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 Set Menu A
Mozzarella cheese with prosciutto

모짜렐라 치즈와 프로슈토 (돼지고기: 이탈리아산)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Potato gnocchi
감자 뇨끼

Beef sirloin steak 150g

쇠고기 등심 스테이크 (쇠고기: 호주산)
or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Homemade tiramisu
티라미수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W 62,000

(V): Vegetarian (V)표시가 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No tipping please. Price includes 10% service charge and 10% VAT.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문 전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s,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날 음식과 덜 조리된 육류,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와 계란의 섭취는 수인성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03. 30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상기 가격은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alert your server prior to ordering.

MoMo Set Menu B
Fried seafood bite
해산물 튀김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Duck confit ravioli

오리 콩피 라비올리 (오리: 국내산)

Beef tenderloin steak 150g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쇠고기: 호주산)
or

Lamb chop 2pcs

양갈비 구이 (양고기: 호주산)

Homemade pavlova
파블로바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W 72,000

(V): Vegetarian (V)표시가 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No tipping please. Price includes 10% service charge and 10% VAT.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문 전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s,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날 음식과 덜 조리된 육류,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와 계란의 섭취는 수인성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03. 30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상기 가격은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alert your server prior to ordering.

A LA CARTE Available from 11:30 a.m. to 10:30 p.m.
APPETIZER AND SALAD

(.000)

Fried seafood with vegetable chips 해산물 튀김과 야채 칩

26

Caesar salad 시저 샐러드 (닭고기: 국내산, 베이컨: 미국산)

20

Add to your Caesar salad:
Grilled shrimp or grilled chicken breast 새우구이 또는 닭 가슴살구이 추가

24

Mozzarella caprese salad (V) 모짜렐라 카프레제 샐러드

22

Avocado salad (V) 아보카도 샐러드

22

Buffalo chicken wings 10 pcs 버팔로 치킨윙 (닭고기: 태국산)

18

Prawn, sea bass, vegetable chips, garlic aioli, lemon

Romaine lettuce, crouton, parmesan cheese, bacon, garlic, anchovy

Mozzarella cheese, tomato, arugula, balsamic reduction, basil
Avocado, tomato, onion, cucumber, pimento, balsamic vinaigrette
Green salad, sweet chili sauce

SOUP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12

Seafood soup 해산물 수프
Shrimp, clam, scallop, tomato, basil

16

Mushroom soup (V) 버섯크림 수프

13

Local mushroom, cream

(V): Vegetarian (V)표시가 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No tipping please. Price includes 10% service charge and 10% VAT.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문 전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s,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날 음식과 덜 조리된 육류,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와 계란의 섭취는 수인성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03. 30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상기 가격은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alert your server prior to ordering.

PIZZA, BURGER AND SANDWICH

(.000)

Seafood pizza 해산물 피자 (오징어: 베트남산)

29

Margherita pizza (V) 마르게리타 피자

25

Pizza rucola 루꼴라 피자 (돼지고기: 이탈리아산)

27

MOMO burger 모모 버거 (쇠고기: 호주산, 베이컨: 미국산)

27

TCY lobster burger TCY 랍스터 버거

39

MOMO club sandwich 모모 클럽 샌드위치 (닭고기: 국내산, 베이컨: 미국산)

25

Shrimp, clam, squid, local mushroom, onion, garlic, tomato sauce
Basil, mozzarella cheese, tomato, tomato sauce
Arugula, Italian prosciutto, parmesan cheese, mozzarella cheese, tomato
200g AUS beef patty, cheddar cheese, tomato, lettuce, onion,
bacon, mayonnaise, fried potato
Lobster, avocado, tomato, lettuce, onion, mayonnaise, fried potato
Local chicken breast, bacon, lettuce, tomato, mayonnaise, fried potato

PASTA AND RISOTTO
Spaghetti with seafood 해산물 토마토 스파게티

26

Linguine with vongole 봉골레 링귀니

26

Tagliatelle with carbonara 카르보나라 딸리아텔레 (베이컨: 미국산)

25

Risotto with seafood 해산물 리조또 (쌀: 국내산)

26

Clam, mussel, scallop, shrimp, garlic, onion, basil, tomato sauce
Clam, white wine, garlic, Italian parsley, olive oil
Bacon, egg, parmesan cheese, onion, cream

Clam, mussel, scallop, shrimp, garlic, onion, saffron

(V): Vegetarian (V)표시가 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No tipping please. Price includes 10% service charge and 10% VAT.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문 전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s,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날 음식과 덜 조리된 육류,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와 계란의 섭취는 수인성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03. 30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상기 가격은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alert your server prior to ordering.

GRILL

(.000)

AUS lamb chop steak 240g 양갈비 스테이크 (양고기: 호주산)

48

AUS beef sirloin steak 200g 등심 스테이크 (쇠고기: 호주산)

45

US beef tenderloin steak 180g 안심 스테이크 (쇠고기: 미국산)

48

Grilled lobster tail, king prawn, scallops 랍스터, 왕새우, 관자 구이

48

Grilled salmon steak 200g 연어 스테이크

36

All grill menus will be served with a choice of sauce.
모든 그릴 메뉴에는 한가지 소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Red wine sauce / mushroom sauce / pepper sauce / lemon butter
레드와인 소스 / 버섯 소스 / 페퍼 소스 / 레몬 버터 소스

All grill menus will be served with a choice of french fries, mashed potato, or sautéed vegetable.
모든 그릴메뉴에는 감자튀김, 으깬 감자, 야채 볶음 중 한 가지 사이드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IDE DISH (V)
French fries or fried wedge potato 감자튀김

6

Mashed potato 으깬 감자

6

Sautéed green vegetable 야채 볶음

6

Sautéed mushroom 버섯 볶음

6

Steamed rice 흰 쌀밥 (쌀: 국내산)

6

(V): Vegetarian (V)표시가 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No tipping please. Price includes 10% service charge and 10% VAT.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문 전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s,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날 음식과 덜 조리된 육류,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와 계란의 섭취는 수인성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03. 30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상기 가격은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alert your server prior to ordering.

KOREAN AND ASIAN FOOD

(.000)

LA Galbi Gui LA 갈비 구이 (쌀: 국내산, 쇠고기: 호주산)

35

Beef Bulgogi 불고기 (쌀: 국내산, 쇠고기: 호주산)

33

Bibimbob 비빔밥 (쌀: 국내산, 쇠고기: 호주산)

30

Ugeoji Galbi Haejangguk 우거지 갈비 해장국 (쌀: 국내산, 소갈비: 호주산)

28

Abalone porridge 전복죽 (쌀: 국내산)

31

Broiled and marinated beef short rib 300g, ginger, garlic, soy sauce, rice
Marinated sliced beef 200g, ginger, garlic, soy sauce, sesame oil, rice
Beef, Korean vegetable, chili paste, rice, egg, sesame oil
Spicy beef short rib soup, cabbage, bean sprout, onion, radish, leek, chili, rice
Rice, abalone, sesame oil

•반찬 원산지-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Seafood fried rice 해산물 볶음밥 (쌀: 국내산, 오징어: 베트남산)

31

Pad Thai 팟타이 (쌀국수 - 쌀: 태국산)

31

Leek, onion, mushroom, carrot, egg, cuttlefish, shrimp

Rice noodle, egg, bean sprout, shrimp, tamarind sauce, peanut

KIDS MENU
Seafood fried rice 해산물 볶음밥 (쌀: 국내산)

15

Shrimp tempura with tartar sauce 새우 튀김

15

Mushroom pizza (V) 버섯 피자

15

Soup of the day (V) 오늘의 수프

9

Tomato sauce spaghetti (V)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9

French fries (V) 감자 튀김

6

(V): Vegetarian (V)표시가 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No tipping please. Price includes 10% service charge and 10% VAT.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문 전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s,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날 음식과 덜 조리된 육류,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와 계란의 섭취는 수인성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03. 30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상기 가격은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alert your server prior to ordering.

DESSERT

(.000)

New York cheese cake with berry & compote 뉴욕 치즈 케이크

17

Cream cheese brownie 크림치즈 브라우니

17

Homemade pavlova 파블로바

16

Homemade tiramisu 티라미수

16

Seasonal sliced fresh fruits 계절 과일

16

Häagen-Dazs ice cream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Vanilla, strawberry or chocolate)

15

(V): Vegetarian (V)표시가 된 음식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No tipping please. Price includes 10% service charge and 10% VAT.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문 전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s,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날 음식과 덜 조리된 육류,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와 계란의 섭취는 수인성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03. 30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상기 가격은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alert your server prior to ord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