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含海鲜 | 해산물seafood 含麸质 | 글루텐gluten 含坚果 |  견과류nuts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advise our service team prior to ordering should you have any food allergies, intoleranc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价格以比索为准, 已包含消费税,  需另收10%服务费。 
如果您有任何食物过敏, 忌口或特殊饮食要求, 请在点餐前告知我们的服务团队。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문하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이 식이요법등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含海鲜 | 해산물seafood 含麸质 | 글루텐gluten 含坚果 |  견과류nuts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advise our service team prior to ordering should you have any food allergies, intoleranc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价格以比索为准, 已包含消费税,  需另收10%服务费。 
如果您有任何食物过敏, 忌口或特殊饮食要求, 请在点餐前告知我们的服务团队。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며,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문 하시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이 식이요법 등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风生水起    
FENG SHENG SHUI QI | 재물운이 일다 

Prosperity “Yu Sheng” with smoked salmon 

三文鱼捞生 | “유생” 의 번영과 훈제 연어 

翅展红灯笼   
CHI ZHAN HONG DENG LONG | 날개를 펴고 붉은 등롱을 

펼치다 
Shark’s fin soup with crab roe 

红烧蟹黄翅 | 게살알 샥스핀 수프 

红包片片来  
HONG BAO PIAN PIAN LAI | 돈봉투가 낱낱이 오다 

Peking duck  

金牌北京片皮鸭 | 북경오리 

满盆金锭   
 MAN PEN JIN DIAN | 화분에 가득찬 금괴 

Braised abalone with shitake mushroom and 
broccoli in abalone oyster sauce 

蚝皇原汁鲍 | 전복 굴소스에 표고 버섯과 브로콜리를 넣은 전복찜 

年年有余   
NIAN NIAN YOU YU | 해마다 풍요롭길 바랍니다 

Steamed live grouper with ginger, green onion 
in soy sauce 

清蒸活石斑鱼 | 간장 소스에 생강, 파를 넣은 활어 가루파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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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满人间   
CHUN SE MAN REN JIAN | 봄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Stir-fried wagyu beef with bell peppers 
and lily bulbs 

彩椒百合和牛粒 | 파프리카와 백합 구근을 넣은 와규 쇠고기 볶음 
 

竹报平安  
ZHU BAO PING AN | 대나무는 안전을 예고한다
Stir-fried bamboo shoots, bamboo fungus, 

asparagus with fish stock 

竹笙扒鸳鸯筍 | 말뚝 버섯과 아스파라거스와 생선 육수, 죽순 볶음 

如意吉祥   
 RU YI JI XIANG | 뜻대로 되는 것이 상서롭다 

Braised E-Fu noodles with mixed mushroom 
and oyster sauce  

什菌烩伊面 | 버섯과 굴소스를 넣은 이후 누들 

幸福团圆  
XING FU TUAN YUAN | 해피엔딩 

Peanut rice ball with walnut cream soup 

核桃露汤圆 | 땅콩 라이스볼과 호두 크림 수프 

步步高升  
BU BU GAO SHENG | 한 걸음 한 걸음 승승장구 하다 

Pan fried glutinous rice cake   

香煎年糕 | 팬에 구운 라이스 케이크

Php 4,888++ per person 



 含海鲜 | 해산물seafood 含麸质 | 글루텐gluten 含坚果 |  견과류nuts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advise our service team prior to ordering should you have any food allergies, intoleranc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价格以比索为准, 已包含消费税,  需另收10%服务费。 
如果您有任何食物过敏, 忌口或特殊饮食要求, 请在点餐前告知我们的服务团队。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문하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이 식이요법등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含海鲜 | 해산물seafood 含麸质 | 글루텐gluten 含坚果 |  견과류nuts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advise our service team prior to ordering should you have any food allergies, intoleranc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价格以比索为准, 已包含消费税,  需另收10%服务费。 
如果您有任何食物过敏, 忌口或特殊饮食要求, 请在点餐前告知我们的服务团队。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며,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문 하시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이 식이요법 등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风生水起    
FENG SHENG SHUI QI | 재물운이 일다 

Prosperity “Yu Sheng” with smoked salmon 

三文鱼捞生 | “유생” 의 번영과 훈제 연어 

五福临门   
WU FU LIN MEN | 오복이 찾아오다 
Bird’s nest with scallop, prawns, 

crab meat soup 

海皇燕窝羹 | 관자, 새우, 게살 수프를 넣은 제비집 

龙马精神   
 LONG MA JING SHEN | 건전하고 활기찬 정신 

Baked rock lobster with superior stock  

上汤焗龙虾 | 구운 랍스터와 고급 육수 
 

包罗万有   
BAO LUO WAN YOU | 모두 포함하다 
Braised abalone and goose web 

with superior abalone sauce 

扣鲍鱼鹅掌 | 전복찜과 거위 물갈퀴와 고급 전복 소스 

年年有余   
NIAN NIAN YOU YU | 해마다 풍요롭길 바랍니다 

Steamed live grouper with ginger, 
green onion in soy sauce 

清蒸活石斑鱼 | 간장 소스에 생강, 파를 넣은 활어 가루파찜 

金鸡报晓   
 JIN JI BAO XIAO | 황금 닭이 새벽을 알리다 

Stir-fried shrimps and chicken fillet 
with asparagus 

虾仁鸡球炒芦笋 | 새우와 닭고기 볶음과 아스파라거스 

花开富贵    
 HUA KAI FU GUI | 부귀영화를 누리다 

Stir fried broccoli and crab roe 
in superior stock 

蟹黄扒西兰花 | 게알과 고급 육수로 조리한 브로콜리 볶음 

招财进宝    
ZHAO CAI JIN BAO | 재운을 불러오다 
Homemade dumpling with prawn, 

Chinese chives and pork 

手工三鲜水饺  | 새우, 중국 부추와 돼지고기를 넣은 수제 만두 

团团圆圆     
TUAN TUAN YUAN YUAN | 둥글둥글하다 

Boiled sweet dumpling 
in black sesame paste 

黑芝麻汤圆 | 검은 깨 페이스트를 넣은 삶은 단 만두 

步步高升  
BU BU GAO SHENG | 한 걸음 한 걸음 승승장구 하다 

Pan fried glutinous rice cake

原味年糕 | 팬에 구운 라이스 케이크

Php 5,888++ p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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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含海鲜 | 해산물seafood 含麸质 | 글루텐gluten 含坚果 |  견과류nuts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advise our service team prior to ordering should you have any food allergies, intoleranc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价格以比索为准, 已包含消费税,  需另收10%服务费。 
如果您有任何食物过敏, 忌口或特殊饮食要求, 请在点餐前告知我们的服务团队。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문하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이 식이요법등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含海鲜 | 해산물seafood 含麸质 | 글루텐gluten 含坚果 |  견과류nuts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advise our service team prior to ordering should you have any food allergies, intoleranc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价格以比索为准, 已包含消费税,  需另收10%服务费。 
如果您有任何食物过敏, 忌口或特殊饮食要求, 请在点餐前告知我们的服务团队。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며,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문 하시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이 식이요법 등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风生水起     
FENG SHENG SHUI QI | 재물운이 일다 

Prosperity “Yu Sheng” with smoked salmon 

三文鱼捞生 | “유생” 의 번영과 훈제 연어 

宝翅迎春   
BAO CHI YING CHUN | 날개 달린 봄맞이 

Shark’s fin soup with superior abalone stock 

红烧大鲍翅 | 샥스핀 수프와 고급 전복 육수 

金猪贺岁  
JIN ZHU HE SUI | 황금 돼지가 새해를 축하하다 

Red Lantern barbecued pork belly 

金牌脆烧肉 | 레드랜턴 바베큐 삼겹살 

满盆金锭    
 MAN, PEN JIN DING | 화분에 가득찬 금괴 

Braised abalone with shitake mushroom 
and broccoli in abalone oyster sauce 

蚝皇原汁鲍 | 전복 굴소스에 표고 버섯과 브로콜리를 넣은 전복찜 

年年有余   
NIAN NIAN YOU YU | 해마다 풍요롭길 바랍니다 

Steamed live grouper with ginger, 
green onion in soy sauce 

清蒸活石斑鱼 | 간장 소스에 생강, 파를 넣은 활어 가루파찜 

路路亨通   
LU LU HENG TONG | 길이 막히다 

Stir fried scallop with asparagus and lotus root 

芦笋脆藕带子 | 관자 볶음과 아스파라거스와 연근 

春色满人间   
CHUN SE MAN REN JIAN | 봄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Stir-fried wagyu beef with bell peppers 
and lily bulbs 

彩椒百合和牛粒 | 파프리카와 백합 구근을 넣은 와규 쇠고기 볶음 

五谷丰登     
WU GU FENG DENG | 풍년이 들다 

Wok fried glutinous rice with shitake mushroom, 
Chinese sausage, dried shrimp, celery and peanut 

生炒腊味糯米饭 | 웍에 튀긴 찹쌀과 표고 버섯, 중식 소세지, 건새우, 
셀러리와 땅콩 

鸿运团圆     
HONG YUN TUAN YUAN | 큰 행운이 함께 모이다 

Sweet dumpling in red bean paste 

红豆沙汤圆 | 단팥 만두 

步步高升  
BU BU GAO SHENG | 한 걸음 한 걸음 승승장구 하다 

Pan fried glutinous rice cake

原味年糕 | 팬에 구운 라이스 케이크

Php 6,888++ p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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