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ts   
 含坚果 | 견과류

gluten 
麸质 | 글루텐

seafood
含海鲜 | 해산물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If you are concerend about food allergies, please alert a member of our servic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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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요금은 PHP 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저희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세요 .

vegetarian
 素  | 베지테리안

please select 3 skewers of your choice.
可选3种  |  3가지 꼬치를 선택하세요

Pulled Pork Burger 
猪肉汉堡

돼지고기 버거

Pulled pork, soft bun, BBQ sauce,
cheddar cheese, jalapeño, avocado

猪肉, 软面包, 烧烤酱, 切达芝士, 墨西哥辣椒, 牛油果
부드러운 돼지고기, 부드러운 햄버거 빵, 

바베큐 소스, 체다 치즈할라피뇨, 아보카도 
 

 420

Acacia Burger 
金悦轩汉堡 | 아카시아 버거

Beef patty, sesame bun, Acacia wood-smoked bacon, pickles, 
whiskey-flambéed mushrooms, Swiss cheese

牛肉饼, 芝麻包, 槐木烟熏培根, 酸黄瓜, 威士忌火焰蘑菇, 瑞士奶酪
소고기 패티, 참깨 햄버거 빵, 아카시아 훈제 베이컨, 

피클, 위스키 향의 버섯, 스위스 치즈 

700

Solaire Signature Burger 
晨丽特色汉堡 

솔레어 시그니쳐 버거

Classic beef patty, sesame bun, 
tomato, lettuce, pickles

牛肉饼, 芝麻包, 番茄, 生菜, 酸黄瓜
클래식한 소고기 패티, 참깨 햄버거빵, 

토마토, 양상추, 피클

550

Filipino Favorites
菲律宾风情 | 필리핀의 맛

Bbq Skewers
BBQ 烤串 | BBQ 꼬치

Appetizers & Salads
开胃菜 & 沙拉 | 애피타이저와 샐러드

Burgers
汉堡 | 버거

Soups
汤 | 수프

Hot-smoked Norwegian Salmon    
热烟熏挪威三文鱼

뜨거운 노르웨이산 훈제연어

Pickled baby vegetables, 
horseradish cream, watercress salad

腌制的小菜, 辣根奶油, 水芹菜沙拉
야채 피클, 홀스 래디쉬 크림, 물냉이 샐러드

 

680

Prawn and Green Mango Salad  
大虾绿芒果沙拉

새우와 그린 망고 샐러드

Tomatoes, red radish, coriander,  
coco vinaigrette

番茄, 红萝卜, 芫荽, 椰子醋
토마토, 적무, 고수, 
코코 비네그렛트

870

Cream of Mushroom Soup  
热烟熏挪威三文鱼

버섯 크림 수프

Roasted cippollini mushrooms,  
wild mushrooms, crème fraîche 
腌制的小菜, 辣根奶油, 水芹菜沙拉

구운 치폴리니 버섯, 야생 버섯, 크림 프라쉐

370

Homemade Korean Kimchi   
手工韩国泡菜 | 수제 김치

Classic cabbage, cucumber, 
water kimchi, radish kimchi

经典卷心菜，黄瓜，大白菜，白萝卜
배추김치, 오이김치, 물김치 깍두기

260

Tanigue Ceviche    
塔尼克腌鱼

타니케 (생선) 세비체

Fresh coconut milk, lime,
salted egg, crushed chicharron

新鲜的椰奶, 青柠, 咸蛋, 炸猪皮 
신선한 코코넛 크림 라임, 염지 계란, 

잘게 부순 튀긴 돼지껍질

370

Basil-spiced Chicken Soup 
罗勒香辣鸡汤

바질향의 닭고기 수프

Ginger, basil-spiced chicken broth,  
mushrooms, broccoli 

姜, 罗勒辣鸡汤, 蘑菇, 西兰花. 
생강, 바질로 재운 닭고기 육수, 버섯, 브로콜리 

250

Grilled Romaine Lettuce  
烤罗马生菜 | 구운 로메인 상추

Crispy pork mask, heirloom tomatoes,  
blue cheese dressing

脆猪皮, 传统西红柿, 蓝纹芝士汁 
바삭한 돼지 볼살, 토마토, 블루 치즈 드레싱 

480

Crispy Bangus Skin    
脆皮虱目鱼  | 바삭하게 튀긴 방구스 생선

Salted egg, tomatoes 
and radish salad

咸蛋，番茄和萝卜沙拉
염지 달걀,토마토와 무 샐러드 

670

Acacia’s Modern Ubod   
Lumpia Salad  

菲式春卷沙拉
아카시아 모던 룸피아 샐러드

230

Traditional Caesar Salad  
传统凯撒沙拉

클래식한 시저 샐러드 

Classic dressing, crispy bacon, 
ciabatta croutons, and parmesan

经典酱料，香脆培根，西巴达面包丁，帕尔马干酪
클래식한 드레싱, 바삭한 베이컨, 

치아바타 크로통, 파마산

290

Kare-kareng Baka  
菲式煮牛肉  | 카레카랭 바카 

USDA beef cheeks, eggplant, string beans, 
banana blossom, shrimp paste

美国牛脸肉，茄子，四季豆，香蕉花，虾酱
미국산 소고기 볼살,가지,껍질 콩, 바나나 블로섬,새우 페이스트

680

Malaysian Chicken Sate 
马来西亚鸡肉沙爹串  | 말레이시안 닭고기 사테

Malaysian Lamb Sate  
马来西亚羊肉沙爹串  | 말레이시안 양고기 사테

Malaysian Beef Sate   
马来西亚牛肉沙爹串  | 말레이시안 소고기 사테

Classic Beef Salpicao    
经典牛肉  | 클래식 소고기 사우피캉

USDA Beef with Sweet Soy Sauce
美国牛肉串  | 미국산 소고기와 달콤한 간장 소스

Pancit Canton    
菲式海鲜面
판싯 깐톤

Egg noodles, served with chicken breast, 
chicken liver, pork, calamansi

鸡蛋面，配以鸡胸肉，鸡肝，猪肉，酸柑
 애그 누들, 닭가슴살, 닭 간, 돼지고기, 깔라만시

430

Crispy Pata Sisig with Foie Gras
脆皮帕塔西西格配 

크리스피 파타 시식과 푸아그라

Deep-fried crispy pork knuckle, 
mayonnaise, calamansi, spring onion, 

and chili, seared duck liver
脆皮炸猪脚，椰奶，酸柑，小葱，辣椒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 마요네즈, 깔라만씨, 
쪽파, 칠리, 소금에 절인 오리 간

320

Tokwa’t Baboy
with spicy vinegar 

and sour soya sauce
辣醋酸辣酱油东华豆豉汤

토크와 바보이
매운 식초와 신맛이 강한 간장 소스

290

Chicken Adobo  
菲式鷄肉  | 치킨 아도보

Mango and papaya salsa, 
boiled egg, and sweet potato hash
芒果和木瓜沙拉，水煮蛋，甜土豆泥

망고와 파파야 살사, 삶은 달걀,달콤한 감자

300

Acacia Seafood Sinigang  
菲式海鲜酸汤  |  아카시아 해물 시니강

Baked salmon, prawns, clams, 
beans, daikon, water spinach 

烤培根, 大虾, 蛤蜊, 豆, 萝卜, 空心菜
구운 연어, 새우, 조개, 콩, 무

600

Chicken Inasal
烤鸡  | 닭고기 이나살

Longganisa from Batac
巴塔克烤肠串  | 롱가시나 소시지

Inihaw na Tuna Belly  
烤金枪鱼  | 아니하우 참치

Prawn skewer, chili, lemon 
大虾串, 辣椒, 柠檬  | 새우, 칠리, 레몬

Pork Havanera Marinate
腌制猪肉  | 하바네라로 양념한 돼지고기

Pancit Luglug 
at Halabos na Hipon      

菲 式 炒 面
판씻 루구랑 앗 하라보스 힛폰

Rice noodles, aligue sauce, 
prawns, boiled egg

米粉、阿里格酱、大虾、水煮蛋
쌀면, 아리고 소스, 새우, 삶은 계란

510

Classic Sisig
经典西西格 | 클래식 시식

Deep fried crispy pork knuckle, 
mayonnaise, calamansi, chili, spring onion

脆皮炸猪脚，蛋黄酱，酸柑，辣椒，小葱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 마요네즈, 

깔라만시, 칠리, 쪽파

200

Bicol Express-style Crispy Pata Sisig
比科尔风格的香酥帕塔西西格

비콜 익스프레스
스타일 크리스피 파타 시식 

 Deep fried crispy pork knuckles, 
coconut milk, calamansi, 
and spring onion, chili

脆皮炸猪脚，椰奶，酸柑，小葱，辣椒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 코코넛 밀크, 

깔라만시, 쪽파, 칠리

310

Pork Belly Adobo 
猪腩煲  | 돼지 아도보

Mango and papaya salsa, boiled egg, 
and sweet potato hash

芒果和木瓜沙拉，水煮蛋，甜土豆泥
망고와 파파야 살사,삶은 달걀,달콤한 감자

560

Pinangat na Bangus  
wrapped in gabi leaves

班兰叶包牛奶鱼
가비 잎으로 싼 방우스 생선

 270

750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If you are concerend about food allergies, please alert a member of our servic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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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요금은 PHP 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우려되시는 분은 저희 서비스 팀에게 알려주세요 .

 nuts   
 含坚果 | 견과류

gluten 
麸质 | 글루텐

seafood
含海鲜 | 해산물 

vegetarian
 素 | 베지테리안

Steamed rice 
白米饭 | 밥

70

Garlic rice 
蒜香炒饭 | 마늘밥

75

Kimchi fried rice
泡菜炒饭| 김치 볶음밥

110

Yangzhou fried rice  
扬州炒饭| 양차우 볶음밥

130

Garden green salad 
花园沙拉 | 그린 샐러드

90

Creamed spinach
奶油菠菜 | 크림 시금치

210

Wok-fried spinach 
清炒菠菜| 웍에 볶은 시금치

110

Wok-fried broccoli, spicy peanuts  
清炒西兰花, 辣花生 | 웍에 볶은 브로콜리와 매운 땅콩

80

Macaroni n’ Cheese 
通心粉’N奶酪 | 마카로니와 치즈

230

Grilled corn on the cob 
烤玉米 | 구운 옥수수

110

Stack of onion rings  
洋葱圈烤串 | 양파링

110

Korean pancake omelette   
韩式蛋卷| 파전

70

Garlic mashed potatoes 
蒜蓉土豆泥 

갈릭 매쉬 포테이토
130

Classic or sweet potato fries 
薯条：经典或红薯

클래식 또는 고구마 튀김
70

Loaded baked potatoes
烤土豆 | 베이크 감자

220

Sauces & Condiments
酱汁&调味品 | 소스와 양념

Side Dishes 
配菜 | 사이드 디쉬

Creamy béarnaise sauce   
奶油蛋黄酱

크림 베어네즈 소스

Black and green peppercorn
青黑胡椒

블랙 & 그린 페퍼콘

Melted butter with lemon and parsley
黄油配柠檬西芹  | 녹은 버터와 레몬&파슬리        

Forest mushroom sauce  
蘑菇汁 | 버섯 소스

Hickory smoked BBQ 
山核桃木烟熏烧烤汁 | 히코리 스모크 바비큐

Creamy horseradish
奶油辣根 | 크림 홀스래디쉬

Japanese sesame dip
日式芝麻酱 | 일식 참께 소스

Soy-calamansi sauce
酸柑酱油 | 간장-깔라만시 소스

Premium soy sauce
上等酱油 

프리미엄 간장 소스

Pinakurat
菲律宾辣椰子醋

피나쿠랏(식초 칠리 소스)

From the Sea
海鲜 | 해산물

Acacia Meat Platter   
Korean-marinated USDA beef, chicken inasal, pork habanera, longganisa, 

northern-style Chinese lamb chops, smoked BBQ pork ribs
( Served with dipping sauces )

韩国腌制的美国牛肉、鸡肉、猪肉、菲式烤肠、 北方羊排、烟熏排骨搭配蘸酱食用
갈비구이, 치킨 이나살, 돼지고기 하바나, 롱가니사, 중국 북방식 양고기, 훈제 돼지갈비를 주문하시면 소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Good for 2-3 persons  |  金悦轩肉类拼盘 2-3 人份  |  아카시아 미트 플래터 2-3 인분)  

5,400

Meaty Mains
肉类主菜  | 고기 메인 코스

S T E A K S
牛排     스테이크 | 

Prime-aged American Black Angus Beef
顶级美国安格斯牛肉 | 프라임 아메리칸 블랙 앵거스 비프

Center-cut filet steak  
200 grams

中切菲力牛排 200克
센터 컷 필렛 스테이크 (200g)

2,400

Norwegian Salmon 
wrapped in banana leaves 

香蕉叶包挪威三文鱼
바나나 잎으로 싼 노르웨이산 연어 

Tomatoes, onions, ginger, buro
番茄, 洋葱, 生姜, 菲律宾腌菜

토마토, 양파, 생강, 부로
 

520

     Baked Korean Oyster    
with pandesal crumbs, 

calamansi aioli
烤韩国生蚝配大蒜屑, 配青柑酱油汁
베이킹한 한국산 굴과 판데살 가루, 

깔라만시 에이올리

680

Grilled Maya-Maya    
crusted with Pangasinan salt 

served with Balayan
菲律宾巴拉扬风味烤鱼, 

外皮粘有彭加锡南盐
구운 마야마야와 발라얀을

곁들인 팡가시난 소금 

 890

Market-fresh Seafood Platter  
Seasonal lobsters, prawns, mussels, scallops, 

and market-fresh fish of the day grilled with olive oil, garlic, lemon, and herbs 
季节性的龙虾、大虾、青口、扇贝和市场上的鲜鱼 用橄榄油、大蒜、柠檬和香草烤制

랍스터, 새우, 홍합, 관자와 오늘의 신선한 생선 오일, 마늘, 레몬과 허브

(Good for 2-3 persons  |  金悦轩肉类拼盘 2-3 人份  |  아카시아 미트 플래터 2-3 인분)  

3,500

  Cajun Tuna Steak 
卡真金枪鱼排

케이준 참치 스테이크

Homemade Cajun spice,  
double smoked and fire grilled
自制卡真辣椒酱, 双层烟熏和火烤

수제 케이준 스파이스, 훈제와 직화 구이

 710

     Spicy Grilled Squid    
(Ojingeo-tonggui)

韩国辣烤鱿鱼
통 오징어 구이 

 
 720

Fish on a Stick  
鲈鱼串   |  피쉬 온 어 스틱 

Steckerlfisch-style Mediterranean sea bass 
marinated in sea salt, lemon, and herbs

地中海鲈鱼 “Steckerlfisch 风格”用海盐, 柠檬香草腌制
‘슈테케를피슈 스타일’바다 소금으로 양념한 농어

2,700

Korean-style BBQ Pork Belly  
(Samgyeopsal)

韩式烤五花肉
삽겹살

270

Rib eye steak 
300 grams

肋眼牛排 300克
립 아이 스테이크 (300g)

2,200

    Spicy Chicken BBQ  
(Dak-galbi)

韩式辣味烤鸡
닭갈비

270

Classic cut New York sirloin  
300 grams

经典纽约西冷牛排 300克
뉴욕 실로인 클래식 컷 (300g) 

2,700

  Korean-style BBQ Beef Ribs  
(Galbi-gui)

韩式烤牛肋骨
갈비구이

1,700

Ultimate T-Bone 
600 grams

顶级T骨牛排 600克
티본 스테이크 (600g)

6,200

Smoked BBQ Pork Ribs    
Bourbon BBQ sauce

烟熏烤排骨, 波旁烧烤酱
훈제 돼지고기 바베큐와 버번 바베큐 소스

630

Tomahawk Steak 
1, 500 grams

战斧牛排 1,500克
토마호크 스테이크 (1, 500g) 

6,800

Northern-style
Chinese Lamb Chops

中国北方烤羊排
중국 북방식 양고기

 
2,400

Snake River Farms Wagyu Beef
来自美国爱达荷州蛇河农场的美式饲养和牛 | 미국 스테이크 리버에서 방목한 와규 소고기

Flank steak 300 grams

侧翼牛排 300克  | 플랭크 스테이크 (300g)

2,700 

Rib eye 300 grams
肋眼牛排 300克  | 립 아이 (300g)

3,900

Tenderloin 200 grams

里脊牛排-200克  | 안심 (200g)

3,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