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ef’s Table Teppanyaki

SPECIAL COURSE

Japanese Appetizer계절 전채 季節の珍味

Fried Garlic마늘칩 焼にんにく

Seasonal Sashimi도로를 곁들인 계절 사시미 4종 刺身

Seasonal Soup계절 해산물 가미나베
계절 해산물, 배추, 팽이버섯, 당근

季節の海産物紙鍋

Broiled scallop and Salad구운 관자와 파드득나물 샐러드
아스파라거스, 연근,

발사믹 농축, 엔쵸비 드레싱

焼きホタテ貝とミツバサラダ

Prime sirloin and shrimp roll韓ヒレにくと 大海老 巻

전복 게우소스 팟타이
전복, 성게알, 숙주, 은행,

통현미, 메추리알

Abalone Pad Thai with
Abalone Internal Sauce

鮑と 肝ソースパッタイ

특제 비스크소스를 곁들인 랍스터 구이
랍스터비스크, 파마산치즈,

연어알, 감귤폼, 내장두부무침

Broiled Lobster
with Bisque Sauce

ビスクソース
添えロブスタ- 焼き

입가심 샤벳 Sherbetシャーベット

단풍 미인 한우 안심 스테이크 (80g)
씨겨자, 핑크솔트, 보리와사비, 제철야채구이

Prime Tenderloin(80g)
and Broiled Vegetables 

フィレと 季節の野菜焼き

금태구이와 마늘 볶음밥
마늘볶음밥, 금태, 감태,

바다포도, 랍스터장국, 절임반찬

Garlic Fried Rice with Broiled Fish焼きアカムツ入れ
ニンニクチャーハン

수제 아이스크림과 녹차 푸딩 Homemade Ice Cream
and Green Tea Pudding

アイスクリームと抹茶プリン

200,000

한우 등심과 생새우 롤
한우 등심, 캐비어, 생새우,

양파 간장 소스



A la carte   

Chef’s Table Teppanyaki

LUNCH COURSE

Japanese Appetizer계절 전채 季節の珍味

Broiled scallop and Salad구운 관자와 파드득나물 샐러드
아스파라거스, 연근, 발사믹 농축, 엔쵸비 드레싱

焼きホタテ貝とミツバサラダ

Abalone Pad Thai
with Abalone Internal Sauce

전복 게우소스 팟타이
전복, 성게알, 숙주, 은행, 통현미, 메추리알

鮑と 肝ソースパッタイ

Broiled Lobster
with Bisque Sauce

특제 비스크 소스를 곁들인 랍스터 구이
랍스터비스크, 파마산치즈, 연어알, 감귤폼,

내장두부무침

ビスクソース添えロブスター焼き

Prime Tenderloin(80g) and
Broiled Vegetables

단풍 미인 한우안심 스테이크 (80g)
씨겨자, 핑크솔트, 보리와사비, 제철야채구이

フィレと 季節の野菜焼き

Garlic Fried Rice마늘볶음밥
마늘볶음밥, 감태, 바다포도,

랍스타장국, 절임류

ニンニクチャーハン

Homemade Ice Cream
and Green Tea Pudding

수제 아이스크림과 녹차 푸딩 アイスクリームと抹茶プリン

Sherbet입가심 샤벳 シャーベット

120,000

상기 메뉴는 주중 점심 한정으로 제공됩니다.

The above menu is available only for lunch during the weekdays

このメニューは平日ランチに提供いたします。

원산지 – 배추김치 - 고추가루, 배추 (국내산),  두부 : 콩(국내산), 쌀:국내산

갈치, 고등어, 광어, 오징어, 민물장어: 국내산, 참다랑어: 몰타산, 이탈리아, 튀르키에, 프랑스

 도미: 일본산, 쇠고기 : 국내산 한우

단풍 미인 한우 안심 Prime Tenderloin(160g) 80,000フィレ(160g)

제철 생선구이 Broiled Fish季節の 焼き魚 55,000

활 랍스터 Live Lobster 100,000
140,000

ロブスタ-

활 전복 Abalone 90,000鮑

500g

700g

 일품요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