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NGHAI
COURSE MENU
상하이 런치 코스 A

Shanghai Lunch Course A

상하이 런치 코스 B

Shanghai Lunch Course B

상하이 특선코스 A

Shanghai Special Course A

상하이 특선 코스 B

Shanghai Special Course B

상하이 특선 코스 C

Shanghai Special Course C

상하이 런치 코스 A

Shanghai Lunch Course A

29,000 원
(Lunch)

소롱포 (2pcs)
翡翠上海小笼包

Steamed Soupy Pork Dumpling

붉은 대게살 류산슬
蟹肉扒三絲

Sautéed Seafood with Shredded Beef & Vegetable

청경채 볶음
炒油菜

Sautéed Bokchoy

(소스 선택 : 마늘소스 , 굴소스)

상해식 탕수육
上海咕咾肉

Sweet & Sour Pork In Shanghai Style

식사 (택1)
面惑饭

Noodle or Rice

자장면 I 짬뽕 I 딴딴면 I 새우 볶음밥

디저트
甜品

Dessert

• 코스 메뉴는 2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Course Menu is available for a minimum of 2 persons
• 메뉴 가격에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VAT

• 런치 코스는 오전 11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 됩니다.

Lunch Course is available From 11: 00 am to 3:00 pm

상하이 런치 코스 B

Shanghai Lunch Course B

35,000 원
(Lunch)

소롱포 (2pcs)
翡翠上海小笼包

Steamed Soupy Pork Dumpling

팔보채

辣味碧绿什锦海鲜

Stir-fried Assorted Seafood & Vegetable

아몬드 크림 새우
杏香沙律虾球

Deep-fried Prawn with Mayonnaise Sauce & Almond

흑후추 소고기 고추 볶음
黑椒菌菇炒牛肉

Sautéed Sliced Beef with Mushroom & Black Pepper

식사 (택1)
面惑饭

Noodle or Rice

자장면 I 짬뽕 I 딴딴면 I 새우 볶음밥

디저트
甜品

Dessert

• 코스 메뉴는 2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Course Menu is available for a minimum of 2 persons
• 메뉴 가격에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VAT

• 런치 코스는 오전 11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 됩니다.

Lunch Course is available From 11: 00 am to 3:00 pm

상하이 특선 코스 A

Shanghai Special CourseA

39,000 원
(All Day)

소롱포 (2pcs)
翡翠上海小笼包

Steamed Soupy Pork Dumpling

붉은 대게살 류산슬
蟹肉扒三絲

Sautéed Seafood with Shredded Beef & Vegetable

청경채 볶음
炒油菜

Sautéed Bokchoy

(소스 선택 : 마늘소스 , 굴소스)

중새우 요리
虾球

Sautéed Prawn with Special Sauce

(소스 선택 : 칠리소스 辣椒酱, 아몬드 크림 소스 奶酱, 깐풍소스 蒜茸辣椒 )

흑초실탕수육
黑醋肉丝

Fried Pork with Vinegar Sauce

식사 (택1)
面惑饭

Noodle or Rice

자장면 I 짬뽕 I 딴딴면 I 새우 볶음밥

디저트
甜品

Dessert
• 코스메뉴는 2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Course Menu is available for a minimum of 2 persons
• 메뉴 가격에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VAT

상하이 특선 코스B

Shanghai Special CourseB

45,000 원
(All Day)

소롱포 (2pcs)
翡翠上海小笼包

Steamed Soupy Pork Dumpling

해물 누룽지탕
海鲜锅巴

Braised Seafood Served with Crispy Rice

비타민 마늘 볶음
蒜茸炒维他命菜

Sautéed Vitamin Vegetable with Minced Garlic

어향동고 새우
X.O醬炒冬菇蝦

Deep-fried Shiitake Mushrooms with Shrimp

상해식 대파 소고기 볶음
京葱爆牛肉

Sautéed Sliced Beef with Scallion

식사 (택1)
面惑饭

Noodle or Rice

자장면 I 짬뽕 I 딴딴면 I 새우 볶음밥

디저트
甜品

Dessert

• 코스메뉴는 2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Course Menu is available for a minimum of 2 persons
• 메뉴 가격에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VAT

상하이 특선 코스C

Shanghai Special CourseC

55,000 원
(All Day)

게살 옥수수 스프
蟹肉粟米羹

Crab Meat with Sweet Corn Thick Soup

사천식 팔보채

辣味碧绿什锦海鲜

Stir-fried Assorted Seafood & Vegetable

시즌 요리
季節料理

Dishes of the Season

중새우 요리
虾球

Sautéed Prawn with Special Sauce

(소스 선택 : 칠리소스 辣椒酱, 아몬드 크림 소스 奶酱, 깐풍소스 蒜茸辣椒 )

한우 탕수육

韓式糖醋牛肉

Sautéed Sweet & Sour Sauce with Beef

식사 (택1)
面惑饭

Noodle or Rice

자장면 I 짬뽕 I 딴딴면 I 새우 볶음밥

디저트
甜品

Dessert

• 코스메뉴는 2인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Course Menu is available for a minimum of 2 persons
• 메뉴 가격에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VAT

• 시즌요리는 계절별로 다르게 제공됩니다. Seasonal dishes are served differently Each sea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