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a Carte
一品料理
식 사
Meal

食事

공 짜장면
Noodles in Chunky Black Bean Sauce

￦ 7,500 | 1人

恭炸酱麵

삼선 간 짜장면
Seafood & Noodles in Black Bean Sauce

￦ 10,000 | 1人

三鲜干炸酱麵

삼선 짬뽕
Spicy Seafood Noodle Soup

￦ 10,000 | 1人

海鲜炒碼麵

굴 짬뽕 (겨울 메뉴/ 冬天的菜)
Seafood Noodle Soup with Oyster

￦ 13,000 | 1人

蠔炒碼麵

기스면
Noodles in Chicken Broth

￦ 10,000 | 1人

鸡丝麵

￦ 13,000 | 1人

삼선 볶음밥
Seafood Fried Rice

三鲜炒饭

유산슬 밥
Stir-fried Sea Cucumber, Beef & Vegetable over Rice

￦ 18,000 | 1人

溜三丝饭

잡탕 밥
Stir-fried Seafood, Everything over Rice

￦ 20,000 | 1人

雜辨饭

육수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가 사용됩니다.
(소고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소갈비 미국산, 오리알 중국산/ 쌀, 김치 국내산)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0% tax has been added.
상기 메뉴는 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menu above can be altered for any reason.

A La Carte
一品料理
수 프
Soup

汤

￦ 15,000 | 1人

설화 게살 수프
Crab Meat Soup

雪花蟹肉湯
￦ 15,000 | 1人

매생이 누룽지 수프
Seaweed & Crust of Overcooked Rice Soup

对岸锅巴汤
냉 채
Cold Platter

冷盘

5품 냉채 五品冷盘
5 Kinds of Cold Dishes

￦ 48,000 小/ ￦ 65,000 大

3품 냉채 三品冷盘
3 Kinds of Cold Dishes

￦ 30,000 小/ ￦ 45,000 大

해파리 냉채 海蜇冷盘
Cold Jellyfish Salad

￦ 30,000 小/ ￦ 40,000 大

오향 장육 五香酱肉
Five-spice Beef

￦ 35,000 小/ ￦ 45,000 大

야채
Vegetable

蔬菜类

모둠 야채볶음 炒蔬菜什锦
Stir- Fried Assorted Vegetable

￦ 30,000 小/ ￦ 40,000 大

小 2~3人 | 大 4~5人
육수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가 사용됩니다.
(소고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소갈비 미국산, 오리알 중국산/ 쌀, 김치 국내산)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0% tax has been added.
상기 메뉴는 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menu above can be altered for any reason.

A La Carte
一品料理
샥스핀 | 불도장
Shark's Fin | Chinese Fotiaogiang Soup

鱼翅 | 佛跳墙

특미 상어 지느러미 찜 特味鱼翅
Special Steamed Shark's Fin

￦ 60,000 | 1人

북경식 상어 지느러미 北京魚翅
Beijing-style Shark's Fin

￦ 55,000 小/ ￦ 75,000 大

삼선 상어 지느러미 三鲜鱼翅
Stir-fried Seafood Shark's Fin

￦ 55,000 小/ ￦ 75,000 大

산해 진미 불도장 山海美味佛跳墙
Chinese Fotiaogiang Soup

￦ 60,000 | 1人

소고기/ 돼지고기
Meat

牛肉/ 豚肉
자연 송이 소고기 안심
Stir-fried Wild Pine Mushroom
& Beef Tenderloin

￦ 50,000 小/ ￦ 65,000 大

松茸牛肉
난자완스
Stir-fried Meatballs & Vegetable

￦ 40,000 小/ ￦ 50,000 大

南煎丸子
피망 소고기 볶음과 꽃빵
Stir-fried Beef, Bell Pepper
with Chinese Flower Bun

￦38,000 小/ ￦ 45,000 大

青椒牛肉丝
동파육
Fried Pork Belly in Soy Sauce

￦ 35,000 小/ ￦ 45,000 大

東坡肉
북경식 탕수육
Beijing-Style Sweet & Sour Pork

￦ 19,000 小/ ￦ 35,000 大

北京糖醋肉

小 2~3人 | 大 4~5人
육수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가 사용됩니다.
(소고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소갈비 미국산, 오리알 중국산/ 쌀, 김치 국내산)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0% tax has been added.
상기 메뉴는 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menu above can be altered for any reason.

A La Carte
一品料理
닭고기
Chicken

雞肉

깐풍기
Deep-fried Chicken in Hot Pepper Garlic Sauce

￦ 30,000 小/ ￦ 40,000 大

干烹鸡
￦ 30,000 小/ ￦ 40,000 大

라조기
Stir-fried Chicken in Hot Sauce

辣椒鸡
유린기
Fried Chicken with Hot & Sour Soy Sauce

￦ 30,000 小/ ￦ 40,000 大

油淋鸡

해산물
Seafood

海鮮
전가복 全家福
Stir-fried Seafood with Abalone & Scallop

￦ 55,000 小/ ￦ 75,000 大

유산슬 溜三丝
Stir-fried Sea Cucumber, Pork & Vegetable

￦ 38,000 小/ ￦ 45,000 大

팔보채 八宝菜
Stir-fried Seafood & Vegetable

￦ 45,000 小/ ￦ 55,000 大

양장피 兩張皮
Assorted Seafood & Vegetable
with Mustard Sauce

￦ 40,000 小/ ￦ 50,000 大

중 새우 中虾 (칠리, 크림, 깐풍 소스 중 택 1)
Deep-fried Prawn with Assorted Sauce

￦ 42,000 小/ ￦ 60,000 大

왕 새우 大虾 (칠리, 크림, 깐풍 소스 중 택 1)
Deep-fried King Prawn with Assorted Sauce

￦ 55,000 小/ ￦ 75,000 大

(8 pieces)

(Chilli, Cream, Hot Pepper Garlic-Selection 1)

(Chilli, Cream, Hot Pepper Garlic-Selection 1)

(4 pieces)

(12 pieces)

(6 pieces)

小 2~3人 | 大 4~5人
육수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가 사용됩니다.
(소고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소갈비 미국산, 오리알 중국산/ 쌀, 김치 국내산)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0% tax has been added.
상기 메뉴는 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menu above can be altered for any reason.

A La Carte
一品料理
전 복/ 해 삼
Avalone & Cucumber

海参/ 料理

해삼 송이 海参松茸
Stir-fried Wild Pine Mushroom,
Sea Cucumber

￦ 55,000 小/ ￦ 75,000 大

해삼 삼겹살 海参肘子
Stir-fried Sea Cucumber & Pork Belly

￦ 55,000 小/ ￦ 75,000 大

해삼 전복 海渗鲍鱼
Stir-fried Sea Cucumber & Abalone

￦ 65,000 小/ ￦ 85,000 大

오룡 해삼 烏龍海蔘
Braised Stuffed Sea Cucumber

￦ 55,000 小/ ￦ 75,000 大

만두
Dumplings

饺子

중국식 빵 (꽃빵)
Steamed Chinese Flower Bun

￦ 1,000
(1 piece)

花卷

￦ 10,000

물만두
Boiled Dumplings

(15 pieces)

水饺子

￦ 10,000

군만두
Fried Dumplings

(8 pieces)

煎饺子

小 2~3人 | 大 4~5人
육수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가 사용됩니다.
(소고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소갈비 미국산, 오리알 중국산/ 쌀, 김치 국내산)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0% tax has been added.
상기 메뉴는 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menu above can be altered for any reason.

Special Menu
| 29,900원 메뉴는 주중에만 주문 가능한 메뉴입니다. |

한정식
Korean Set Menu

韓定食
| 한식의 진미眞味를 맛보실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 한식 요리입니다. |

보리굴비정식
Steamed Barley Yellow Corvina

기본 반찬 5종 |

￦ 29,900

간장게장, 조림, 전, 누룽지 추가 |

￦ 35,000

기본 반찬 5종 |

￦ 29,900

잡채, 조림, 전, 누룽지 추가 |

￦ 40,000

乾黃花魚套餐
간장게장정식
Soy-Marinated Crab

醬蟹套餐

중식코스
Chinese Course

￦ 29,900

套餐菜單
신선한 해산물과 야채샐러드
Fresh Seafood, Vegetable Salad

海鲜蔬菜沙拉
등심 찹쌀 탕수육
Pork in Sticky Rice Batter with Sweet and Sour Sauce

里脊糯米糖醋肉
피망 소고기볶음과 꽃빵
Stir-fried Beef, Bell Pepper with Chinese Flower Bun

青椒牛肉丝
식사
Noodles or Fried Rice

食事
후식
Dessert

甛品
육수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가 사용됩니다.
(소고기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꽃게 국내산, 보리굴비 중국산/ 쌀, 김치 국내산)

중식코스

간장게장정식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0% tax has been added.
상기 메뉴는 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menu above can be altered for any reason.
2인 이상 예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make a reservation for a group of more than 2 people.

보리굴비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