취하면 식중독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김치(배추:국내산, 고추가루:국내산), 오징어(베트남산), 주꾸미(베트남산)

쌀, 돼지고기, 닭고기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미  MI
Lunch Course Menu

银茸蟹肉湯  은이 게살 수프
Crabmeat and Silver Mushrooms Soup

松茸鮑魚芦荀  송이 전복 아스파라거스
Pine Mushrooms, Abalone and Asparagus

靑椒牛肉絲花卷  쇠고기피망볶음과 꽃빵
쇠고기:국내산 한우

Sauteed Shredded Beef with Pimento and a Silver Roll

乾燒蝦仁  중새우 칠리소스
Fried Shrimp with Chilli Sauce

食事  식사 
Fried Rice or Noodles

甛品  후식
Dess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