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식 마늘 구운 굴 ．台式蒜烤澎湖石蚵

참마구이 ．炭火炙山藥

STARTERS  애피타이저

방코 · 랍스타 구이 ２인 해륙만찬 코스요리 NT. 2,880

MAIN  COURSE   주  요리

방코·랍스타 구이 ．萬古．活龍蝦石板燒

BBQ   바비큐

마쓰사카 돼지고기 ．炭烤台灣雪紋松阪豬

온체 토종닭다리 ．龍眼木炭烤溫體雞腿 (鹽烤)

HOT  POT  핫팟

대만 온체 닭고기 ．台灣老饕溫體雞腿

계절 채소 ．季節鮮蔬

수제 새우 오징어 페이스트 ．手工蝦仁花枝漿

SIDES  사이드

일본 고시히카리 쌀밥 ．日本越光米飯

DESSERT  디저트

과일 스무디 ．真水果冰沙

BEVERAGE  음료수

계수나무꽃 오매쥬스 ．桂花釀烏梅汁

음식 대금 이외에 10%의 서비스료를 받겠습니다.    Above price are subject to a 10% service charge

그린 망고 情人果 / 딸기 草莓 / 망고 芒果

Beverage

Bière blanche 1664 Blanc  (glass) 

//  500ml NT.250

- BEER  맥주  -

타이완 비어 골드 메달

．金牌台灣啤酒

．1664法國可倫堡白啤酒

//  330ml NT.150

Johnny Walker Black Label 12Y  (glass) 

- WHISKY 위스키 -

．約翰走路黑牌調和威士忌(杯)

．百齡譚 12年調和威士忌(杯)

//  NT.250

Ballantine’s 밸런타인 12Y (glass) 

//  NT.250

Highball 하이볼 (glass) 

//  NT.250

조니 워커 블랙 라벨



STARTERS  애피타이저

프랑스 위스키에 생굴 ．村上春樹  - 法國 Gillardeau吉拉朵活體生蠔 × 布納哈本威士忌

최고급 와규 · 랍스타 2인 해륙만찬 코스요리 NT. 4,180

MAIN  COURSE   주  요리

방코·랍스타 구이 ．萬古．活龍蝦石板燒

BBQ   바비큐

마쓰사카 돼지고기 ．炭烤台灣雪紋松阪豬

바이주에 매운 방어 ．日本富山灣辣干貝醬鰤魚 佐特選白酒

HOT  POT  핫팟

와규 3가지 (채끝살, 소갈비, 부채살) ．極三品．M9+黑毛和牛

계절 채소 ．季節鮮蔬

수제 새우 오징어 페이스트
．手工蝦仁花枝漿

SIDES  사이드

용왕죽 ．龍王粥

DESSERT  디저트

과일 스무디 ．真水果冰沙

BEVERAGE  음료수

계수나무꽃 오매쥬스 ．桂花釀烏梅汁

음식 대금 이외에 10%의 서비스료를 받겠습니다.    Above price are subject to a 10% service charge

그린 망고 情人果 / 딸기 草莓 / 망고 芒果

Beverage

Bière blanche 1664 Blanc  (glass) 

//  500ml NT.250

- BEER  맥주  -

타이완 비어 골드 메달

．金牌台灣啤酒

．1664法國可倫堡白啤酒

//  330ml NT.150

Johnny Walker Black Label 12Y  (glass) 

- WHISKY 위스키 -

．約翰走路黑牌調和威士忌(杯)

．百齡譚 12年調和威士忌(杯)

//  NT.250

Ballantine’s 밸런타인 12Y (glass) 

//  NT.250

Highball 하이볼 (glass) 

//  NT.250

조니 워커 블랙 라벨



Beverage

Bière blanche 1664 Blanc  (glass) 

//  500ml NT.250

- BEER  맥주  -

타이완 비어 골드 메달

．金牌台灣啤酒

．1664法國可倫堡白啤酒

//  330ml NT.150

대만식 마늘 구운 굴 ．台式蒜烤澎湖石蚵 (6P)

STARTERS  애피타이저

최고급 와규 ·두랍스타  ３인 해륙만찬 코스요리 NT. 5,980

MAIN  COURSE   주  요리

방코·랍스타 구이 ．萬古．活龍蝦石板燒 (2P)

HOT  POT  핫팟

계절 채소 ．季節鮮蔬

와규 3가지 (채끝살, 소갈비, 부채살)
．極三品．M9+黑毛和牛

SIDES  사이드

일본 고시히카리 쌀밥  또는  사누키 우동

．日本越光米飯 / 讚岐烏龍麵

음식 대금 이외에 10%의 서비스료를 받겠습니다.    Above price are subject to a 10% service charge

DESSERT  디저트

과일 스무디 ．真水果冰沙

그린 망고 情人果 / 딸기 草莓 / 망고 芒果

BBQ   바비큐

마쓰사카 돼지고기 ．炭烤台灣雪紋松阪豬 (1P)

소금 신선한 큰 조개 구운 ．鹽烤手掌鮮大蛤 (3P)

온체 토종닭다리 ．龍眼木炭烤溫體雞腿 (鹽烤) (3P)

바이주에 매운 방어 ．日本富山灣辣干貝醬鰤魚 (3P)

Johnny Walker Black Label 12Y  (glass) 

- WHISKY 위스키 -

．約翰走路黑牌調和威士忌(杯)

．百齡譚 12年調和威士忌(杯)

//  NT.250

Ballantine’s 밸런타인 12Y (glass) 

//  NT.250

Highball 하이볼 (glass) 

//  NT.250

조니 워커 블랙 라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