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누는 음식입니다"

저희 메뉴는 음식을 함께 나눌때 그 최고의 맛을 낸다는 저희의 신념을 바탕으로
여럿이 함께 드실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
느긋한 식사를 즐기시면서 아름다운 맛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Selamat Menikmati!

"점심식사 – 간편한 세트메뉴”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steamed bun quartet 찜빵 4중주

105k

pizza + salad 피자 + 샐러드

115k

crumbed barramundi, slaw, curry aioli
바라문디 생선, 양배추, 카레 아이올리
ayam pelalah (grilled, shredded chicken)
아얌 펄라라 (잘게 찢어 구운 닭고기)
babi guling (suckling pig), lawar, sambal tomat
바비굴링 (새끼 돼지), 라와르, 토마토 삼발
beef, coconut, spices, kemangi, fried shallots
소고기, 코코넛, 향신료, 커망이, 볶은 샬롯

당신의 피자 선택 :
bbq chicken or 4p's or cauliflower pizza
바베큐 닭 또는 카레 콜리 플라워
side salad: local produce & flavours
사이드 샐러드 : 현지 산지 및 풍미

dim sum & then sum 딤섬 세트

vegetarian salad trio
채식주의 샐러드 트리오

105k

king prawn, ginger, spring onion (2)
왕새우, 생강, 쪽파 (2)
shao mai – chicken & prawn (2)
쇼마이 - 돼지고기 & 새우 (2)

tempura tofu, textual salad, ginger, lime
두부 뎀푸라, 아삭한 샐러드, 생강, 라임

fried - pork & prawn (2)
튀김- 돼지고기 & 새우 (2)
chicken curry spring roll (1)
치킨 카레 스프링롤 (1)

gado gado, peanut sauce
가도가도, 땅콩 소스

raw vegetables, citrus soy, sesame
생야채, 감귤류 간장 드레싱, 참깨

모든 가격은 7%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105k

"뱅큇 메뉴"
버켓 리스트
2인당 495k

perkadel jagung (corn fritters), sambal tomat, bali basil
퍼르커델 자궁 (옥수수 튀김), 아보카도, 달콤한 칠리, 사워크림
king prawn dumplings, ginger, spring onion
왕새우 만두, 생강, 쪽파

mini hot dog – steamed bun, balinese pork sausage, lawar, sambal tomat
미니 핫도그 - 찐빵, 발리니스 돼지고기 소세지, 라와르, 토마토 삼발
salad - soft shell crab, watermelon, beng kwong, cucumber, pomelo, lime, chilli
샐러드 - 껍질채먹는 게, 수박, 얌빈, 오이, 포멜로, 라임, 칠리
peking duck, pancakes, spring onions, cucumber, plum hoi sin sauce
북경 오리, 팬케잌, 쪽파, 오이, 자두 호이신 소스

(6) chicken satay, lontong, vegetable pickle
(6) 닭꼬치, 론통, 야채 피클
crème brulėe trilogy, pandan - ginger mango - black sesame
크렘 브를레 삼중주, 판단 - 생강 맹고 - 흑임자

"뱅큇 메뉴"
현지식 잔치
2인당 395k

spring rolls (스프링 롤)
vegetables, rice noodles, sweet soy
야채, 쌀국수, 단간장
acar (vegetable) pickle
아차르 (야채) 피클
“ayam betutu”(아얌 버투투)
smoky chicken, cassava leaves
훈제 닭고기, 카사바 잎
grilled corn on the cob (구운 옥수수)
sambal butter
매콤한 삼발 버터
pecel bali(발리식 퍼철) – water spinach, sprouts,
cucumber, lemon basil, peanuts
시금치, 숙주, 오이, 레몬 바질, 땅콩
steamed rice
흰밥
tapioca, pineapple jelly, lime curd
vanilla bean parfit, black rice tuile
타피오카, 파인애플 젤리, 라임 커드, 바닐라빈 파르페, 흙미 튜일
모든 가격은 7%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