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hina  大江南北 | 중국의  맛 
Appetizers and Cold Dishes  小吃、冷盘 | 애피타이저 and 냉채류

Pickled Radish Flavored with Sesame Oil    
(Shanghai Huaiyang Cuisine)  new

酱香一口脆
무 피클과 참기름

388

Sliced Cucumber in Hot and Sour Sauce    
(Dalian Cuisine)  

脆辣翠黄瓜
얇게저민 오이와 뜨겁고 신 소스

388

Poached Spinach with Sesame Peanut Vinegar 
Chili Sauce (Shanghai Huaiyang Cuisine) new   

芝麻酱菠菜墩
데친 시금치와 참깨,땅콩,식초,칠리소스

388

Marinated White Radish, Carrot and Peanut 
in Spicy Sweet and Sour Sauce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鸳鸯萝卜条
맵고 달콤한 사워 소스로 양념한 무,

당근과 땅콩

388

China Shanxi Pickled Cabbage Vegetables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西北泡菜
중국 샨시 양배추 피클

388

Marinated Wood Ear Fungus with Mustard Sauce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芥味木耳
양념한 목이버섯과 머스타드 소스

488

Pig Ear in Chili Sauce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红油猪耳
돼지 귀살과 칠리소스

488

Mixed Mushrooms in Oyster Sauce 
(Shanghai Huaiyang Cuisine) 

梳衣蘑菇
모둠 버섯과 굴소스

488

Marinated Jellyfish and Shredded White Radish 
with Spring Onion Sauce 
(Shanghai Huanyang Cuisine) new  

萝卜丝海蜇
절인 해파리와 쪽파 소스를 곁들인 흰 무

488

Marinated Shredded Chicken with Wasabi oil
(Shanghai Huaiyang Cuisine) 

芥末手撕鸡
와사비 오일을 곁들인 양념에 절인 닭고기

488

 Shanghai-style Sweet and Sour Pork Ribs 
(Shanghai Huanyang Cuisine) new

金丝小排-
‘샹하이’ 식 돼지갈비 탕수

488

Duck Feet with Sichuan Pepper 
(Sichuan Chongqing Cuisine) 

花椒鸭掌
사천식 고추와 오리 발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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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hina  大江南北 | 중국의  맛 
Appetizers and Cold Dishes  小吃、冷盘 | 애피타이저 and 냉채류

Chilled Crystal Pork Knuckle Terrine 
(Chengdu Hokkien Cuisine)

水晶猪蹄
차가운 돼지고기 너클 테린

588

Northern-style Braised Beef Ox Tripe 
with Peanut and Spicy Sauce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飘香金钱肚
땅콩과 매운소스를 곁들인 ‘북부 스타일’

찐 쇠고기 창자

588

Marinated Sliced Beef with Hot and Spicy Sauce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麻辣牛肉
매운 소스를 곁들인 절인 쇠고기

888

Fly-fish Eggs with Salted Egg and Spinach
(Shanghai Huaiyang Cuisine) 

飞鱼子配咸鸭蛋
절인 달걀과 시금치를 곁들인 날치알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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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hina  大江南北 | 중국의  맛 
Soups  汤 | 수프

Spinach and Fresh Crab Meat Soup with Egg White 
(Shanghai Huaiyang Cuisine) new  

翡翠蟹肉羹
달걀 흰자를 곁들인 시금치와 게살 수프

488

Sichuan-style Fish Soup with Fermented Vegetable 
(Sichuan Chongqing Cuisine) new  

酸菜鱼汤
발효 야채를 곁들인 ‘사천식’ 생선 수프

488

Clam and Wax Gourd Soup (Hunan Cuisine) new  蛤蜊冬瓜上汤
조개와 덩굴야채 수프

488

Superior Chicken Soup with Matsutake Mushroom 
(Shanghai Huaiyang Cuisine)

松茸菌炖鸡汤
송이 버섯을 곁들인 슈페리어 치킨 수프

588

Double-boiled Duck Soup with 
Bamboo Pith and Mushroom
(Shanghai Huaiyang Cuisine) new

子鸭竹笙鲜菌汤
대나무 피스와 버섯을 곁들인 두번 끓인 

오리 수프

688

Minced Pork Meatball with Seasonal Vegetable in 
Superior Broth (Shanghai Huaiyang Cuisine) new

清炖淮阳狮子头
고급 육수에 계절 야채를 곁들인 다진 

돼지고기 미트볼

988

Herbal Treasures  养生汤 | 건강식 요리
Stewed Black-bone Chicken with Angelica 
and Codonopsis

当归党参炖乌鸡
당귀와 사삼을 넣은 검은 뼈 닭고기 스튜

3,088

Chicken Soup with Morel Mushroom, 
Cordyceps and Ginseng new

羊肚菌虫草花人参炖鸡汤
동충하초와 인삼,곰보버섯을 넣은 

닭고기 수프

3,088

Chicken Soup with American Ginseng and 
Cordyceps Flower

西洋参虫草花煲鸡汤
미국 인삼과 동충하초를 넣은 닭고기 수프

3,088

Fresh Ginseng with Pigeon Soup 鲜人参鸽子汤
신선한 인삼을 넣은 비둘기 수프

3,0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hina  大江南北 | 중국의  맛 
Seafood  海鲜 | 해산물

Braised Bean Curd with Crab Meat and Roe
(Jiangsu Cuisine) 

蟹粉扒豆腐
게살과 어란을 넣어 삶은 두부 

988

Poached Fish Fillet in Spicy Sauce and 
Chili Oil (Sichuan Chongqing Cuisine)  

水煮鱼
매운 소스와 칠리 오일을 곁들인 

데친 생선 살

1,688

Shanghai-style Deep-fried King Prawn with
Chili and Minced Meat 
(Shanghai Huaiyang Cuisine) new   

干烧大明虾
다진 고기와 고추를 넣은 ‘샹하이 

스타일’튀긴 왕새우 (6마리)

1,688

Pan-fried Scallop with Black Truffle and Minced 
Shrimp (Shanghai Huaiyang Cuisine)  

黑松露元贝煎虾茸
검은 송로버섯과 다진 새우를 

곁들인 팬에 볶은 관자

1,988

Sautéed Scallops, Asparagus and 
Salted Fish in Sweet Chili Sauce 
(Sichuan Chongqing Cuisine) new   

鱼香咸鱼炒带子
달콤한 칠리 소스에 구운 관자,

아스파라거스and소금에 절인 생선

1,988

Braised Sea Cucumber with Pork Mince in
Spicy Soy Gravy 
(Sichuan Chongqing Cuisine) new   

干烧梅花参
매운 간장 그래비에 찐 해삼과 다진 

돼지고기

2,688

Braised Lion Head Pork and 
Shrimp Balls with Baby Abalone
(Shanghai Huaiyang Cuisine) new   

一品海鲜狮子头
삶은 사자머리 모양 돼지고기와 새우 볼,

베이비 전복

3,2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hina  大江南北 | 중국의  맛 
Pork, Chicken, Beef and Lamb  猪肉排骨,鸡,牛,羊 | 
돼지고기,닭고기,소고기and양고기
Braised Eggplant with Minced Pork and Red Chili, 
Ginger and Black Vinegar 
(Sichuan Chongqing Cuisine)  

鱼香茄子
다진 돼지고기와 붉은 고추,생강,

검은 식초를 곁들인 찐 가지

498

Sichuan Mapo Tofu with Minced Pork
(Sichuan Chongqing Cuisine)  

四川麻婆豆腐
사천식 마파두부와 다진 돼지고기

498

Sichuan-style Pork Belly
(Sichuan Chongqing Cuisine)  

川式回锅肉
‘사천 스타일’ 삼겹살

668

Braised Homemade Bean Curd with BBQ 
Pork Belly and Sichuan Sauce 
(Sichuan Chongqing Cuisine)  

红烧豆腐火腩辣干煲
BBQ 삼겹살과 사천 소스를 곁들인 찐 

수제 두부

588

Wok-fried Chinese Sausage with Bitter Melon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凉瓜汁色炒腊肠
웍에 볶은 중국 소시지와 비터 멜론

688

Stir-fried Shredded Pork and Leeks
with Sweet Bean Paste served with Chinese Bun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京酱肉丝
볶은 돼지고기와 대파. 달콤한 빈 페이스트

와 중국 번과 함께 제공

888

Braised Premier Ribs with Spicy Chili Paste
(Sichuan Chongqing Cuisine) new     

蜀香霸王骨
매운 칠리 페이스트를 곁들인 찐 

프리미엄 갈비

1,388

Dong Po-style Pyramid Pork Belly with Mantou
(Zhejiang Cuisine) 

东坡塔肉
‘동포 스타일’피라미드 삼겹살과 만터우

1,888

Deep-fried Chicken with Spices and Red Chili
(Sichuan Chongqing Cuisine) new    

干煸红袍清远鸡
향신료와 붉은고추를 곁들인 닭고기 튀김

668

Sautéed Chicken Fillet with Sichuan Pepper
(Sichuan Chongqing Cuisine)  

川椒鸡柳
사천 고추를 곁들인 닭고기

668

Braised Chicken and Seasonal Vegetable with
Chili Spicy Sauce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大盘鸡
매운 칠리소스를 곁들인 닭고기와 

계절 야채 찜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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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hina  大江南北 | 중국의  맛 
Pork, Chicken, Beef and Lamb  猪肉排骨,鸡,牛,羊 | 
돼지고기,닭고기,소고기and양고기

Northern-style Braised Spring Chicken and 
Mushroom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小鸡炖蘑菇
북부 스타일 찐 닭고기와 버섯t

1,288

Wok-fried Beef Tenderloin with Green Chili
(Yunnan Cuisine)  

尖椒炒牛肉
웍에 볶은 쇠고기 안심과 그린 칠리

1,388

Northern-style Braised Beef and Potato in Pot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土豆牛腩煲
북부 스타일 찐 쇠고기와 감자

1,388

Braised Beef Ribs, Yunnan Mushroom
(Shanghai Huaiyang Cuisine) new

菌皇烧汁牛仔骨
찐 소갈비와 윈난 버섯

1,688

Poached Beef Fillet in Hot Sauce and Chili Oil
(Sichuan Chongqing Cuisine) 

水煮牛肉
데친 소고기와 핫소스and칠리 오일

1,688

Pan-fried Lamb Chops with Honey Black 
Pepper Sauce new  

蜜椒羊排
팬에 볶은 양갈비와 허니 블랙 페퍼 소스

1,888

Slow-cooked Lamb Chop with 
Chili Powder and Cumin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手抓羊排
천천히 조리한 양갈비와 칠리 파우더and쿠민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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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hina  大江南北 | 중국의  맛 
Vegetables  蔬菜 | 돼채소

Sautéed Potatoes with Spicy 
Chili Sauce and Sichuan Pepper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麻辣土豆丝
매운 칠리소스와 사천 고추를 

곁들여 볶은 감자

488

Sautéed Chinese Cabbage with Sichuan Pepper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手撕包菜
사천 고추를 넣어 볶은 중국 배추

488

Sautéed Three Kinds Seasonal of 
Vegetables with Soya Sauce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地三鲜
소야 소스로 볶은 세가지 계절 야채

488

Northern-style Braised Green Chili and Eggplant
(Northeastern Cuisine) new   

虎皮椒溜茄子
북부 스타일 찐 그린 칠리와 가지

488

Braised Vegetable with Salted Egg and Preserved Egg 
in Superior Soup (Shanghai Huaiyang Cuisine) new

金银蛋时蔬
찐 채소와 절인 달걀을 넣은 

슈페리어 수프

688

Sautéed Bamboo Shoot and Shiitake Mushroom 
with Oyster Sauce (Shanghai Huaiyang Cuisine) new  

素炒双冬
굴소스로 볶은 죽순과 표고버섯

6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hina  大江南北 | 중국의  맛 
Noodles  面 | 면요리

Northeastern-style Egg Noodle Soup with 
Shredded Pork and Preserved Vegetable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榨菜肉丝汤面
돼지고기와 채소를 넣은 북부 스타일 

에그 누들 수프

588

Shanghai-style Noodle Soup with Shredded Pork,
Shredded Mushroom and Shredded Vegetables
(Shanghai Huaiyang Cuisine) new  

上海肉丝汤面
돼지고기와 버섯,채소를 넣은 ‘

샹하이 스타일’ 누들 수프

588

Shanghai-style Wok-fried Noodle with 
Shredded Pork and Seasonal Vegetables
(Shanghai Huaiyang Cuisine)  

上海炒面
계절 야채와 돼지고기를 넣어 볶은 ‘

샹하이 스타일’누들

588

West Northern-style Wok-Fried Handmade 
Noodles and Seasonal Vegetables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西北炒面片
‘서북부 스타일’볶은 수제 

누들과 계절 야채

688

Northeastern-style Homemade Noodles with Minced 
Pork Shredded Cucumber and Soy Sauce
(Northeastern Chinese Cuisine) new    

精品肉酱拌扯面
다진 돼지고기와 오이,간장을 넣은 

‘북부 스타일’ 수제 누들

6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Chef Specialties  厨师推荐 | 쉐프 추천

Duck Skin Stuffed with Eight Delicacies 
(Per Person) new  

迷你葫芦八宝鸭
오리 껍질과 여덟가지 별미 (인당)̀

1,288

Oven-baked Codfish Fillet with Egg White 
(per person) 

赛螃蟹香烤鳕鱼
달걀 흰자를 곁들인 오븐에 

구운 대구 (인당)

1,688

Crispy Lobster with Oatmeal (per person) 麦片乳龙虾球 
바삭한 랍스터와 오트밀 (인당)

1,688

Stir- fried Curry Prawns with Golden Bun and 
Seasonal Vegetables new    

金香虾球
골든 번and계절 야채를 넣어 볶은 

커리 새우

1,888

Prawn Rice Soup with Seasonal Vegetables and
Superior Stock new  

海鲜虾汤泡饭
계절 야채와 슈페리어 육수로 조리한 

새우 라이스 수프

1,888

Pan-fried Sliced Abalone with Black Truffle and 
Minced Shrimp new  

黑松露鲍片煎虾茸
팬에 볶은 얇게 저민 전복과 검은 

송로버섯and 다진 새우

2,888

Braised USDA Beef Short Ribs, Chinese Herbs and 
Seasonal Vegetables in Sichuan Spicy Sauce   

中式香料慢炖牛肋骨配季节蔬菜, 

四川辣椒汁 
사천 매운 소스와 중국 허브,계절 야채로 

조리한 찐 USDA 소갈비

3,288

Deep-fried Green Crab with Spicy 
Garlic Chili new   

香蒜油辣蟹
튀긴 그린 크랩과 매운 마늘칠리 소스

5,0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Appetizers  餐前小食 | 전체

Sliced Pork Belly with Cucumber, Garlic, Chili and 
Coriander Dressing 

碧绿蒜泥白肉
오이,마늘,칠리와 코리안더 드레싱을 

곁들인 얇게 저민 삼겹살

488

Simmered Meat Platter 卤水拼盘
서서히 끓인 미트 플레터

488

Marinated Shredded Chicken and Sea Conch 
with Wasabi oil new   

芥辣螺片捞鸡
와사비 오일을 곁들인 양념한 닭고기와 

바다 소라

688

Crispy Fish Skin and Cucumber with 
Sweet Basil Sauce 

爽脆鱼皮配九层塔酱
달콤한 바질 소스를 곁들인 바삭한 생선 

껍질과 오이

688

Deep-fried Crispy Squid with Salt and Pepper new  脆炸椒盐鱿鱼
소금 후추를 곁들인 바삭하게 튀긴 오징어

6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Chef ’s Signature BBQ and Combination  烧烤, 拼盘精选 | 
쉐프 시그니춰 BBQ and 콤비네이션

Half
半只

반마리

Whole

整只

한마리

Roasted Whole Suckling Pig 大红片皮乳猪
구운 아기돼지

6,000 12,000

Peking Duck 北京片皮鸭
페킹 덕

2,750 5,500

First Way — Sliced Duck Wrapped with Pancake 第一吃
첫번째 – 팬케이크에 

저민 오리살을 넣어 감싸세여

Second Way — Choice of One Dish from Below 第二吃
두번째-아래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세요 

Stir-fried Diced Duck Meat 
Served in Lettuce

生菜包鸭松
양상추에 서브하는 

볶은 오리 살 

Stir-fried Shredded Duck Meat 
with Bean Sprouts

银牙炒鸭丝 
양상추에 서브하는 볶은 

오리 살 

Stir-fried Shredded Duck Meat 
with Pineapple

凤梨炒鸭肉
볶은 오리 살과 콩나물   

Fried Rice with Duck Meat 鸭肉炒饭
볶은 오리 살과 파인애플   

Wok-fried Duck Meat, Ginger and 
Onion 

姜葱爆双脾
볶음밥과 오리 살    

Braised Rice Vermicelli with 
Shredded Duck Meat and Seafood  

鸭丝海鲜闷米粉 
볶음밥과 오리 살   

Red Lantern Duck 至尊挂炉鸭
레드 랜턴 오리   

2,400 4,800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Chef ’s Signature BBQ and Combination  烧烤, 拼盘精选 | 
쉐프 시그니춰 BBQ and 콤비네이션

S 小|소 M 中|중 L 大|대

Barbecued Suckling Pig, Poultry and 
Meat Combination

乳猪烧味五拼
어린 돼지 바비큐,닭고기and육류 

콤비네이션

2,600 3,900 5,200

Barbecue Combination 港式烧味双拼
바비큐 콤비네이션

1,188 1,650 2,200

Barbecued Suckling Pig 片皮乳猪件
어린 돼지 바비큐

2,188

Barbecued Pork with Honey 蜜汁烧叉烧
꿀을 바른 돼지 바비큐

588 888 1,188

Red Lantern Barbecued Pork Belly 金牌脆烧肉
레드랜턴 삼겹살 바비큐

688 1,088 1,388

Half
半只

반마리

Whole

整只

한마리

Poached Hong Kong Chicken with Spring On-
ions

葱油香港白切鸡
데친 홍콩 치킨과 쪽파

1,388 2,788

Marinated Fragrant Hong Kong Chicken
in Soy Sauce

玫瑰豉油鸡
양념한 향긋한 홍콩 

치킨과 간장 소스

1,388 2,788

Deep-fried Garlic Hong Kong Chicken with
Special Chinese Sauce

当红蒜香炸子鸡
스페셜 소스를 곁들인 

튀긴 홍콩 치킨

1,388 2,7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Soup and Broth  汤, 羹 | 수프and육수

Buddha’s Soup 御品佛跳墙
불도장

3,888

Tomato and Egg Drop Soup 西红柿蛋花汤
토마토and달걀 수프

368

Sweet Corn Soup with Minced Chicken 鸡茸粟米羹
다진 닭고기와 달콤한 옥수수 수프

368

Sliced Pork Soup with Mustard Greens and 
Salted Egg

芥菜咸蛋肉片汤
절인 달걀과 겨자잎을 곁들인 얇게 저민 

돼지고기 수프

368

Hot and Sour Soup with Seafood and Tofu  海鲜酸辣豆腐羹
해산물과 두부를 넣은 시고 뜨거운 수프

488

Fresh Crab Meat and Winter Melon Soup 冬蓉蟹肉羹
신선한 게살과 윈터 멜론 수프

488

Daily Soup 是日精选例汤
오늘의 수프

488

Double-boiled Chicken Soup with 
Conch and Cordyceps

虫草花炖鲜鸡汤
소라와 동충하초를 넣어 끓인 닭고기 수프

838

Double-boiled Morel Mushroom Soup
with Bamboo Pith

菜胆羊肚菌炖竹笙
대나무 껍질을 넣어 끓인 곰보버섯 수프

868

Double-boiled Superior Fish Maw Soup
with Chinese Mushroom 

菜胆北菇炖花胶
중국 버섯을 넣은 수페리어 생선 

부레 수프

1,0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Superior Bird’s Nest  顶级燕窝 | 수페리어 제비집

Braised Superior Bird’s Nest with Supreme Broth 干捞官燕
찐 수페리어 제비집과 특제 육수

3,488

Braised Superior Bird’s Nest with Fresh Crab Meat 蟹肉烩官燕
찐 수페리어 제비집과 신선한 게살

3,688

Braised Superior Bird’s Nest with Fresh Crab Roe 蟹黄烩官燕
찐 수페리어 제비집과 신겁한 게 알

3,688

Double-boiled Superior Bird’s Nest with
Morel Mushroom

羊肚菌高汤炖官燕
진하게 끓인 수페리어 제비집과 곰보버섯

3,888

Abalone and Dried Seafood  鲍鱼海味类 | 전복and건 해산물

Braised Whole Yoshihama Abalone in Supreme
Oyster Sauce (22-head Quality) 

蚝皇原只极品干鲍 (22头) 
찐 요시하마산 전복과 슈프림 굴소스

18,888

Braised Fish Maw Eel, Slice Abalone with
Shiitake Mushroom 

北菇花胶扣鲜鲍片
삶은 생선 부레,얇게 저민 전복과 표고버섯

1,488

Braised “Liao” Sea Cucumber and Shiitake
Mushroom in Supreme Oyster Sauce 

北菇扣辽参
표고버섯과 슈푸림 굴소스로 찐 ‘

리아오’해삼

1,688

Braised Whole South African Abalone in Supreme 
Oyster Sauce (6-head Quality) 

蚝皇原只6头南非鲍
찐 사우스 아프리카 전복과 슈푸림 굴소스

2,438

Braised Whole Abalone in Supreme Oyster Sauce 
(2-head Quality) 

蚝皇原只2头汤鲍
찐 전복과 슈프림 굴소스

4.688

S 小|소 M 中|중 L 大|대

Braised Sliced Abalone with Sea 
Cucumber and Broccoli 

红烧海参鲍片西兰花
얇게 저며 찐 전복과 

해삼and브로콜리

4,488 6,738 8,9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Live Seafood from our Aquarium  来自我们水族馆的活海鲜 | 
수족관 활 해산물

Live Fish  鱼类  | 활어
Pacific Garoupa 老鼠斑

농어

Coral Trout (Star Garoupa) 东星斑
무늬바리

Tiger Garoupa 老虎斑
타이거 농어

Green Garoupa 海石斑
청농어

Cooking Style  烹调方法  | 조리법
Steamed Hong Kong Style 清蒸

홍콩 스타일 찜

Steamed Old-style Mushroom, 
Shredded Pork, Red Dates 

古法蒸
찜 구식 버섯,돼지고기,건대추

Steamed Black Bean Sauce   豉汁蒸
검정 콩 소스 찜

Steamed Preserved Leek Paste, Chili 星马酱蒸 
대파 페이스트,칠리 찜

Steamed Dried Bean Paste, Chili  豆酥蒸
말린 콩 페이스트, 칠리 찜

Steamed Sliced Fillet, Black 
Mushroom, Yunnan Ham and 
Green Vegetables

碧绿麒麟蒸
얇게 저민 살,검은버섯,윈난 

햄and채소 찜 

Braised Soya Chili Sauce, 
Shanghai-style

沪式红烧
상하이 스타일 찐 간장 칠리 소스油浸

Deep-fried with Supreme Soya Sauce 油浸
튀김과 슈프림 소야 소스

Market price  市价  | 싯가

Market price  市价  | 싯가

Market price  市价  | 싯가

Market price  市价  | 싯가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Live Seafood from our Aquarium  来自我们水族馆的活海鲜 | 
수족관 활 해산물

Lobster/Boston Lobster  龙虾  | 랍스터/보스톤 랍스터

Cooking Style  烹调方法  | 조리법
Steamed with Garlic Sauce 蒜蓉蒸

마늘 소스와 찜

Salt and Pepper 椒盐炒
소금and후추

Deep-fried ‘Bei Fung Tong’ Style 避风塘
튀김 ‘베이 풍 통’ 스타일

Baked Superior Stock with Cheese 芝土焗
슈페리어 육수와 치즈

Fried with Ginger and Scallion 姜葱炒
마늘and실파와 튀김

Green Crab/Alaska King Crab 螃蟹/阿拉斯加帝王蟹  | 
그린 크랩/알라스카 킹 크랩

Cooking Style  烹调方法  | 조리법
Steamed Hong Kong Style 清蒸

홍콩 스타일 찜

Stir-fried Chili Crab with Egg 辣炒
볶은 칠리 크랩과 달걀 

Stir-fried Ginger and Scallion 姜葱炒
생강and실파와 함께 볶음

Deep-fried ‘Bei Fung Tong’ Style 避風塘
튀김 ‘베이 풍 통’스타일

Deep-fried with Butter and 
Salted Egg Yolk  

黃金咸香
버터and달걀 노른자와 함께 튀김

Market price  市价  | 싯가

Market price  市价  | 싯가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Live Seafood from our Aquarium  来自我们水族馆的活海鲜 | 
수족관 활 해산물

Live Prawn  活虾  | 활 새우

Cooking Style  烹调方法  | 조리법
Poached 白灼

데침

Steamed with Garlic 金银蒜蒸
마늘과 함께 찜

Pan-fried with Soya Sauce 豉油皇干煎
소야 소스와 볶음

Salt and Pepper 椒盐炒 
소금and후추

Deep-fried ‘Bei Fung Tong’ Style 避風塘
튀김 ‘베이 풍 통’스타일

Deep-fried with Butter and Salted 
Egg Yolk 

黃金咸香
버터and달걀 노른자와 함께 튀김

Market price  市价  | 싯가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Live Seafood from our Aquarium  来自我们水族馆的活海鲜 | 
수족관 활 해산물

Seafood  海上鲜珍  | 해산물

Steamed Codfish with Preserved Vegetables  new  梅菜蒸鳕鱼 (per piece)
야채를 곁들인 찐 대구 (조각당)

1,688

Steamed Cod Fish with Bean Paste and 
Soy Sauce    

豆酥蒸雪鱼 (per piece) 
콩 페이스트와 간장으로 조리한 찐 대구 (조각당)

1,688

S 小|소 M 中|중 L 大|대

Stir-fried Scallops with Seasonal Vegetables 
and Homemade X.O. Sauce  

特酱炒西兰花带子 
계절 야채와 수제 x.o 소스로

 볶은 가리비

2,858 3,888 5,178

Deep-fried Butter Prawns with Salted 
Egg Yolk  

黄金咸香虾球 
튀긴 새우와 소금에 절인 

달걀 노른자

1,688 2,888 3,788

Wok-fried Prawn with Broccoli in Black 
Truffle Sauce new  

黑松露兰花炒虾球
브로콜리와 블랙 트러플 소스로 

볶은 새우

1,988 2,988 3,988

Steamed Conpoy Stuffing in Wintermelon 
with Superior Sauce and Pak Choy new  

玉盏瑶柱
찐 건 가리비와 슈페리어 소스

and청경채

888 1,388 1,788

Braised Seafood with Bean Curd, 
Mushroom and Seasonal Vegetables 

海鲜豆腐煲
두부,버섯and계절 야채를 넣어 

끓인 해물

1,488 2,388 2,988

Braised Eggplant with Garoupa Fillet in 
Chinese Paste  

鱼柳烧茄子 
중국 페이스트로 삶은 가지와 

농어 살

888 1,388 1,7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Poultry  鸡鸭路上宝  | 가금류

Imperial Fortune Chicken 金枕头富贵鸡
임페리얼 포츈 치킨

2,688

Wok-fried Diced Chicken and Capsicum with 
Walnut and Cashew Nut, Yam Basket new   

芋巢腰果鸡核桃 
피망과 월넛,캐슈넛을 넣어 볶은 닭고기

1,288

S 小|소 M 中|중 L 大|대

Braised Diced Chicken with Fresh Bell 
Peppers, Onion and Basil Leaves

金不换三杯鸡
신선한 피망,양파,바질을 넣어 끓

인 닭고기

788 1,188 1,588

Deep-fried Boneless Lemon Chicken 
with Almond Flakes and 
Pomelo Bits  

柚子香杏柠檬鸡
뼈를 제거한 튀긴 레몬 치킨과 

알몬드and포멜로

788 1,188 1,588

Stir-fried Sliced Duck Breast and 
Mushroom with Oyster Sauce new  

蚝皇菌菇炒鸭片
버섯과 굴소스로 볶은 얇게 저민 

오리 가슴살

988 1,488 1,988

Pork 猪肉  | 돼지고기 S 小|소 M 中|중 L 大|대

Deep-fried Salt and Pepper Garlic 
Spare Ribs

劲蒜金沙排骨
소금과 후추,마늘로 양념한 튀긴 

돼지갈비

688 1,088 1,388

Deep-fried Pork Spare Ribs with ‘Jin-
do’ Sauce new

秘制京都骨
‘진도’소스를 곁들인 튀긴 

돼지갈비

688 1,088 1,388

Sweet and Sour Pork with Mango 香芒咕噜肉
탕수육과 망고

688 1,088 1,388

Braised Pork Belly with Preserved 
Vegetables 

梅菜扣腩肉
삶은 산겹살과 채소

688 1,088 1,388

Steamed Minced Pork and Egg Yolk 
with Salted Fish new  

咸鱼蒸肉饼
절인 생선을 곁들인 다진 돼지고기

와 달걀 노른자 찜

688 1,088 1,3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Beef  牛肉  | 쇠고기

Braised Beef Tendon and Soft Bean 
Curd with Chili sauce new   

麻婆牛筋滑豆腐
칠리 소스를 곁들인 삶은 소고기 

힘줄과 부드러운 두부

888 1,388 1,888

Hong Kong-style Clay Pot-stewed 
Beef Brisket with White Radish 

诸侯牛筋腩
흰 무를 곁들인 ‘홍콩식’소 양지

머리 스튜

1,388 2,088 2,788

Wok-fried Diced Angus Beef with 
Shallots and Black Pepper Sauce 

干葱黑椒爆牛柳粒
웍에 볶은 앵거스 비프와 

롯and블랙페퍼 소스

1,688 2,588 3,388

Wok-fried Wagyu Beef with Shimeji 
Mushroom and Whole Garlic in 
Homemade Sauce

火蒜珍菌和牛
수제소스로 조리한 웍에 볶은 

와규비프와 버섯and통마늘

1,688 2,588 3,388

Chinese-style Pan-fried Beef Fillet Steak 中式煎牛柳
팬에 볶은 중국식 소고기 스테이크

1,688 2,588 3,3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Vegetable Selection  芹香爽菜  | 채소 샐렉션

Sautéed Mixed Mushrooms with Chicken Stock new 鸡汁炒杂菌
볶은 모둠 버섯과 닭고기 육수

788

Stir-fried Catathelasma Ventricosum Mushroom 火蒜腊肠老人头菌
버섯과 중국 소시시 볶음

788

Sautéed Wild Mushrooms with Black Pepper 橄榄油黑椒煸野菌
볶은 야생버섯과 검은 후추

788

S 小|소 M 中|중 L 大|대

Homemade Braised Bean Curd with 
Black Truffle and Lingzhi Mushroom

黑松露林芝菇自制豆腐
검은 송로버섯과 영지버섯을 

곁들인 수제 두부

788 1,188 1,588

Broccoli, Spinach, Chinese Cabbage, Asparagus 西兰花,菠菜,津白,芦笋
브로콜리, 시금치, 중국배추, 

아스파라거스

Cooking Style  烹调方法  | 조리법
Sautéed 清炒

볶음

Stir-fried with Garlic 蒜蓉
마늘과 함께 볶음

Oyster Sauce 蚝油
굴소스

S 小|소 M 中|중 L 大|대

588 888 1,1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Imported Vegetables  进口蔬菜  | 수입 채소

Kalan, Caixin, Pak Choy 广东芥兰,广东菜心,台北菜心
칼란,초이신,팍초이

Cooking Style  烹调方法  | 조리법
Sautéed 清炒

볶음

Stir-fried with Garlic 蒜蓉
마늘과 함께 볶음

Oyster Sauce 蚝油
굴소스

S 小|소 M 中|중 L 大|대

688 1,388 1,7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Rice and Noodles  饭,面  | 밥and누들

S 小|소 M 中|중 L 大|대

Fried Vermicelli with Barbecued Pork, 
Shrimp and Vegetables in Spicy 
Fermented Bean  

辣豆豉家乡炒米粉
매운 발효 콩과 돼지 바비큐,새

우,야채를 넣은 볶은 

버미첼리 누들

688 1,088 1,388

Braised E-Fu Noodles with Crab Meat 
and Enoki Mushroom  

蟹肉金菇干烧伊面
게살과 팽이버섯을 곁들인 

삶은 E-Fu 누들

688 1,088 1,388

Traditional Beef Ho Fan Noodles  干炒牛河 
전통식 소고기 호판 누들

888 1,388 1,788

Braised E-Fu Noodles and Wild Mush-
rooms with Black Truffle Oil  

松露野菌焖伊面
검은 송로버섯 오일을 곁들인 

E-FU 누들과 야생버섯 

888 1,388 1,788

Wok-fried Misua with 
Seafood and Egg  

海鲜炒面线
웍에 볶은 미수아와 해산물 and

달걀

1,288 1,988 2,588

Fried Rice with Minced 
Ginger and Galan new  

姜蓉榄粒炒饭
다진 생강과 갈란을 넣은 

볶음밥

588 888 1,188

Red Lantern Yang Chow Fried Rice 鱼子扬州炒饭
레드랜턴 양차우 볶음밥

688 1,088 1,388

Egg White Fried Rice, Fresh Crab Meat 
and Dried Scallops  new  

蛋白蟹肉瑶柱炒飯
건 가리비와 게살을 넣은 달걀 

흰자 볶음밥

888 1,388 1,78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Dessert  甜品  | 후식

Double-boiled Superior Bird’s Nest (Hot/Cold) 冰糖炖官燕 (冷/热)
두번 삶은 수페리어 제비집 (뜨겁게/차갑게)

3,888

Double-boiled Superior Bird’s Nest with Almond 
Cream in Fresh Coconut (Hot/Cold) 

杏仁炖官燕 (冷/热) 
알몬드 크림과 코코넛을 곁들인 두번 삶은 수페

리어 제비집 (뜨겁게/차갑게)

4,088

Chilled Lemon Grass Jelly with Calamansi 
Aloe Vera (Cold)

香茅芦荟冻 (冷)
깔라만시 알로에 베라를 곁들인 차가운 레몬 그

라스 젤리

268

Chilled Avocado with Sea Coconut (Cold) 鲜牛油果配蜜糖海底椰 (冷) 
차가운 아보카도와 시 코코넛

268

Chilled Mango Pureé with Sago and Pomelo  芒果西米露
사고and포멜로를 곁들인 차가운 망고 퓌레

268

Black Glutinous Rice with Coconut Ice Cream 
(Cold) 

黑糯米团配椰汁冰淇淋 (冷)  
검은 찹쌀과 코코넛 아이스 크림

268

Double-boiled Pear, Papaya and White Fungus 
(Hot/Cold)

雪梨万寿果 (冷/热)
두번 끓인 배,파파야와 흰 목이버섯 

(뜨겁게/차갑게)

268

Chilled Lychee Jelly (Cold) 清爽荔枝果冻 (冷)
차가운 라이치 젤리

268

Red Bean Pureé with Lotus Seed (Hot) 莲子红豆沙 (热) 
붉은콩 퓌레와 연자육

268

Chilled Almond Bean Curd with Fruits 杏仁滑豆腐 
차가운 알몬드 빈 커드와 과일

268



Vegetarian

Nut Spicy Seafood

new New ItemGluten 素

坚果 辣

new 新

海鲜

麸质 베지테리안

너트 매운맛

new 새로운

해산물

글루텐

询问厨师您选择的菜式是 否提供无麸质选项。
所有价格均为菲律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10%服务
费。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 提醒我们的服务团
队成员。

Ask the chef if your chosen selections are available in 
gluten-free op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your 
order taker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셰프에게 선택한 요리에 글루텐 프리.
옵션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십시오.

Taste of Canton  粤菜精选 | 광둥지역의 맛 
Chilled Snacks/Pastries  甜点  | 차가운 스낵/페스트리

Chilled Rice Ball with Red Bean Paste 红豆香蕉糯米糍
차가운 라이스 볼과 레드 빈 페이스트

268

Chilled Coffee Jelly 千层咖啡糕
차가운 커피 젤리

268

Chilled Coconut Soft Jelly 椰汁软糕
차갑고 부드러운 코코넛 젤리

268

Steamed Glutinous Rice Dumplings with 
Peanut Crunch  

雷沙汤圆
찐 찹쌀 덤플링과 땅콩 크런치

268

Baked Egg Yolk Puffs with Lotus Paste and 
Marinated Ginger  

洪姜莲蓉蛋黄酥
연꽃 페이스트와 절인 생강으로 구운 달걀 

노른자 퍼프

268

Baked Cashew Nut Custard Pastry  香酥美人腰
구운 캐슈넛과 커스타드 페스트리

268

Baked Custard Cream Puffs 枫叶奶黄酥
구운 커스타드 크림 퍼프

268

Deep-fried Sesame Ball with Lotus Paste 莲蓉芝麻球
튀긴 참깨 볼과 연꽃 페이스트

268

Chilled Snow Lady with Mango 雪媚娘
차가운 스노우 레이디와 망고

268

Deep-fried Kataifi Roll with Avocado Paste   鳄梨龙须卷
튀긴 ‘카타이피 롤’과 아보카도 페이스트

268

Deep-fried Chinese Pancake 香炸窝饼
튀긴 중국 팬케이크

268

Seasonal Fruit Platter 鲜果拼盘
모둠과일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