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NDWICHES  三明治 | 샌드위치

MAIN COURSE  主餐 | 메인 코스

SOUP  汤 | 수프

WONTON NOODLES IN SUPERIOR STOCK 
WITH SHRIMP DUMPLINGS
上汤云吞面 | 새우 만두가 들어있는 완탕면

480

CONGEE WITH DRIED STOCKFISH, 
PEANUTS AND CONDIMENTS
粥，配有鳕鱼干、花生和佐料 
중국식 죽과 죽 반찬 (마른 생선, 땅콩, 양념)

420

SINIGANG 菲式酸汤
Traditional sour stew with a choice of pork
salmon belly or prawns
传统的酸炖肉, 可选择猪肉、三文鱼肚子或虾
필리핀 전통 수프 시니강, 돼지고기, 연어 뱃살, 새우 중 하나 선택

620

SOLAIRE SIGNATURE BURGER
晨丽经典汉堡 | 솔레어 시그니쳐 버거
All-natural Angus beef, bacon, cheddar cheese, crispy onions 
and traditional chipotle mayonnaise
全天然安格斯牛肉、培根、切达奶酪、
洋葱碎和传统干红椒蛋黄酱 完全有機
앙구스 비프 패티, 베이컨, 체다 치즈, 구운 양파, 마요네즈

900

THE SOLAIRE TRIPLE DECKER CLUB
晨丽俱乐部三明治 | 솔레어 트리플 데커 클럽 샌드위치
Grilled chicken salad, bacon, fried egg, lettuce 
tomato, Gruyère cheese and Dijonnaise
烤鸡肉沙拉、培根、煎蛋、生菜、番茄、
格鲁耶尔干酪和地戎芥末酱
그릴 치킨 샐러드, 베이컨, 계란 프라이, 상추, 
토마토, 그뤼에르 치즈와 디조네이즈 소스   

880

PANCIT CANTON 
菲式炒粉 | 판싯 칸톤
Stir-fried egg noodles, chicken, shrimp
shiitake mushrooms, and vegetables
炒鸡蛋面、鸡肉、大虾、香菇和蔬菜  
닭고기, 새우, 표고버섯, 각종 야채와 함께 볶은 필리핀 식 면 요리

570

DRIED EGG NOODLES 
WITH TENDER STEWED BEEF BRISKET
红烧牛肉面
삶은 소고기 양지와 달걀 국수 볶음

700

YANGZHOU FRIED RICE 
扬州炒饭 | 양차우 볶음밥
Classic fried rice with egg and Yunnan ham
搭配鸡蛋和云南火腿的经典炒饭 
계란과 원난햄을 넣은 볶음밥

550

HAINAN CHICKEN
回味海南鸡饭 | 하이난 치킨
Poached chicken, ginger, chicken broth
chili and dark soy sauce served
水煮鸡肉、生姜、鸡汤、红辣椒和老抽，提供芳香可口的白米饭
전통식으로 조리한 싱가폴식 하이난 치킨 밥

800

LIGHT BITES  小食 | 간단한 스낵

CAESAR SALAD | 凯撒沙拉 | 시저 셀러드
Homemade Parmesan crisp, paprika ciabatta croutons 
and classic dressing
自制帕尔马干酪酥、辣椒脆皮油煎面包块和经典沙拉酱
홈메이드 파마산 크리스프, 파프리카 치아바타 크루통 및 
클래식 드레싱

600

Add a choice of: 
可选:
추가 선택사항:

CHAR-GRILLED CHICKEN BREAST
炭烧鸡胸 | 숯불에 구운 닭 가슴살

720

GRILLED PRAWNS
烤大虾 | 그릴에 구운 새우

880

MESQUITE GRILLED SALMON
梅斯基特烤鲑鱼
메스키트 불에 구운 연어

830

PORK AND PRAWN SIU MAI
猪肉大虾烧麦 | 시오마이 (돼지고기&새우) 만두

480

STEAMED HAR KAU
蒸虾饺 | 하가오 (새우만두)

460

FLUFFY BARBECUED PORK PUFFS
叉烧酥 | 돼지고기 바베큐 퍼프

460

All prices are in PHP; VAT 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If you are concerned about food allergies, please alert a member of our service team.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기가있는 경우 주문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所有食品均以菲律宾比索(PHP)计价；含增值税 (VAT)，须加收 10%服务蕒。如担心食品过敏，请提醒我们的送餐销售代理.



All prices are in PHP; VAT 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If you are concerned about food allergies, please alert a member of our service team.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기가있는 경우 주문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所有食品均以菲律宾比索(PHP)计价；含增值税 (VAT)，须加收 10%服务蕒。如担心食品过敏，请提醒我们的送餐销售代理.

MAIN COURSE  主餐 | 메인 코스

DESSERTS  甜品 | 디저트

ADOBO 阿斗波 | 아도보
Choice of chicken or pork
Slow-cooked in a tangy stew of cane vinegar, soy and garlic
选择鸡肉或猪肉搭配浓郁的甘蔗醋、大豆和大蒜 文火慢炖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 중 (택1)
식초, 간장과 마늘을 넣어 천천히 조리한 필리핀 음식

710

SAMBAL PRAWNS 叁芭虾 | 삼발 새우 볶음
Sautéed prawns with homemade sambal, garlic
coriander and lime served with steamed rice
用自制参巴酱、蒜头、香菜和酸橙烹炒的大
提供芳香可口的白米饭
매운 삼발 소스에 볶은 새우. 밥과 함께 제공

1,150

BLACK PEPPER BEEF
黑椒牛肉 | 검은 후추소스로 볶은 소고기
Prime cuts of beef seasoned with pepper and garlic
胡椒蒜香风味优质切块牛肉
후추, 마늘로 양념한 최고 품질의 쇠고기

1,100

SO GALBI JIM
韩式炖牛排 | 소갈비 찜
Braised Korean beef short ribs, kimchi, namul and miso
served with fragrant steamed rice
焖炖韩式牛小排、泡菜、时令素菜和味噌，
提供芳香可口的白米饭
푹 삶아낸 한국식 소 갈비찜, 나물과 된장국, 밥 과 함께 제공

1,920

KIMCHI FRIED RICE
泡菜炒饭 | 김치 볶음밥
Korean-style spicy fried rice with kimchi
pork belly, fried egg and chili paste
韩式辣味炒饭，带泡菜、五花肉、煎蛋、豆酱和辣椒酱
한국 스타일의 김치, 삼겹살, 계란 프라이,  고추장을 더한 볶음밥

820

FROM THE CHAR-GRILL
烧烤 | 차콜 그릴 메뉴
Char-grilled with sea salt, black peppercorn 
and extra virgin olive oil
烘烤时辅以海盐、黑胡椒 和 初榨橄榄油
소금, 후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아래에 
메뉴들을 차콜 그릴에 구워 드립니다.

ATLANTIC SALMON 200g
大西洋鲑鱼 200克 
대서양 연어 200g

1,400

ROSEMARY SPRING CHICKEN
迷迭香童子鸡
로즈마리 스프링 치킨

1,100

INIHAW NA LIEMPO
烤制五花肉
필리핀식 삼겹살 구이 ‘ 리엠포’

1,200

PASTA
意大利面 | 파스타
Choice of penne or spaghetti
可选意大利宽面条、通心粉或细面条
패네 또는 스파게티 중에 선택

BOLOGNAISE
炖牛肉 | 볼레네즈 파스타
Braised beef, garlic, plum tomatoes and parsley
炖牛肉、大蒜、梨形番茄和欧芹
소고기, 마늘, 토마토, 파슬리

780

HOMEMADE ICE CREAM
自制冰淇淋
홈 메이드 아이스크림

250

PER SCOOP, CHOICE OF: 
选配:
다음 중 선택:

FRESH FRUITS IN SEASON
时令水果
신선한 계절과일

750

SERVED WITH A CHOICE OF:
可选：
다음 중 선택:

Roasted almond 
烤杏仁
구운 아몬드

Strawberry 
草莓
딸기

Vanilla 
香草
구운 아

Chocolate 
巧克力
초콜릿

Salted Caramel 
咸味焦糖
짭짭할 카라멜

Ube 
紫薯
우베

Honey, mint and lime 
蜂蜜、薄荷和青柠檬 
꿀, 민트 및 라임

Mango yogurt 
芒果酸奶
망고 요거트

Sugarcane and coconut cream 
蔗糖和椰子奶油
사탕수수와 코코넛 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