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oked Salmon

훈제 연어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Onion Bread and Bushman Bread 

양파 빵과 부시맨 빵

Grilled Lobster Tail with Lemon Butter Sauce

레몬 버터소스를 곁들인 랍스터

Seasonal Fresh Green Salad

신선한 야채 샐러드

Grilled Vegetable, Beef Tenderloin Steak with Chasseur Sauce

그릴에 구운 야채, 버섯와인소스를 곁들인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Seasonal Fruits

계절 과일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 80,000

* Our menu may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of seasonal ingredients.

10% tax has been added.

* 제철 식재료에 따라 메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에는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urse SP

Tenderloin Steak & Lobster

(안심 스테이크 & 랍스터)



Shrimp, Scallop with Yuja Sauce

유자소스를 곁들인 새우, 관자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Onion Bread and Bushman Bread 

양파 빵과 부시맨 빵

Seasonal Fresh Green Salad

신선한 야채 샐러드

Grilled Vegetable, Beef Tenderloin Steak with Chasseur Sauce

and Grilled Fish with Mushroom Cream Sauce

그릴에 구운 야채, 버섯와인소스를 곁들인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양송이크림소스를 곁들인 생선 구이

Seasonal Fruits

계절 과일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 62,000

* Our menu may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of seasonal ingredients.

10% tax has been added.

* 제철 식재료에 따라 메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에는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urse A

Tenderloin Steak & Fish

(안심 스테이크 & 생선)



Smoked Salmon

훈제 연어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Onion Bread and Bushman Bread 

양파 빵과 부시맨 빵

Seasonal Fresh Green Salad

신선한 야채 샐러드

Grilled Vegetable, Beef Tenderloin Steak with Chasseur Sauce

그릴에 구운 야채, 버섯와인소스를 곁들인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Seasonal Fruits

계절 과일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 55,000

* Our menu may change based on availability of seasonal ingredients.

10% tax has been added.

* 제철 식재료에 따라 메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에는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urse B

Tenderloin Steak

(안심 스테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