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물 파전
Seasonal seafood Jeon

메인 메뉴 (택 2  I  Choice of 2 Main Dishes)

   해물 돌솥 비빔밥
   Hot stone pot seafood bibimbap

계절 후식
Seasonal dessert

濟州膳 제주선
Jejuseon

T. 064-908-1260

A L L  I N  WO R L D  S I L V E R

D I N N E R  M E N U

- 업장별 지정된 세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메뉴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 Designated menus are prepared for your selection at each outlet for this package.

황금 연두부 튀김
Crispy fried bean curd

택 1  I  Choice of 1 
  
   칠리 공바오소스 캐슈넛 오리 볶음                                       부추 오리 볶음
   Wok-fried duck meat ‘Kong Po’ sauce, dried chili              Wok-fried shredded duck meat with bean sprouts and chives 
   and cashew nuts 

택 1  I  Choice of 1 
  
   X.O 소스 오리 볶음밥                                                 흑후추 오리 우동면 볶음
   X.O sauce fired rice with diced duck meat               Stir-fried udon with shredded duck meat and black pepper

셰프 초이스 디저트
Chef’s choice seasonal dessert

르 쉬느아
Le Chinois

T. 064-908-1240

모듬 치킨
Chicken

생맥주 무제한
Unlimited draft beer

찹쌀 탕수육 (2인분)
Sweet & Sour Pork (for two)

메인 메뉴 (택 2  I  Choice of 2 Main Dishes)

하얼빈 맥주 1병 (500ml)
A bottle of Harbin Beer 500ml  1 bottle

피자 메뉴 (택 1  I  Choice of 1 Pizza)

칠리 새우 (2인분)
Deep fried prawn, chili sauce (for two)

윙클스 피자리아
Wingcle’s Pizzeria 

T. 064-908-6538

성화정
Seong Hwa Jeong

T. 064-908-1600

or

or

or

or

or

or

X.O 해산물 볶음밥 
Wok fried rice, seafood, 
x.o sauce

쉬림프 & 스위트 포테이토 피자
Shrimp & Sweet potato pizza

삼선 짜장
Seafood noodle, 
black soy bean sauce

삼선 짬뽕 
Spicy seafood 
noodle soup

크림 치즈볼 & 포테이토 피자
Cream cheese ball & Potato pizza

핫 불고기 & 치킨 피자
Spicy bulgogi & chicken pizza

전복 흑돼지 김치찌개
Black pork and abalone Kimchi stew

전복 쇠고기 된장찌개
Beef and abalone soy bean paste stew

oror

시나몬 츄러스 2개
2 Cinanon Churros

복숭아 아이스티 2잔
2 Peach ice tea

차가운 사케 전복찜
Poached Jeju abalone, sake, sesame sauce

북경 오리 - 반마리
Pecking Duck (Ha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