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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AY BREAKFAST
全日早餐   올 데이 브랙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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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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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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ALL-DAY BREAKFAST  全日早餐  올 데이 브랙퍼스트

Solaire Club Filipino Breakfast Set   
索莱尔俱乐部 菲律宾早餐套餐 솔레어 클럽 필리핀식 조식 세트
Market-select fruit juice  
鲜榨果汁  생과일 주스
Choice of: Calamansi • Mango • Pineapple • Lemonade • Orange • Watermelon 
可选酸柑、芒果、菠萝、柠檬水、柳丁橙或西瓜    선택: 깔라만시, 망고, 파인애플, 레몬에이드, 오렌지, 수박
Assortment of pastries  
各式糕点 다양한 페이스티리
Ensaymada, pan de sal, and home-baked soft rolls  
菲式甜面包，小餐包，自制软面包  엔사이마다, 판데살, 홈 베이킹 소프트 롤
Two eggs (any style) with chicken tocino served with pork longganisa, beef tapa, 
fried eggplant, and garlic rice  
两个鸡蛋（任意样式）和腌鸡肉，搭配猪肉香肠、牛肉酱、炸茄子和蒜香米饭 
투 에그 (조리법 선택) 스타일 : 치킨 토치노, 롱가니사 소시지, 소고기 타파, 가지 튀김, 마늘밥과 함께 제공
Philippine Buffalo cheese (kesong puti) with olive oil  
菲式奶酪和橄榄油  필리핀 버팔로 치즈와 올리브 오일
Fresh fruits in season 
时令鲜果  신선한 계절 과일
Choice of freshly brewed coffee or tea  
可选现煮咖啡或茶  신선한 커피와 차 중에 하나 선택  

780

Classic American Breakfast Set  

经典美式早餐
클래식 아메리칸 조식
Market-select fruit juice  
当季新鲜果汁  신선한 과일
Choice of: Calamansi • Mango • Pineapple • Lemonade • Orange • Watermelon 
可选酸柑、芒果、菠萝、柠檬水、柳丁橙或西瓜    선택: 깔라만시, 망고, 파인애플, 레몬에이드, 오렌지, 수박
Two farm-fresh eggs (any style)  
两只土鸡蛋（任意样式） 투 에그 (조리법 선택) 스타일
Pork sausages, hash browns, and your choice of cured bacon or cooked ham  
猪肉香肠，炸薯饼，自选腌培根或煎火腿 
돼지고기 소시지, 해쉬 브라운 그리고 커브 베이컨 또는 햄 중에 하나 선택해주세요.
Assortment of freshly baked croissants, breakfast pastries, and muffins  
各式新鲜出炉的羊角面包、油酥糕点和松饼   다양한 베이커리 바스켓 (크로와상, 페이스트리, 머핀)
Toast (choice of plain or whole wheat)  
吐司（可选原味或全麦） 토스트 (플레인 또는 통밀빵 중에 선택)
Butter and fruit preserves  
黄油和蜜饯  버터와 과일조림
Fresh fruits in season  
时令鲜果  신선한 계절과일
Choice of freshly brewed coffee or tea 
可选现煮咖啡或茶  신선한 커피와 차 중에 하나 선택

790



Corned Beef Hash   
Crispy hash potatoes, corned beef, fried egg, and pickles

玉米牛肉哈希 
콘 비프 해쉬
脆土豆饼，玉米牛肉，煎蛋，腌菜 
크리스피 해쉬 포테이코, 콘 비프 계란 후라이, 피클

450

Steak & Egg Breakfast 
Grilled minute steak, fried egg, roasted mushrooms, and potatoes
牛排和鸡蛋早餐  
烤小牛排，煎蛋，烤蘑菇，土豆
스테이크 & 애그 브랙퍼스트 
구운 스테이크, 달걀 후라이, 구운 버섯, 감자 

1,250

Champorado  
Rice porridge, evaporated milk, ube, and crispy dried dangit 
菲式甜点 香波拉多（巧克力椰子糯米）  
大米粥，淡奶，紫薯，魚干
참포라도 죽 
쌀 죽, 무가당 연유, 우베, 바삭한 말린 생선

250

Classic French Toast   
Caramelized bananas, whipped cream, and maple syrup
经典法式吐司 
焦糖香蕉，鲜奶油，枫糖浆
클래식 프랜치 토스트 
카라멜라이즈 바나나, 휘핑 크림, 메이플 시럽

250

Traditional American Pancake Stack  
Blueberry compote, vanilla whipped cream, and maple syrup
传统美式煎饼栈 
蓝莓果酱，香草鲜奶油，枫糖浆
클래식한 미국식 팬 케이크 
블루베리 콩포테, 바닐라 휘핑 크림, 메이플 시럽 

220

Belgian Waffles   
Marinated strawberries, vanilla whipped cream, and chocolate sauce
比利时华夫饼 
腌制草莓，香草鲜奶油，巧克力酱
벨기에 와플 
딸기, 바닐라 휘핑 크림, 초콜릿 소스 

220

Oven-fresh Bakery Basket    
Served with butter, honey, jam, and marmalade
烤箱新鲜面包篮
黄油，蜂蜜，果酱，橘子酱
오븐에 갓구운 신선한 빵 바스켓 
버터, 꿀, 잼, 마멀레이드 

350

Ensaymada   
Mung beans, ube, and sweet butter

菲式奶酪面包 
绿豆，紫薯，甜牛油
몽고, 우베, 달콤한 버터

190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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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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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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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TIZERS
AND SALADS
开胃菜和沙拉   에피타이저와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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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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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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APPETIZERS AND SALADS  开胃菜和沙拉 에피타이저와 샐러드

Traditional Caesar Salad  
Classic dressing, crispy bacon, ciabatta croutons, and parmesan
传统凯撒沙拉
经典酱料，香脆培根，西巴达面包丁，帕尔马干酪
시저 샐러드 
클래식한 드레싱, 바삭한 베이컨, 치아바타 크로통, 파마산

290

Pako Salad 
Fiddlehead fern, watermelon, local white cheese, freshwater prawn,  
and organic salted egg
白菜沙拉
蕨菜，西瓜，白奶酪，淡水大虾，有机咸蛋 
파코 샐러드 
청나래 고사리, 수박, 화이트 치즈, 새우, 올가닉 달걀

810

Simple Chopped Salad  
Seasonal greens, cress, avocado, crisp potatoes, and Dijon vinaigrette
时蔬沙拉
时令蔬菜，西芹，牛油果，清脆土豆，第戎醋汁
찹 샐러드
계절 채소, 물냉이, 아보카도, 바삭한 감자, 디존 비네그렛트 

480

Classic Tomato & Mozzarella
Vine-ripened tomatoes, fresh mozzarella, basil, and aged balsamic
经典番茄和马苏里拉奶酪 
成熟西红柿，新鲜马苏里拉奶酪，罗勒叶，陈年黑醋
클래식 토마토 & 모짜렐라
토마토, 신선한 모짜렐라, 바질, 숙성시킨 발사믹

850

Acacia Modern Lumpia Salad  
Fresh lumpia with native greens, cashew nut and garlic dressing
现代块根沙拉 
新鲜的块茎，配以天然蔬菜，腰果和大蒜酱
아카시아 모던 룸피아 샐러드  
신선한 룸피어와 네이티브 그린, 캐쉬넛과 갈릭 드래싱

220

Prawn and Green Mango Salad 
Tomatoes, red radish, coriander, and coco vinaigrette
青芒虾沙拉
番茄，红萝卜，香菜，椰汁酱
새우와 그린 망고 샐러드
토마토, 적무, 고수, 코코 비네그렛테 

890

Tanigue Ceviche 
Fresh coconut milk, lime, salted egg, crushed chicharron
塔尼克腌鱼
新鲜的椰奶，青柠，咸蛋，炸猪皮
테니게 생선 새비체 
신선한 코코넛 우유, 라임, 솔티드 애그, 잘게 부순 치차롱

370

Homemade Korean Kimchi  
Classic cabbage, cucumber, water kimchi, radish kimchi 
手工韩国泡菜
经典卷心菜，黄瓜，大白菜，白萝卜
수제 김치 
배추김치, 오이김치, 물김치, 깍두기

260



One-pound Filipino-style Mussels   
Simmered with garlic, coriander and tomatoes, grilled sourdough
一磅“菲律宾式”贻贝
用大蒜，香菜和番茄熬制，烤酸面团
필리핀 스타일 홍합요리 
마늘,고수와 토마토와 함께 끓인 홍합,구운 반죽  

660

Crispy Bangus Skin  
Served with salted egg, tomatoes and radish salad
脆皮虱目鱼 
咸蛋，番茄和萝卜沙拉
바삭하게 튀긴 방구스 생선 
염지 달걀,토마토와 무 샐러드 

670

Kimbap   
Korean-style rice roll
韩国紫菜包饭
韩式饭卷
김밥

190

Sushi & Sashimi Sampler 
2 kinds of daily-market selected sashimi, 4 pieces of nigiri,
assorted rolls and maki, freshly grated wasabi, and pickled ginger
寿司和生鱼片
每日市场精选生鱼片(2种)，寿司(4个)
什锦卷和卷饼，芥末和腌制姜
회 2종류, 초밥 4종류
모듬 롤과 마끼 (와사비, 생강 피클하고 함께 제공)

960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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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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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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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CKS
AND DIM SUM
小吃和点心   스낵과 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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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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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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SNACKS & DIM SUM 小吃和点心  스낵과 딤섬

Soft-shell Crab Tempura  
with dipping sauce
软壳蟹天妇罗，蘸酱汁
소프트 쉘 크랩 튀김과 소스

420

Prawn and Vegetables Tempura  
with dipping sauce
虾和蔬菜天妇罗，蘸酱汁
새우와 야채 튀김과 소스

380

Salt and Pepper Squid  
with wasabi mayonnaise
椒盐鱿鱼，芥末蛋黄酱
소금과 후추로 같이 튀겨낸 오징어와 와사비 마요네즈

440

Beer-battered Prawns  
with chipotle aioli
啤酒大虾，墨西哥辣酱汁
맥주로 반죽한 새우와 치폴레 아이올리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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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spy Fried Mozzarella Sticks  
with spicy marinara sauce
酥脆的油炸马苏里拉奶酪条，辣味马利那拉酱
바삭한 모짜렐라 치즈 튀김 스틱과 매운 마리나라 소스

220

Fritto Misto    
Prawns, squid, fish filet, tartar sauce, lemon
煎饼，大虾，鱿鱼，鱼片，塔塔酱，柠檬
프리토 미스토 
새우, 오징어, 생선살, 타르타르 소스, 레몬 

450

Crispy Fried Pizza Pockets 
Tomatoes, salami, mozzarella  
香脆的油炸比萨饼，西红柿，萨拉米，马苏里拉奶酪
바삭하게 튀긴 피자 포켓 
토마토, 살라미, 모짜렐라 

200

Chicken Wings (6 pieces)
鸡翅(6只)
치킨 윙 (6 조각)
Buffalo style, blue cheese dip  
水牛城风格，蓝奶酪蘸酱  |  버팔로 스타일,블루 치즈 소스
Spicy Korean, spring onions  
韩式辣味，洋葱 |  한국식 양념 소스, 쪽파
Sichuan style, peanuts, chili  
川味，花生，辣椒  |  매운 사천 소스, 땅콩, 칠리

400



Crispy Vegetable Spring Rolls 
with sweet chili sauce
脆皮蔬菜春卷,甜辣酱汁
바삭한 야채 스프링 롤
달콤한 칠리소스와 함께 제공

180

Classic Har Gow (4 pieces)  
Shrimp dumpling, potato flour wrapper
经典虾饺（4粒）
하가오 -새우만두 (4 pieces) 
감자 밀가루로 만든 새우 만두 

280

Pork and Shrimp Siu Mai (4 pieces)  
猪肉虾仁烧卖(4粒)
시오마이 - 돼지고기와 새우 혼합 만두 (4 pieces)
돼지고기와 새우로 혼합해서 만든 만두, 칠리 오일소스와 함께 제공

280

Steamed BBQ Pork Buns (3 pieces)  
叉烧包 (3粒)
돼지고기 BBQ 찐만두 (3 pieces)

160

Pan-fried Radish Cake  
with Solaire Signature XO Sauce, spring onions
煎萝卜糕，xo酱，葱花 
팬에 구운 레디쉬 케이크
솔레어 시그니처 XO 소스와 쪽파와 함께 제공

240

Steamed Chicken Feet
in black bean sauce
豉汁蒸凤爪
닭발 
찐 닭발과 블랜 빈 소스  

170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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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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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12



SOUPS AND CONGEE
汤类及粥类  수프와 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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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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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SOUPS 汤类 수프

Mushroom Cream Soup  
Roasted cipollini mushrooms, wild mushrooms, crème fraiche
蘑菇奶油汤 
烤蘑菇，野生蘑菇，焦油果酱
머쉬룸 크림 수프
구운 치폴리니 버섯, 야생버섯, 크림 프라쉐

370

Campfire Seafood ‘Gumbo’  
Robust seafood soup, tomatoes, garlic, herbs, garlic bread
篝火海鲜‘秋葵浓汤’ 
浓郁的海鲜汤，西红柿，大蒜，香草，蒜蓉面包
해산물 캠프파이어 ‘굼보’
로버스트 해산물 수프, 토마토, 마늘, 허브, 마늘빵 

730

Bulalo  
Sous-vide cooked USDA beef shank, bone marrow, 
corn on the cob, and sweet plantain
菲式牛骨汤 
煮熟的USDA牛腿，骨髓，玉米棒, 香蕉芭乐
필리핀식 갈비탕 ‘불랄로’
천천히 끓인 미국산 소 정강이, 사골

1,100

Sinigang
Traditional sour stew with your choice of meat:
菲式酸汤
传统菲式酸汤 (请在如下三种中选择配料)
시니강 (시큼한 필리핀 수프)
아래 중 선택 하나
        Shrimp  
        虾  |  새우
        Salmon belly  
        三文鱼肚 |  연어 뱃살
        Pork belly 
        猪肚  |  삼겹살

580

380

310

Sweet & Sour Seafood Soup   
Stir fried seafoods, sweet and sour sauce , capsicums
酸甜海鲜汤
炒海鲜，糖醋酱，灯笼椒
달콤하고 신맛의 해산물 수프   
다양한 해산물, 피망, 달콤하고 시큼한 소스를 이용해 만든 수프

160

Double-boiled chicken soup, ginseng, mushrooms
人参菌菇煲鸡汤
두번 끓인 닭고기 수프, 인삼, 버섯

470

Chinese Daily Soup
Chicken soup, chicken breast, egg drop, sesame oil, and scallion
中式鸡汤
중국식 닭고기 수프   

170

Jjampong Bap 
Spicy Korean seafood soup with rice
韩式海鲜泡菜汤伴饭
韩国辣味海鲜汤饭
짬뽕밥

380



CONGEE 粥类 죽

Traditional Plain Congee 
传统白粥
전통적인 흰 죽 

160

Congee, dried stock fish, peanuts, condiments   
粥，鱼干，花生，调味品
죽 반찬 (말린 생선, 땅콩, 컨티먼트)

250

Chicken congee, mushrooms, condiments 
鸡肉粥，香菇，调味品
닭고기 버섯죽

250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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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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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15



BURGERS AND
SANDWICHES
汉堡和三文治  버거 &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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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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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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BURGERS AND SANDWICHES 汉堡和三文治  버거 & 샌드위치

Hebrew National Hot Dog
希伯来国家热狗
히브리어 네이션 핫도그
        Classic
        served with steamed hot dog, bun, mustard, mayonnaise, and fries
        经典  |  클래식
        肉肠，面包，芥末，蛋黄酱和薯条
        머스타드, 마요네즈, 프라이스와 함께 제공
        Blue cheese 
        served with steamed hot dog, bun, bleu cheese dressing, and bacon
        蓝奶酪 |  블루 치즈
        肉肠，面包，芥末，蓝奶酪和培根
        블루치즈 드레싱하고 베이컨과 함께 제공
        Chili and cheese 
        served with steamed hot dog, bun, chili con carne, and cheese
        辣椒和奶酪  |  칠리&치즈
        肉肠，面包，辣牛肉和芝士
        칠리콘, 치즈와 함께 제공

95

145

145

Solaire Signature Burger
Classic beef patty, sesame bun, tomatoes, lettuce, pickles
索莱尔特色汉堡 
经典牛肉饼，芝麻包，西红柿，生菜，泡菜
솔레어 시그니처 버거
클래식 소고기 패티, 참깨 번, 토마토, 양상추, 피클

440

Crispy Chicken Burger
Buttermilk fried chicken, pickles, shredded lettuce, dijonnaise
脆皮鸡肉汉堡
酪乳炸鸡，腌菜，生菜丝，酸奶酱
크리스피 치킨 버거
버터 우유로 재워 튀긴 치킨, 피클, 양상추, 디종네즈

430

Solaire Club Sandwich   
Pork bacon, fried egg, char-grilled chicken salad, tomatoes, lettuce, white toast
索莱尔俱乐部三明治 
猪肉培根，煎蛋，炭烤鸡肉沙拉，西红柿，生菜，白吐司
솔레어 클럽 샌드위치
베이컨, 달걀 후라이, 그릴에 익힌 닭고기, 토마토, 양상추, 화이트 토스트  

490

Tuna Melt on Light Sourdough   
Tuna salad, cheddar cheese, pickles, tomatoes
金枪魚三明治 
金枪鱼沙拉，切达干酪，酸黄瓜，番茄
참치 사우도 샌드위치
참치 샐러드, 체다 치즈, 피클, 토마토

370

Grilled Ham & Cheese Sandwich  
Paris ham, Swiss gruyère, white toast
烤火腿芝士三明治
巴黎火腿，瑞士格鲁耶尔奶酪，白吐司
햄&치즈 그릴 샌드위치
파리스 햄, 스위스 그뤼에르, 화이트 토스트

510



MAINS
主菜   메인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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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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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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WESTERN MAINS 西式主菜 서양식 메인메뉴

Penne Bolognese  
Ground USDA beef ragout, fresh basil, grated Parmesan cheese
肉酱通心粉
美国牛肉粉，新鲜罗勒，帕尔马干酪碎
패니 볼로네이즈
갈은 미국산 소고기 라구, 신선한 바질, 파마산 치즈

400

Bucatini Seafood   
Prawns, clams, mussels, cherry tomatoes, garlic, herbs
布卡蒂尼海鲜
大虾，蛤蜊，贻贝，樱桃番茄，大蒜，香草
부카티니 해산물
새우, 조개, 홍합, 방울 토마토, 마늘, 허브

770

Spaghetti Carbonara  
Home-cured pancetta, cream, egg yolk, Parmesan cheese
意大利面 
手工腌制的五花肉，奶油，蛋黄，帕马森奶酪
카르보나라 스파게티
수제 판체타, 크림, 달걀 노른자, 파마산 치즈  

300

Classic Fish & Chips   
Beer-battered halibut, hand-cut fries, tartar sauce, lemon
经典鱼和薯条
啤酒烤比目鱼，手切薯条，塔塔酱，柠檬
클래식한 피쉬&칩스
맥주로 반죽한 넙치, 핸드컷 프라이스, 타르타르 소스, 레몬

680

Roasted Garlic Rosemary Spring Chicken  
Garlic mashed potatoes, gravy, petit Caesar
蒜蓉迷迭香春鸡
蒜蓉土豆泥，肉汁，小凯撒
로스트 갈릭 로즈마리 스프링 치킨
마늘 으깬 감자, 그래비, 페티 시저

720

Steak & Fries  
Grilled pepper sirloin steak, steak fries, tomato salad
牛排和薯条
烤胡椒西冷牛排，牛排薯条，番茄沙拉
스테이크와 스테이크 프라이스
후추로 시즈닝한 등심 스테이크, 스테이크 프라이스, 토마토 샐러드

1,140



FLAVORS OF THE PHILIPPINES 菲律宾风情 필리핀의 맛

Pompano  
Steamed pompano with oyster and ginger sauces
鲳鲹
姜汁牡蛎蒸鲳鱼
폼페노 
찐 폼파노와 굴&생강 소스

470

Ginataang Igat   
Eel simmered in coconut milk, eggplant, pechay, ginger, and green chili
菲式辣炖鳗鱼
椰汁炖鳗鱼，茄子，白菜，姜，青辣椒
기나탕 라갓
코코넛 우유에 천천힌 끓인 장어, 가지, 배추, 생강, 청고추

930

Pork Belly Adobo  
Mango and papaya salsa, boiled egg, and sweet potato hash
猪腩煲
芒果和木瓜沙拉，水煮蛋，甜土豆泥
돼지고기 아도보
망고&파파야 살사, 삶은 달걀, 고구마 해쉬

560

Chicken Adobo  
Mango and papaya salsa, boiled egg, and sweet potato hash
菲式炖鸡
芒果和木瓜沙拉，水煮蛋，甜土豆泥
치킨 아도보
망고&파파야 살사, 삶은 달걀, 고구마 해쉬

300

Pork Belly “Bagnet”    
Mung beans soup, ampalaya leaves, and steamed rice
菲式炸“猪肚” 
绿豆汤，安帕拉亚叶，蒸饭
필리피식 삼겹살 ‘바그넷’
뭉고 콩 수프, 암팔라야 잎, 밥

450

Crispy fried pork knuckle sisig, homemade atchara, chili, poached egg
脆皮炸猪脚配自制酸菜，辣椒，荷包蛋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 시식, 홈메이드 아트차라, 칠리, 포치드 애그  
        Classic Sisig
        Deep fried crispy pork knuckle, mayonnaise, calamansi, chili, spring onion
         经典西西格
        脆皮炸猪脚，蛋黄酱，酸柑，辣椒，小葱
        클래식 시식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 마요네즈, 깔라만시, 칠리, 쪽파  
        Crispy Pata Sisig with Foie Gras  
        Deep fried crispy pork knuckle, mayonnaise, calamansi, spring onion,

        and chili, sear duck liver
        脆皮帕塔西西格配鹅肝
         脆皮炸猪脚，蛋黄酱，酸柑，小葱，辣椒，鹅肝 
        크리스피 파타 시식과 푸아그라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 마요네즈, 깔라만씨, 쪽파, 칠리, 소금에 절인 오리 간
        Bicol Express-style Crispy Pata Sisig  
        Deep fried crispy pork knuckles, coconut milk, calamansi, and spring onion, chili
        比科尔风格的香酥帕塔西西格
         脆皮炸猪脚，椰奶，酸柑，小葱，辣椒 
        비콜 익스프렛 스타일 크리스피 파타 시식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 코코넛 밀크, 깔라만시, 쪽파, 칠리

200

320

310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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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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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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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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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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Black Pepper-crusted Beef Steak Tagalog   
USDA beef tenderloin, soy sauce, calamansi, garlic, caramelized onions
黑胡椒外皮牛肉牛排 
美国牛柳，酱油，菲律宾柑橘，蒜头，焦糖洋葱
검은 후추 소고기 스테이크 따갈로그 
미국산 소 안심, 간장, 깔라만시, 마늘, 갈색으로 볶은 양파

1,400

Kare-Kareng Baka  
USDA beef cheeks, eggplant, string beans, banana blossom, shrimp paste
菲式煮牛肉 
美国牛脸肉，茄子，四季豆，香蕉花，虾酱
카레카랭 바카 
미국산 소고기 볼살, 가지, 껌질콩, 바나나 블로섬, 새우 페이스트

680

ASIAN MAINS 亚洲主流 아시안 메인요리

Tonkatsu  
Breaded pork chop, coleslaw, steamed rice, dipping sauce
日式猪排咖喱饭 
面包猪排，凉拌卷心菜，蒸米饭，蘸料  
돈까스 
콘슬로, 밥, 소스와 함께 제공

370

Tonkatsu Curry 
Breaded pork chop, Japanese curry, steamed rice, pickles
日式猪排咖喱飯 
面包猪排，日式咖哩，蒸饭，腌菜  
돈까스 카레 
일본식 카레, 밥, 피클과 함께 제공

460

Sambal Prawns  
Prawns in spicy-sweet chili paste, steamed rice
叁巴虾 
辣酱大虾蒸饭
삼발 새우 
밥과 함께제공

700

Rendang 
Beef braised in spiced coconut cream and chili paste, steamed rice
椰浆干烧肉
椰汁辣椒酱牛肉蒸饭
랜당
코코넛 크림에 쪄낸 소고기, 칠리 페이스트, 밥

780



CHINESE 中国风 중식

Sichuan-style Pork Belly, wok-fried kai-lan   
Stir fried pork belly, sichuan sauce, and kai lan 
川味芥兰炒猪肉
炒五花肉，四川酱，芥兰
웍에 볶은 ‘사천식’ 돼지 삼겹살과 카이란
삼겹살, 사천식 소스, 가이란 채소

310

Sautéed Chicken Fillet, Sichuan pepper, celery   
Chicken breast, sichuan sauce, pepper, celery
川椒炒鸡柳
鸡胸肉，四川调味料，胡椒粉，芹菜
닭고기 순살 볶음, 사천식 후추, 셀러리
닭 가슴살, 사천식 소스, 후추, 샐러리

210

Braised diced chicken, bell pepper, onions, basil leaves    
Chicken breast, chicken broth, capsicum, onion, basil
甜椒焖鸡肉
鸡胸肉，鸡汤，辣椒，洋葱，罗勒
바질잎을 넣은 닭고기 찜
닭 가슴살, 닭고기 육수, 피망, 양파, 바질

392

Wok-fried Beef Tenderloin, oyster sauce, broccoli   
Stir fried beef tenderloin, oyster sauce
蚝油西兰花炒牛柳
炒牛柳，蚝油，西兰花
웍에 볶은 소고기 안심, 굴 소스, 브로콜리
소고기 안심 볶음, 굴 소스, 브로콜리

600

Sweet and Sour Pork, pineapple, bell peppers     
Stir fried pork loin, sweet sour sauce, pineapple, bell pepper
酸甜菠萝肉
炒猪里脊，酸甜酱，菠萝，甜椒
신선한 파인애플을 넣은 탕수육
돼지고기, 스위트 앤 싸월 소스, 파인애플, 벨 패퍼

360

Sichuan Mapu tofu with minced pork 
Tofu, ground pork, sichuan peppercorn, sesame oil, spring onion 
麻婆豆腐
豆腐，猪肉末，四川花椒，香油，葱
마파두부
두부, 잘게 갈은 돼지고기, 사천식 페퍼콘, 참기름, 쪽파

400

Wok fried seasonal vegetables in oyster sauce 
蚝油炒蔬菜
굴소스에 볶아낸 다양한 야채
다양한 계절 채소, 굴 소스

290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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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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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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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韩国风味 한식

Spicy Grilled Squid (Ojingeo-tonggui)    
Marinated spicy grilled squid, romaine lettuce, chili finger, garlic, 
and korean chili paste
韩式辣味烤鱿鱼
辣味烤鱿鱼，生菜，辣椒，蒜和韩式辣椒酱
통 오징어 구이

720

Spicy Chicken BBQ (Dak-galbi)   
Marinated grilled chicken thigh, romaine lettuce, chili finger, garlic, 
and korean chili paste
香辣鸡肉烧烤
烤鸡腿，生菜，辣椒，蒜和韩式辣椒酱
양념 닭갈비

300

Korean-style BBQ Beef Ribs (Galbi Gui)   
Marinated grilled short rib bone-in, romaine lettuce, chili finger, garlic, 
and korean chili paste
韩式烤牛肋骨
烤牛肋骨，生菜，辣椒，蒜和韩式辣椒酱
갈비구이

1,600

Haemul Pajeon   
Korean-style pancake with seafood and leeks
海鲜煎蛋饼
海鲜韭菜韩式煎饼
해물파전

300

Roasted Garlic Rosemary Spring Chicken  
Garlic mashed potatoes, gravy, petit Caesar
蒜蓉迷迭香春鸡
蒜蓉土豆泥，肉汁，小凯撒
로스트 갈릭 로즈마리 스프링 치킨
마늘 으깬 감자, 크래비,페티 시저

720

Tofu Kimchi  
Stir-fried pork with kimchi and boiled tofu
泡菜豆腐 
泡菜烧豆腐炒肉
두부김치

300

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our call center agent if you are suffering from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



NOODLES
AND RICE 
面条和米饭  면과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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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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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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NOODLES AND RICE 面条和米饭   면과 밥

Pancit Luglug at Halabos na Hipon   
Rice noodles, aligue sauce, prawns, boiled egg
菲式炒面
米粉、阿里格酱、大虾、水煮蛋
판씻 루럭 안 하라보스 나 힛폰
쌀면, 아리고 소스, 새우, 삶은 계란

510

Pancit Canton   
Egg noodles,served with chicken breast, chicken liver, pork, calamansi
菲式海鲜面
鸡蛋面，配以鸡胸肉，鸡肝，猪肉，酸柑
판싯 깐톤
애그 누들, 닭가슴살, 닭 간, 돼지고기, 깔라만시

430

Pad Thai
Wok fried flat noodles, chicken, shrimps, peanuts, chili, lime, fish sauce
菲式炒河粉
菲式河粉，鸡肉，虾，花生，辣椒，青柠，鱼露
팟타이 (태국식 볶음면)
납작면, 닭고기, 새우, 견과류, 칠리, 라임, 피쉬 소스

260

Crispy fried noodles, seafood, superior stock    
Egg dried noodles, shrimp, squid, lapu lapu, bokchoy
脆皮炒面，海鲜，上等汤料
鸡蛋面，虾，鱿鱼，石斑鱼，白菜
바삭하게 튀긴 면, 해산물, 슈페리어 육수
드라이한 계란면, 새우, 오징어, 라푸라푸, 복초이

450

Wonton Noodle Soup   
Shrimp wonton, egg noodles, chicken broth, condiments
云吞面
虾肉云吞，鸡蛋面，鸡汤，调味料
완톤면 수프
새우 완톤, 애그 누들, 닭 육수, 컨디먼트

420

Beef Noodle Soup  
Stewed beef brisket and tendon, egg noodles, spring onions
牛肉面 
牛腩牛筋，鸡蛋面，葱花
소고기 국수 
부드러운 소고기 양지와 힘줄, 계란면, 쪽파

460

Ramyun Korean Noodles  
韩式辛拉面 
한국 라면

370

Yangzhou Fried Rice   
BBQ pork, egg, vegetables, scallion
扬州炒饭
叉烧肉，鸡蛋，蔬菜，葱花
양차우 볶음밥 
돼지고기 바비큐, 달걀, 야채, 관자

240



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

26

Kimchi Fried Rice 
Fried egg, pork belly, chili
泡菜炒饭
煎蛋,猪肚,辣椒
김치 볶음밥 
계란 후라이, 김치, 삼겹살 부위, 칠리

220

Bibimbap  
Sizzling rice bowl, vegetables, sliced beef, fried egg, chili pepper paste
朝鲜拌饭 
钵仔饭,蔬菜,牛肉片,烧蛋,辣椒酱
비빔밥
야채, 소고기 슬라이스, 계란 후라이, 고추장

300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our call center agent if you are suffering from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DESSERT
甜点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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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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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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WESTERN DESSERT 西式甜点 서양식 디저트

Warm Apple Crumble   
Almond nougatine, brown sugar crumbles, Tahitian vanilla ice cream
酥皮苹果点心
杏仁牛轧糖，红糖屑，大溪地香草冰激凌
따뜻한 애플 크럼블 
알몬드 누가틴, 갈색 설탕 크럼블, 타히티난 바닐라 아이스크림

240

Bittersweet Chocolate Brownie  
Flamed cherries, Morello cherry parfait, mascarpone ice cream
苦甜巧克力布朗尼
火焰樱桃，莫雷洛樱桃冻糕，马斯卡彭冰淇淋
쓴맛과 단맛의 초콜릿 브라우니 
체리, 모렐로 체리 파르페, 마스카포네 아이스 크림

200

Caramel Vacherin Dome
Orange crème brûlée, caramel fudge ice cream, baked meringue, honeycomb
焦糖瓦切林圆顶
橙子布丁，焦糖软糖冰淇淋，烤蛋白酥皮，蜂窝
카라멜 바슈랭 돔 
오렌지 크림 브뤨레, 캬라멜 퍼지 아이스 크림, 구운 머랭, 허니콤

200

Lemon Tart   
Sable crust, zesty lemon curd, fresh raspberries, fresh mint 
柠檬挞
黑塔皮，美味的柠檬凝乳，新鲜覆盆子，新鲜薄荷
레몬 타르트 
사브레 크러스트, 제스티 레몬 커브, 신선한 라스베리, 민트

300

Season’s best sliced fruits and berries
Calamansi mint sorbet
当季最好吃的水果和浆果片
菲律宾甜橘薄荷冰糕
신선한 과일과 베리
깔라만시 민트 셔벗

220

FILIPINO DESSERT 菲律宾甜点 필리핀식 디저트

Classic Sans Rival   
Caramel nougat ice cream
经典的法式蛋白甜餅，焦糖牛轧糖冰淇淋
클래식 산스 라이벌
카라멜 누가 아이스크림

180

Dulce De Leche Cheesecake  
Lemon chocolate crunch, white and bitter chocolate ganache
奶油奶酪蛋糕
柠檬巧克力脆片，白苦巧克力甘纳许
둘세 드 레체 치즈케이크 
레몬 초코렛 크런치, 화이트 & 비터 초코렛 가나슈

290

Leche Flan
Fresh fruits, buko shreds, caramel glaze
菲式焦糖布丁
新鲜水果，布谷丝，焦糖糖浆
레체 플란 
신선한 과일, 코코넛 쉐라드, 카라멜 글레이즈

200



Halo-Halo  
A refreshing glass of shave ice, mixed fruits preserves, leche flan, purple yam,  
and evaporated milk
菲式甜点哈鲁-哈鲁
一杯清爽的刨冰和果脯，豆类，水果馅饼，紫山药，淡奶
할로 할로
필리핀식 빙수

350

Turon   
Deep fried wrap banana, jack fruit, choco latte sauce
菲式香蕉卷
炸裹香蕉，波罗蜜，巧克力拿铁酱
투론
바나나 튀김

70

CHINESE DESSERT 中式甜点 중국 디저트

Chilled Mango Sago with Pomelo 
Fresh mango puree, sago, pomelo
冰镇芒果西米露
芒果，西米，柚子
시원한 망고 포멜로 사고
신선한 망고 퓨레, 사고, 포멜로

90

Chilled Lemon Grass Jelly with Aloe Vera and Calamansi Juice 
Lemon grass, gelatin, aloe vera, calamansi
冰镇凉拌草果冻配芦荟和酸柑汁
柠檬草，果冻，芦荟，酸柑汁
알로에와 칼라만씨 주스
레몬 그라스, 젤라틴, 알로에 베라, 깔라만씨 주스

90

Chilled Almond Curd with Fresh Fruits 
Almond nuts, gelatin, assorted seasonal fruits
鲜果杏仁豆腐
鲜果，杏仁，豆腐 
알몬드 두부와 신선한 과일
알몬드, 젤라틴, 다양한 계절 과일

110

CHINESE PETIT FOURS 中式小吃  중국식 프티푸르

Sesame Ball with Lotus Paste  
Rice flour, sesame, lotus paste
莲蓉芝麻球
米粉、芝麻、莲膏
깊게 튀긴 참깨볼
쌀가루, 참깨, 연꽃씨 잼

60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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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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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 알레르리가 우려되시는 분은 서비스팀에게 알려주십시오.

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29



30

Deep Fried Kataifi Roll with Avocado   
Phyllo pastry dough wrap in avocado, deep fried
牛油果卡塔菲卷
糕点面团包裹鳄梨，油炸
바삭하게 튀긴 카타피롤과 아보카도
바삭하게 튀긴 도우안에 있는 아보카도

70

Baked Mini Portuguese Egg Tart   
Pastry dough, egg, cream, sugar
焗迷你葡式蛋挞
糕点面团，鸡蛋，奶油，糖
베이크한 미니 포르투갈 애그 타르트
페이스트리 도우, 계란,크림, 설탕

60

chef’s recommendation 厨师推荐 세프 추천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inform our call center agent if you are suffering from food allergies.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dietary preferences

seafood 含海鲜 해산물 nuts 含坚果 견과류gluten 麸质 글루텐



BEVERAGE
饮料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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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所有价格已含税并以菲律宾比索计算，另外加收10%服务费。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JUICES 果汁饮料 주스

FRESH JUICE  鲜榨果汁 생과일 주스

Mango 芒果汁  망고

Orange 橙汁  오렌지

Watermelon 西瓜汁  수박

Buko 椰子汁  부코 주스 (코코넛 워터)
Detox “Ginger, beet, apple and carrot”
健怡果汁  디톡스 주스 “생강,비트,사과와 당근)
Pineapple 菠萝汁  파인애플

CHILLED JUICE 新鲜果汁  시원한 주스

Mango 芒果汁  망고

Orange 橙汁  오렌지

Apple 苹果汁  사과

Cranberry  蔓越莓汁  크랜베리

Tomato Juice  番茄汁  토마토 주스

SODAS IN CAN  听装软饮  탄산음료

Coke Regular/Zero/Light, Sprite  
可乐/零度可乐/健怡可乐，雪碧 콜라/ 콜라 제로/콜라 라이트/ 스프라이트
Soda Water, Tonic Water, Ginger Ale  
苏打水，汤力水，姜汁汽水  소다워터, 토닉워터, 진저에일

BOTTLED SODAS  矿泉水  탄산음료 (병)
Coke, Sprite 可乐，雪碧  콜라,  스프라이트

ENERGY DRINK  运动功能饮料  애너지 드링크
Red Bull, Sugar-free Red Bull 红牛，无糖红牛  래드불, 래드불 (무설탕)

BOTTLED WATER  矿泉水  프리미엄 워터
Acqua Panna (still water)  
意大利普娜无汽矿泉水  아쿠아 파나
San Pellegrino (sparkling water)  
意大利圣培露有汽矿泉水  산 펠레그리노(스파클링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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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BEVERAGES 热饮   뜨거운 음료

COFFEE  咖啡  커피

Black Coffee 黑咖啡  블랙커피

Cappuccino  卡布奇洛  카푸치노

Café Latte  拿铁咖啡  카페 라떼

TEA  茶饮  차

Ginger Tea  姜茶  생강차

Jasmine Tea  茉莉花茶  자스민 차

Green Tea  绿茶  녹차

Solaire Signature Iced Tea  晨丽招牌冰茶  솔레어 시그니처 아이스 티

OTHER HOT BEVERAGES  其它饮料  뜨거운 음료

Honey Lemon 蜂蜜柠檬水  허니 레몬

Hot Choco  热巧克力  핫 초코

Hot Milk  热牛奶  뜨거운 우유

WINES 葡萄酒  와인

RED WINE  红葡萄酒  레드 와인

Montes Cabernet Sauvignon  智利蒙特斯解百纳  몬테 카버넷 소비뇽

WHITE WINE  白葡萄酒  화이트 와인

Attitude Chardonnay  澳洲霞多丽  아티튜드 샤도네이

BOTTLED BEERS 瓶装啤酒   병맥주

Asahi  朝日啤酒  아사히

Corona  科罗拉  코로나

Heineken  喜力  하이네켄

San Miguel Light  生力淡啤酒  산 미구엘 라이트

San Miguel Pale  生力皮尔森啤酒  산 미구엘 페일

Stella Artois  时代啤酒  스텔라 아르투아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所有价格已含税并以菲律宾比索计算，另外加收10%服务费。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34

All prices are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所有价格已含税并以菲律宾比索计算，另外加收10%服务费。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10%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SPIRITS 烈酒  증류주

BRANDY  白兰地  브랜디

Fundador 芬达多白兰地  푼다도르

GIN 金酒  진

Bombay Sapphire  孟买蓝宝石金酒  봄베이 사파이어

RUM 朗姆酒  럼

Bacardi Gold  金百加得朗姆酒  바카디 골드

Plantation Original Dark Rum  金百加得朗姆酒  플랜테이션 오리지날 다크 럼

TEQUILA 龙舌兰酒  데킬라

Jose Cuervo  金快活龙舌兰酒  호세 쿠엘보

VODKA 伏特加  보드카

Absolut Blue  绝对伏特加  앱솔루트 블루

WHISKY 威士忌 위스키
Johnnie Walker Black Label  黑方威士忌  조니 워커 블랙
Dewar’s  帝王威士忌  듀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