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ETIZERS

CONGEE

SIDES

SINGAPOREAN FOOD PROMOTION

NOODLES SELECTION

ASIAN CLASSICS

MAKE YOUR OWN

DESSERTS

BEVERAGE SPECIALS

WINE | BEERS | JUICES

TEA | COFFEE | COLD BEVERAGES

SPICY
辣 
매운

VEGETARIAN
素
베지테리안

GLUTEN
麸质
글루텐

NEW
新菜式 
새로운 요리  

SEAFOOD
海鲜 
해산물

NUTS
堅果 
견과류

If you have food allergies or dietary restrictions, please inform a member of our team
and we’ll be glad to accommodate your needs.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提醒我们的服务团队成员。
 주문하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별 식이요법등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팀에게 먼저 알려 주십시오.



SIEW MAI  388
Steamed pork 
and prawn dumpling
金元宝烧卖
시오마이 - 찐 돼지고기 & 새우만두

D1    

PORK SISIG  368
DUMPLINGS
猪肉饺子
돼지고기 시식 만두

D2    

SHRIMP 568
WONTONS
Deep-fried
shrimp wontons
炸鲜虾云吞
깊게 튀겨낸 새우 완톤

D3    

STEAMED 458
PORK RIBS
With black bean sauce
豉汁蒸排骨 
검은 콩을 곁들인 돼지 갈비찜

D4   

CHICKEN FEET  338
Szechuan-style, 
in black bean sauce
四川蒸凤爪
사천식 닭발과 검은콩 소스

D5   

ASADO BUNS 288
Steamed buns stuffed
with braised pork
蜜汁叉烧包 
돼지고기 바베큐 찐빵

D6   

CUSTARD BUNS 258
Steamed buns filled
with sweet custard
奶黄包  |  커스타드 찐빵

D7   

VEGETABLE  388
SPRING ROLLS
蔬菜春卷
야채 스프링롤

A1    
TAIWANESE  488
CHICKEN POPCORN
Salt and pepper, basil
台式炸鹽酥雞米花
깊게 튀겨낸 타이완식
치킨 튀김볼과 바질

A2  
FISH BALLS 488
with special sauce
特制炸鱼丸
중국식 어묵튀김과 스페셜 소스

A3     
PRAWN TOAST 528
with sweet chili sauce
甜辣酱虾吐司
새우 토스트 와 스윗트 & 칠리 소스

A4     
ROASTED CRISPY         538
PORK BELLY
脆皮烧肉  |  바삭하게 구운 돼지고기

A5  
CHAR SIU 550
Chinese barbecued pork
蜜汁叉烧
차시우 - 중국식 돼지고기 바베큐 

A6

SPICY PRAWN 598
served in lettuce cup
香辣虾生菜杯
매운 새우

A7     
 

APPETIZERS DIM SUM
红茶/普洱茶 에피타이저 点心 딤섬(만두)

TOFU & BEEF SOUP 328
Minced beef with tofu
豆腐牛肉羹 | 다진 소고기와 두부 수프

S1   
WONTON SOUP  438
中式馄饨汤 | 클래식 완탕 수프

S2    

SUPREME SOUP  328
OF THE DAY
足火炖靓汤 | 오늘의 특선 수프

S3   
CORN AND CARROT   388
EGG DROP SOUP
蛋花玉米胡萝卜汤
옥수수, 당근, 계란을 넣은 수프

S4    

SOUP 汤类 수프

All prices are in PHP; VAT 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所有价格均为菲律 宾比索，含 增值税，需另收 10％服务 费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SIDES 小菜和饭 사이드 디쉬VEGETABLES

CONGEE 粥 콘지 죽
CHICKEN CONGEE  278
Congee, steamed chicken,
shiitake mushroom
香菇滑鸡粥 | 닭고기 버섯 죽

C1   
BEEF CONGEE ‘GOTO’     288
Filipino-style congee
with beef tripe and boiled egg
牛肚粥 | 소고기 콘지 ‘고토’
菲律宾风格的粥与煮熟的牛肚鸡蛋
소 내장과 삶은 계란을 넣어 만든 필리핀 식 콘지 죽

C2   

WOK-FRIED WATER SPINACH    328
蒜蓉空心菜 | 웍에 볶은 공심채   V1    
WOK-FRIED SPICY CABBAGE  338
手撕包菜 | 웍에 볶은 매운 양배추   V2     
WOK-FRIED CHINESE    368
SPINACH 
蒜蓉菠菜 | 웍에 볶은 중국 시금치  V3    
WOK-FRIED FRENCH BEANS      568
With minced pork
干煸四季豆 | 웍에 볶은 껍질 콩과 다진 돼지고기
 V4    
WOK-FRIED SPICY EGGPLANT    388
With minced pork
渔香茄子 | 웍에 볶은 돼지고기와 매운 가지 볶음
V5   

PORK CONGEE   288 
Congee, shreded porkloin,
salted egg
咸蛋瘦肉粥 | 소금에 절인 달걀과 돼지고기를 곁들인 죽

C3   
KING’S CONGEE     538
Congee, beef tripe, beef
meatball, pork meatball,
boiled egg 
大王粥 | 모듬 콘지 죽
粥、牛肚、牛肉丸、猪肉丸、水煮蛋
콘지 죽, 소고기 내장, 소고기 볼, 돼지고기 볼, 삶은 계란

C4   

KANI SALAD  88
日式蟹柳沙拉
일본식 카니(게살) 샐러드  SD1

KIMCHI  88
泡菜 | 김치  SD2

EGG FRIED RICE  88
蛋炒饭 | 계란 볶음밥  SD3

HAINANESE RICE  120
海南鸡饭 | 하이난식 밥  SD4

GARLIC RICE  88
蒜香饭 | 마늘 밥  SD5

STEAMED RICE  78
白米饭 | 밥  SD6

All prices are in PHP; VAT 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所 有 价 格 均 为 菲 律 宾 比 索，含 增 值 税 ，需 另 收 1 0 ％ 服 务 费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의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SPICY
辣 
매운

VEGETARIAN
素
베지테리안

GLUTEN
麸质
글루텐

NEW
新菜式 
새로운 요리  

SEAFOOD
海鲜 
해산물

NUTS
堅果 
견과류

If you have food allergies or dietary restrictions, please inform a member of our team
and we’ll be glad to accommodate your needs.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提醒我们的服务团队成员。
 주문하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별 식이요법등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팀에게 먼저 알려 주십시오.



MONTHLY SPECIALS

All prices are in PHP; VAT 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所 有 价 格 均 为 菲 律 宾 比 索，含 增 值 税 ，需 另 收 1 0 ％ 服 务 费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의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SPICY
辣 
매운

VEGETARIAN
素
베지테리안

GLUTEN
麸质
글루텐

NEW
新菜式 
새로운 요리  

SEAFOOD
海鲜 
해산물

NUTS
堅果 
견과류

If you have food allergies or dietary restrictions, please inform a member of our team
and we’ll be glad to accommodate your needs.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提醒我们的服务团队成员。
 주문하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별 식이요법등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팀에게 먼저 알려 주십시오.

新加坡美食推广  |  싱가폴 음식 프로모션

S I N G A P O R E A N
FOOD PROMOTION

Kangkong, bean sprout, cucumber
and Chinese turnip
罗惹  |  로작
水果 和蔬 菜 沙 拉 菜. 康 康 和豆 芽, 黄 瓜和中国萝卜
과일 야채 샐러드 메뉴 공심채, 콩나물, 오이와 중국식 순무

Roasted pork belly, egg tofu, 
shrimp, young corn, carrots
and snow peas
豆腐砂锅  |  두부 덮밥
烤 猪肚 , 鸡蛋 豆 腐 , 虾仁 , 嫩 玉 米 , 胡萝卜和雪豆
돼지 삼겹살 구이, 연두부, 새우, 옥수수, 당근, 스노우 완두콩

Pan-fried prawns, curry leaves,
red peppers, cereal flakes
麦片虾球  |  시리얼 새우
这 道 新加坡 菜 有黄 油 , 奶 香 和咖 喱叶 的香 味 ,
还 有一点 辣椒的味 道
이 메뉴는 버터와 우유의 풍미와 함께 카레 잎의 맛과 향, 
추의 매운 맛 또한 함께 느끼 실 수 있습니다.

Stewed beef and potatoes
in curry sauce
咖喱牛肉  |  쇠고기 카레
咖 喱牛肉和土 豆以 及辛 辣 的椰 子 酱,
传 统 的新加坡咖 喱
쇠고기 감자 카레와 매운 코코넛 소스. 전통 싱가폴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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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JAK

TAHU GORENG

CLAYPOT TOFU

CEREAL PRAWNS

BEEF CURRY

CHICKEN CURRY
Stewed chicken and potatoes
in curry sauce
咖喱鸡  |  치킨 커리
用咖 喱酱, 椰奶 和香料, 辣椒粉, 姜黄 ,
鸡 粉 和马铃薯 炖 鸡
카레 소스 닭볶음탕, 코코넛 우유, 조미료, 
고추 가루, 터메릭

Fried tofu, ground peanuts, 
tamarind, dark soy sauce, chili
and garlic. Served over a bed
of cucumber and bean sprout
油炸豆腐  |  따후 고렝
炸 豆 腐 , 磨 碎 的花 生 , 罗望子, 深色酱油 ,
辣椒和大蒜. 配以 黄 瓜和豆 芽
튀긴 두부, 갈은 땅콩, 타마린드,  진한 간장, 고추, 마늘.
오이와 콩나물이 함께 제공됩니다.



NOODLES SELECTION
SIGNATURE | ASIAN | TRADITIONAL

Chinese hand-pulled noodles,
Australian M9 Wagyu,

premium beef bone broth

中式自制面条、澳大利亚 
M9 和牛、特级牛骨汤

중국 수제면, 호주산 M9 등급 와규

1,680

SIGNATURE
NOODLES

招牌面 시그니처 누들

면 선택面类

ASIAN NOODLES

HONGKONG-STYLE         478 
WOK-FRIED NOODLES 
Singapore vermicelli noodles,
BBQ pork, and prawns
新加坡炒米粉
홍콩 스타일 볶음면
싱가폴 버미첼리 면, 돼지고기 바베큐와 새우

N1    

CHEF BOIE PANSIT  518
Wok-fried noodles, shrimp,
chicken, pork meat, pork liver,  
squid, fish cake, fish balls,
and vegetables
厨师心选特色面,
鸡肉, 猪肉, 虾, 肝, 鱿鱼, 鱼饼,
鱼丸, 蔬菜等炒面
쉐프의 시그니처 판싯면     
복음면, 새우, 돼지고기, 돼지고기 간,
오징어, 어묵, 어묵볼과 야채

N2    

MEE GORENG  528
Wok-fried spicy noodles,
egg, prawns, tomatoes,
tofu, chives
马来炒面
香辣炒面, 配虾, 番茄, 豆腐,
青葱和鸡蛋
미고랭
매운 볶은 면, 새우, 토마토,
두부, 부추, 달걀

N3    

SINGAPORE SEAFOOD     538
SAR HOR FUN
星洲滑蛋海鲜河粉
싱가폴식 해물 호판면

N4     

WOK-FRIED      568
RICE NOODLES
WITH TUNA
Rice noodles wok-fried
in olive oil and tuna
金枪鱼橄榄油炒米粉 
웍에 볶은 쌀면과 참치 & 올리브 오일  

N5     

HONG SHAO          488
PAI GU XIANG
GU MIEN
Braised pork ribs noodle soup,
Shiitake mushroom  
红烧排骨香菇面 
돼지갈비와 표고버섯을
올린 뜨거운 국물이있는 면요리

N6  

GAN CHAO       658 
NIU HE
Wok-fried Hofan noodles,
beef, beansprouts, ginger, onion
干炒牛河
炒河粉，牛肉，豆芽、姜和葱
웍에 볶은 호판면, 소고기,
콩나물, 생강, 양파

N7   

NIU RU TANG              688
MIEN
Beef noodle soup
牛肉汤面
채소가 들어있는 전통식 소고기 면 

N8   

WOK-FRIED  708
NOODLES 
WITH BEEF
Homemade noodles, beef
牛肉炒面
수제면과 소고기를 웍에 함께 볶은 요리

N9   

CHINESE SPECIALS
中国面条 중국 면 요리

亚洲面条 亚洲面条아시아 면 요리 시그니처 면

 

All prices are in PHP; VAT 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所 有 价 格 均 为 菲 律 宾 比 索，含 增 值 税 ，需 另 收 1 0 ％ 服 务 费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의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SPICY
辣 
매운

VEGETARIAN
素
베지테리안

GLUTEN
麸质
글루텐

NEW
新菜式 
새로운 요리  

SEAFOOD
海鲜 
해산물

NUTS
堅果 
견과류

If you have food allergies or dietary restrictions, please inform a member of our team
and we’ll be glad to accommodate your needs.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提醒我们的服务团队成员。
 주문하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별 식이요법등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팀에게 먼저 알려 주십시오.



ASIAN-STYLE  278
SCRAMBLED EGGS
Eggs, Tomatoes
番茄炒鸡蛋 
아시아 스타일 스크램블 에그와 토마토

W1  

WOK-FRIED PRAWNS 608
Prawns, Szechuan chilies
川式炒虾
웍에 볶은 새우와 쓰촨 매운 칠리

W2     

WOK-FRIED SWEET  778
CHILI FISH FILLET 
川式炒虾
웍에 볶은 생선살과 스위트 칠리소스

W3     

SWEET & SOUR CHICKEN    458
糖醋鸡肉  |  닭고기 탕수육

W4   

WOK-FRIED  608
PORK BELLY
Thinly sliced pork belly
炒肉片 
웍에 볶은 삼겹살과 칠리

W5   
WOK-FRIED BEEF 828
Beef tenderloin, green chilies
青椒炒牛肉 
소고기 안심과 고추 볶음

W6   
WOK-FRIED  848
BLACK PEPPER BEEF
Beef tenderloin, onions,
bell pepper cooked in Chinese
black pepper sauce
黑椒牛肉
중국식 후추소스와 피망, 양파를
웍에 넣고 볶은 소고기 안심

W7     

TOKWA’T BABOY  358
Deep-fried pork belly,
tofu, spicy soy-vinegar  
豆腐和猪肉  |  토크와 바보이

F1  
CHICKEN TINOLA 388
Traditional Filipino soup,
chicken, vegetables, chili leaves
传统菲式鸡肉汤 配蔬菜，辣椒叶
필리핀 전통식 수프, 야채, 칠리 잎

F2  
LOMI  498
Yellow noodles, fish balls, fish cake,
pork meat, pork liver, shrimp
黄面, 鱼丸, 鱼糕, 猪肚, 虾, 猪肝, 蔬菜 
로미 - 엘로우 누들, 어묵, 삼겹살, 새우, 돼지간

F3    

YANGCHOW FRIED RICE  388
Egg fried rice, shrimps, Char Siu
扬州炒饭  |  양차우 볶음밥

R1   
SEAFOOD FRIED RICE  388
Fried rice, seafood, mixed vegetables
海鲜炒饭  |  해산물 볶음밥
海鲜炒饭，时蔬
해산물과 다양한 야채와 함께 볶은 밥

R2    
SPICY PORK CHOWFAN  438
辣猪肉炒饭
매운 돼지고기 차오판 볶음밥  

R3    

BISTEK TAGALOG        788
Filipino-style beef steak
菲式牛排
소고기 스테이크 따갈로그

F4     

CHOP SUEY  568
Shrimp, chicken,
fish balls, fish cakes,
vegetables 
虾, 鸡肉, 鱼丸, 鱼饼, 蔬菜 
새우, 치킨, 어묵, 다양핸 야채

F5     

SIGNATURE HAINAN     428
CHICKEN RICE 
回味海南鸡饭
하아난 닭고기 밥

R4  

NASI GORENG 468
Nasi Goreng, chicken,
fried egg
马来炒饭  |  나시고랭, 치킨, 계란 후라이

R5    

亚洲经典和最爱 아시아 클래식과 최고의 맛

CLASSIC WOK-FRIED 经典炒菜 클래식한 웍에 볶은 요리

FILIPINO FAVORITES 菲律宾特色美食 필리핀의 맛

RICE DISHES 米饭菜品 밥 요리

BEEF  |  PORK  |  CHICKEN  |  SEAFOOD  

ASIAN CLASSIC & FAVORITES

All prices are in PHP; VAT 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所 有 价 格 均 为 菲 律 宾 比 索，含 增 值 税 ，需 另 收 1 0 ％ 服 务 费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의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SPICY
辣 
매운

VEGETARIAN
素
베지테리안

GLUTEN
麸质
글루텐

NEW
新菜式 
새로운 요리  

SEAFOOD
海鲜 
해산물

NUTS
堅果 
견과류

If you have food allergies or dietary restrictions, please inform a member of our team
and we’ll be glad to accommodate your needs.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提醒我们的服务团队成员。
 주문하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별 식이요법등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팀에게 먼저 알려 주십시오.



PINEAPPLE LYCHEE 
菠萝和荔枝  |  파인애플&라이치

MANGO-BERRY
芒果-浆果  |  망고-베리

APPLE CUCUMBER
苹果—黄瓜  |  사과-오이
ORANGE BLOSSOM
橙花  |  오렌지블러썸

FLAVOR
味道  |  맛

TEA
茶  |  차

SWEETENER
甜味  |  단맛

BLACK TEA
红茶  |  홍차

JASMINE TEA
茉莉花茶  |  자스민차

HONEY
蜂蜜  |  꿀

VANILLA
香草  |  바닐라

CARAMEL
焦糖  |  카라멜

CHERRY
樱桃  |  체리

Php300

( CHOOSE 1 )
(选择1样 )(택 1)

( CHOOSE 1 )
(选择1样 )(택 1)

( CHOOSE 1 )
(选择1样 )(택 1)

MAKE YOUR OWN
ICED TEA 원하시는 아이스티를 만들어 보세요

创造你自己的冰茶

Php490MAKE YOUR OWN
RICE SET MEAL

EGG FRIED RICE
蛋炒饭  |  계란 볶음밥

HAINANESE
油香饭  |  하이난 식

YANG CHOW
扬州炒饭  |  양차우

NASI GORENG
印尼炒饭  |  나시고랭

GARLIC RICE
蒜香饭  |  마늘 밥

SWEET & SOUR
CHICKEN
糖醋鸡肉  |  닭고기 탕수육

NYONYA
FRIED CHICKEN
娘惹炸鸡  |  노냐 닭 튀김

CHICKEN FEET 
SZECHUAN-STYLE
四川蒸凤爪  |  사천식 닭발

SWEET CHILI
FISH FILLET 
辣椒鱼片
스위트 칠리 생선

STIR-FRIED 
CHINESE CABBAGE  
蒜蓉大白菜
양배추 볶음

MAIN DISH

FRIED PORK CHOP
炸猪扒  |  튀긴 돼지고기 찹

CHAR SIU
蜜汁叉烧  |  차시우

ROASTED CRISPY
PORK BELLY
脆皮烧肉
바삭하게 구운 돼지고기

PORK RIBS 
with BLACK BEANS
豆豉蒸排骨
검은콩과 찐 돼지갈비

BLACK PEPPER
BEEF
黑椒牛肉 | 후추 양념 소고기

RICE

SIDES

JAPANESE
KANI SALAD
日式蟹肉沙拉
일본식 카니(게살) 샐러드

KIMCHI
泡菜
김치

나만의 밥 세트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制做自己的 米饭套餐

(选择1样 )(택 1)(选择1样 )(택 1)

(选择1样 )(택 1)

 ( CHOOSE 1 ) ( CHOOSE 1 )

 ( CHOOSE 1 )

Php480MAKE YOUR OWN
NOODLES

EGG NOODLES
鸡蛋面  |  에그 누들

SEN YAI NOODLES
河粉  |  센야이 식 납작면

CRYSTAL NOODLES
粉丝  |  당면

YELLOW NOODLES
黄油面  |  엘로우 누들

VERMICELLI
米粉  |  버미첼리 누들

SUPERIOR SOUP
高汤  |  수페리얼 수프

VIETNAMESE BEEF
越南牛肉汤
베트남 소고기 육수

CURRY LAKSA
香辣叻沙汤
커리 락사

JAPANESE
MISOSHIRU
日式味增汤
일본 미소시루

HOT & SPICY
SZECHUAN
四川辣汤
핫 & 스파이시 사천

BEEF BRISKET
焖牛腩  |  차돌박이
 
BEEF TENDON
焖牛筋  |  소고기 힘줄
 
STEAMED CHICKEN
白切鸡  |  찜 닭 

FRIED PORK CHOP
炸猪扒  |  폭 찹 튀김

CHAR SIU
蜜汁叉烧  |  차시우

BEEF BALLS
牛肉丸  |  소고기 볼

PORK BALLS
猪肉丸  |  돼지고기 볼

FISH BALLS
鱼丸  |  어묵

SIEW MAI
烧卖  |  시오마이

PORK & SHRIMP
DUMPLING
鲜虾猪肉水饺
돼지고기 & 새우 만두

SHRIMP WONTON
鲜虾云吞  |  새우 완탄

SHRIMP
虾仁  |  새우

SQUID
魷魚  |  오징어

FRIED FISH FILLET
炸鱼片  |  생선 튀김

CHINESE
SPINACH  
菠菜  |  중국 시금치
 
CHINESE
CABBAGE
大白菜  |  배추

KIMCHI
泡菜  |  김치

BEANSPROUTS
豆芽  |  콩나물

JAPANESE
SEAWEED
海带  |  일본 해초

TOFU
豆腐  |  두부

CHINESE
LETTUCE
生菜  |  상추

ENOKI
MUSHROOM
金针菇  |  팽이버섯

BLACK FUNGUS
黑木耳  |  목이버섯

KANG KONG
通心菜  |  깡콩

Choose your desired soup base and noodles,
add meat and vegetable toppings. Enjoy!
选择你想要的汤底和面条，加入肉类和蔬菜配料。请享用
고객님 취향의 맞으신 수프와 면을 선택하시고, 고기와 야채를 넣으며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국수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制做自己的 面条菜肴

NOODLES
( CHOOSE 1 )

SOUP
( CHOOSE 1 )

MEAT
( CHOOSE 2 )

VEGETABLES 
( CHOOSE 1 )

(选择1样 )(택 1)

(选择1样 )(택 1)

(选择1样 )(택 1)(选择1样 )(택 2)

All prices are in PHP; VAT 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所 有 价 格 均 为 菲 律 宾 比 索，含 增 值 税 ，需 另 收 1 0 ％ 服 务 费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의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SPICY
辣 
매운

VEGETARIAN
素
베지테리안

GLUTEN
麸质
글루텐

NEW
新菜式 
새로운 요리  

SEAFOOD
海鲜 
해산물

NUTS
堅果 
견과류

If you have food allergies or dietary restrictions, please inform a member of our team
and we’ll be glad to accommodate your needs.

如果您担心食物过敏问题，请提醒我们的服务团队成员。
 주문하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별 식이요법등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팀에게 먼저 알려 주십시오.



CHINATOWN MANGO      218
PUDDING
芒果布丁  |  차이나타운 망고푸딩

DS1  
CREAM OF MANGO          258
Chilled mango cream,
shredded pomelo, sago
杨枝甘露  |  시원한 망고 크림, 잘게 자른 포멜로, 사고

DS2  
SEASONAL 268
FRUIT PLATTER
时令水果拼盘  |  계절 과일 플레터

DS3  

FRUIT SALAD  288
Mixed fruits,
nata de coco, kaong
水果沙拉 과
本地水果什锦沙拉
다양한 과일, 나타 데 코코, 카옹

DS4  
BUKO PANDAN 288
椰浆班兰  |  부코(코코넛) 판단

DS5  

DESSERTS 甜品选择 디저트

All prices are in PHP; VAT 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所 有 价 格 均 为 菲 律 宾 比 索，含 增 值 税 ，需 另 收 1 0 ％ 服 务 费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의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LUSCIOUS LAI CHA
Php

Treat yourself to our classic milk tea with a fun twist.

CARAMEL
LAI CHA        
焦糖奶茶  |  카라멜 라이차

MANGO
LAI CHA
芒果荔枝  |  망고 라이차

STRAWBERRY
LAI CHA
草莓奶茶  |  딸기 라이차

TARO
LAI CHA    
魔芋奶茶  |  타로 라이차

350

MONTHLY SPECIALS

Sakura Delight
Be transported to Japan
and experience the iconic
cherry blossom with every
sip of our sakura-inspired
drink creation.

350Php

CHERRY BLOSSOM
SAKURA AISHTEMASU
Cranbery, Lychee,
Cherry blossom puree,
Calamansi, Soda water
樱花 爱西特玛苏
蔓越莓汁，荔枝，樱花果泥 菲式柠檬水，苏打水
벚꽃 사랑합니다
크랜베리, 라이치, 벚꽃 퓨레, 칼라만시, 소다 워터



Pinot Grigio 350
‘Rocca Ventosa’, Cantina Tollo
Easy going & refreshing Pinot Grigio
with pleasant & persistent crispy finish

Chardonnay 350
‘Heritage’ By DeLoach
Rich & creamy chardonnay
that perfectly balance the wood
and the exotic fruits

Moscato, Queen Adelaide 375
Sweet and fruity

SAN MIGUEL PALE PILSEN        225
生力啤酒（选择)  |  산미구엘 페일

SAN MIG LIGHT        225
生力啤酒（选择)  |  산미구엘 라이트

SAN MIGUEL SUPER DRY        225
生力啤酒（选择)  |  산미구엘 슈퍼 드라이

TIGER BEER  225 
老虎啤酒  |  타이거 맥주

RED BULL

BOTTLED BEERS

WHITE WINE RED WINE

红牛 레드 불

啤酒  병 맥주

白葡萄酒 화이트 와인 红葡萄酒 레드 와인

JUICES

SOJU

LOCALLY

软饮  주스

烧酒  소주

软饮  현지 과일 주스

FRESH BUKO 340

LEMONADE  230

FRESH 340
新鲜果汁 | 생과일 주스
Mango  |  Watermelon
Pineapple  |  Orange 
Calamansi

CHILLED  125
冰镇果汁 | 시원한 주스
Apple  |  Cranberry  |  Tomato

YE SHU  210
COCONUT JUICE 
椰树椰汁 | 예슈 코코넛 주스

JINRO CHAMISUL 500
清酒 | 참이슬  

CHUM CHURUM  500
韩国烧酒-初饮初乐 | 처음처럼

JINRO IS BACK  550
真露复古版 | 진로이즈백  

Montepulciano  375
D ’Abruzzo ‘Fantini
Dry and fruity wine with light
tannins leading to a soft
pleasant finish

Château Clou Du Pin 475
This Bordeaux made essentially from 
Merlot is smooth  yet complex with 
notes of dark fruits

Murphy-goode 675
Red Blend
Rich mouth feeling
with  a nice long finish

HEINEKEN   300
喜力  |  하이네켄  

CORONA   300
科罗那  |  코로나

SAPPORO  300
札幌啤酒  |  삿뽀로

TSING TAO 640 ml  370
青岛  |  칭따오 640ml

GUYABANO 125
红毛榴莲汁 | 구와바

DALANDAN 125
本土橙汁（达兰丹) | 오렌지

POMELO 125
柚子汁 | 포멜로

RED BULL | SUGAR-FREE 200
红牛/无糖红牛 | 레드불 ㅣ 레드불 (무설탕)

RED BULL COCKTAILS
SUNNY SLIDE UP 350
Red Bull, gin, lemon juice,
strawberry, fresh tomato
阳光明媚 | 써니 슬라이드 업
红牛, 杜松子酒, 柠檬汁, 草莓, 新鲜番茄     
레드 불, 진, 레몬 주스, 딸기, 토마토

BOLT FROM THE BLUE 350
Red Bull, vodka, lime juice,
blue curacao, ginger
蓝色螺栓 | 볼트 프럼 더 블루
红牛, 伏特加, 青柠汁, 蓝库拉索, 姜
레드 불, 보드타, 라임 주스, 블루 큐라소, 생강 

PAPER WINGS 350
Red Bull, tequila,
passion fruit, orange bitters
纸翅膀 | 페이퍼 윙스
红牛, 龙舌兰酒, 百香果, 苦橙
레드 불, 데낄라, 패션 후르츠, 오렌지 비터

RED BULL MOCKTAILS
LAKSA   250
Red Bull, coconut cream, lime,
ginger, fresh chili, curry, turmeric
叻沙 | 락사
红牛, 椰子奶油, 酸橙, 生姜, 新鲜辣椒, 咖喱, 姜黄 
레드 불, 코코넛 크림, 라임, 생강, 칠리, 커리, 투메릭 

TROPICAL BURST 250
Red Bull, watermelon juice, peach,
lemon juice, amaretto extract
热带爆发 | 트로피칼 버스트
红牛, 西瓜汁, 桃子, 柠檬汁, 浓缩杏仁 
레드 불, 수박 주스, 복숭아, 레몬 주스, 아마렛또 추출물 

APPLE BLOSSOM 250
Red Bull, apple juice, lemon juice,
cherry blossom extract 
苹果花 | 애플 블러썸
红牛, 苹果汁, 柠檬汁, 浓缩樱花
레드 불, 사과주스, 레몬주스, 체리 블러썸 추출물

饮料选择 음료 샐렉션
WINE  |  BEER  |  SOJU  |  COCKTAILS

MOCKTAILS  |  JUICE

BEVERAGE SELECTION



ENGLISH BREAKFAST TEA  200
英式早餐茶  |  홍차

YUNNAN PU-ERH       340
Aged tea with smooth rich texture
陈年普洱熟茶  |  보이차(일반)

20-YEAR AGED PU-ERH 440
Balanced smooth, with earthy notes
20年陈年普洱熟茶  |  20년산 보이차

25-YEAR AGED PU-ERH 580
Smooth, earthy, with sweet taste
25年陈年普洱熟茶  |  25년산 보이차

30-YEAR AGED PU-ERH  1,060
Rich and earthy, with sweet taste
30年陈年普洱熟茶  |  30년산 보이차 

SENCHA 200
煎茶  |  센차

WILD CHRYSANTHEMUM 180
野菊花 | 야생 국화

PEPPERMINT TEA         100
薄荷茶 | 패퍼민트

JASMINE TEA  180
Green tea with subtle notes of Jasmine
茉莉花茶 | 자스민 차         

WEST LAKE DRAGON WELL 340 
Fresh taste with lingering aroma
of green tea
西湖龙井茶 | 웨스트 레이크 드레곤 웰

HANG ZHOU LION 580
PEAK DRAGON WELL  
Pleasant grassy notes
with nutty aftertaste
狮峰龙井 | 항저우 라이온 피크 라이온 웰

JASMINE SPRING NEEDLES 340
Sweet aroma of Jasmine
and stone fruits 
特级茉莉春毫 | 자스민 스피링 니들스

SUPREME BI LOU CHUN 360
Green tea,with fruity notes
御品碧螺春 | 슈프림 비루천 

COFFEE
咖啡 커피

GREEN TEA
绿茶 녹차 

BLACK  |  PU-ERH TEA
普洱茶 보이차

OOLONG TEA
乌龙茶 우롱차

COLD BEVERAGE
软饮  시원한 음료

WUYI GREAT 340
RED ROBE
Notes of roasted wood,
and aroma or orchid
武夷大红袍茶
우의 위대한 레드 로브

PREMIUM WUYI 510
GREAT RED ROBE
Musky, with peach aroma,
earthy notes
极品武夷大红袍茶
프리미엄 우위 그레이트 레드 로브 

ROYAL GREAT  680
RED ROBE    
Fresh aroma of oolong,
with earthy notes
贡品大红袍
로얄 그레이트 레드 로브

RED HEART  340
TIE GUAN YIN   
Full bodied tea
with hints of honey
红芯铁观音茶
레드 하트 타이 관 인

AN QI IRON  440
BUDDHA KING
Light roast with floral notes
and slight sweet taste  
安溪铁观音
아이론 부다킹 

TAIWAN  580
GINSENG
Notes of flowering orchid
台湾人参乌龙茶
대만 인삼 우롱차 

SIGNATURE ICED TEA       360
招牌冰茶 | 시그니처 아이스티

SAGO’T GULAMAN  260
珍珠西米露 | 사고트 굴라만

JIA DUO BAO  160
HERBAL TEA
加多宝 | 지아 두 바오 (중국식 허브티)

COKE | LIGHT | ZERO 225
可乐 | 健怡可乐 | 无糖可乐
콜라 | 콜라 라이트 | 콜라 제로

SPRITE | ROYAL  225
雪碧 | 皇家
스프라이트 | 로얄

GINGER ALE  250
姜汁汽水 | 진저 에일

SAN PELLEGRINO    150
ARANCIATA
圣沛黎洛有气橙汁
산 펠라그리노 아란시아타

SAN PELLEGRINO        150
LIMONATA
圣沛黎洛有气柠檬
산 펠라그리노 리모니타 

WOONGJIN DR. ALOE 250 
熊津原汁芦荟水 | 알로에

WOONGJIN SKY 280
BARLEY TEA
熊津大麦茶 | 하늘보리

ESPRESSO   150
浓缩咖啡 | 에스프레소

FRESHLY BREWED  150
现磨咖啡 | 블랙 커피 

CAPPUCCINO   170
卡布奇诺 | 카푸치노

CAFFÉ LATTE   170
拿铁 | 카페 라떼

DECAFFEINATED  170
低咖啡因咖啡 | 디카페인 커피

SUMMIT 500ml    70
峰会 | 서미트

JEJU SAMDASOO 500ml 110
济州水 | 제주 삼다수

ACQUA PANNA 500ml  | 750 ml           385|485
普娜 | 아쿠아 파나 

SAN PELLEGRINO 500ml  | 750 ml   385|485
 圣沛黎洛 | 산 펠레그리노 

BOTTLED WATER
乌龙茶 프리미엄 워터

TEA  |  COFFEE  |  SODAS  |  BOTTLED WATER

饮料选择 음료 샐렉션
BEVERAGE SELECTION

All prices are in PHP; VAT 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所 有 价 格 均 为 菲 律 宾 比 索，含 增 值 税 ，需 另 收 1 0 ％ 服 务 费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10%의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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