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prices subject to a 10% Service Charge and prevailing GST 
    

샐러드 
오전 11 시 30 분부터 오후 10 시까지 매일 제공 

1. 시저 샐러드 16 

로메인 상추, 크리미 갈릭 드레싱, 파마산 치즈 
2. 퀴노아 샐러드 23 

레드 퀴노아, 라디치오, 석류, 구운 비트루트, 발사믹, 
민트, 퀴노아 크리스피 

추가  토핑 
그릴드 치킨 5조각 
3. 파머스 마켓 과일 샐러드 볼 15  

계절 열대 과일, 패션후르츠 시럽 

샌드위치 및 사이드 메뉴 
모든 샌드위치 및 버거에 프렌치 프라이를 사이드 메뉴로 제공 

4. 커리 치킨 크루아상(타피오카 칩을 함께 제공) 18 

그릴드 치킨, 커리 마요네즈, 건포도, 샐러리 

5. 베트남 치킨 반미(타피오카 칩을 함께 제공) 2 3  

구운 바게트, 그릴드 치킨, 스위트 칠리, 피클 

6. 클럽 샌드위치 23 

훈제 칠면조, 햄, 메이플 베이컨, 그뤼에르 치즈 

7. 그릴드 햄 및 치즈 23 

구운 사워도우 빵, 그뤼에르 치즈, 파리산 햄 

8. 그릴드 앵거스 비프 버거  30 

아메리칸 치즈, 상추, 토마토, 피클, 칠리 아이올리 

9.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16 

구운 사워도우 빵, 그뤼에르 치즈,  
모짜렐라 치즈 및 화이트 체다 치즈 

10. 채소 스시롤 14 

오이,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11. 프렌치 프라이 12 

12. 타피오카 칩 9 

13. 케틀 칩 6 

해염, 체다 치즈 또는 바베큐 

디저트 

14. 초콜릿 칩 쿠키 10 

15. Momolato 아이스크림 7 

시칠리아 피스타치오 다크 초콜릿 소르베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화이트 미소 딸기 
초콜릿 헤이즐넛 

채식주의 견과류 포함 돼지고기 포함 

청량  음료 

신메뉴 – 니트로 아이스 커피 12oz / 16oz 8 / 9.50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싱글샷 5 
카페라떼,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더블샷, 카페모카 6 
카모마일, 엠퍼러 센차, 얼그레이 6 
자스민, 모로칸 민트, 잉글리시 브랙퍼스트 
피지, 산 펠레그리노 500ml / 1L 9 / 12 
비터 레몬, 콜라, 라이트 콜라/제로 콜라, 진저 에일, 스프라이트
 5 
레드불 8 

16. 아이스 주스 6 

오렌지, 사과, 크랜베리, 라임, 망고,  
파인애플, 핑크 구아바, 핑크 자몽 

17. 생과일 주스 12oz / 16oz 10 / 12 

오렌지, 그린 애플, 당근, 수박 

18. Young Thai Coconut 10 

19. 스무디 10 

프레쉬 믹스 베리, 프레쉬 아보카도 18 

블루베리와 아마씨가 포함된 그래놀라 15 

20. 향이 가미된 아이스티 8 

레몬 또는 리치 

칵테일 

볼프강 퍽(Wolfgang Puck)의 시그네처 칵테일 

21. 에덴의 동쪽(The Garden Of Eden) 23 

망고 블랙 티를 우려낸 보드카, 레몬 사워 
22. 이 땅의 평화(Peace On Earth) 23 
열대 과일 럼 펀치, 파인애플, 패션후르츠 

코코넛, 아몬드 시럽, 라임 
풀사이드 바텐더 시리즈 

23. 보태닉스(Botanics) 21 

라벤더 추출해 첨가한 진, 쿠앵트로, 레몬 

24. 하이 브리즈(High Breeze) 21 

플랜테이션 화이트 럼, 피치 시냅스, 라임 

그레나딘, 석류, 바질 

25. 싱가포르 슬링(Singapore Sling) 22 

비피터 진, 체리 브랜디, 그레나딘, 파인애플 

26. 프로즌 다이키리(Frozen Daiquiri) 22 

플랜테이션 화이트 럼, 사탕수수, 라임 

27. 프로즌 마가리타(Frozen Margarita) 22 

레포사도 데킬라, 쿠앵트로, 라임 

28. 모히토(Mojito) 22 

플랜테이션 화이트 럼, 머들링된 민트, 라임 

29. 피나 콜라다(Piña colada) 22 

플랜테이션 화이트 럼, 말리부, 파인애플 

30. 레드 샹그리아(Red Sangria) 20 / 90 

열대 과일, 와인, 만치노 로소, 럼, 오렌지 

31. 화이트 샹그리아(White Sangria) 20 / 90 

열대 과일, 와인, 만치노 로소, 피치 슈냅스, 레몬 

글라스/바틀 와인 

스파클링 와인 

32. Piper-Heidsieck, Champagne Brut - 프랑스산 28 / 120 

33. Moscato d'Asti, Ca'd'gal – 이탈리아 피에몬토산 22 / 100 
34. Bisol Belstar, Prosecco DOC - 이탈리아 베네토산 20 / 90 
로제  와인 

35. Château de Berne Esprit - 프랑스산 18 / 80 
화이트 와인 

36. Chanson Bourgogne, Chardonnay - 프랑스산 22 / 100 
37. Beau Mayne, Sauvignon Blanc - 프랑스산 18 / 80 
레드  와인 

38. Chanson Bourgogne, Pinot Noir – 프랑스산 22 / 100 
39. Beau Mayne, Cabernet / Merlot - 프랑스산 18 / 80 

맥주  

드래프트 맥주 

40. Tiger 글라스 330ml...14 피처 1.5L...55 타워 3.9L...120 

41. Erdinger Weiss 14 

사과주 
42. Zeffer “Red Apple” - 뉴질랜드산 16 
병맥주 
43. Heineken, Corona, Asahi 14 

무알콜 칵테일 

44. Double Happiness 14 

파인애플, 패션후르츠, 코코넛, 아몬드 시럽, 라임 
45. Without Consequence 14 

리치, 자몽, 엘더플라워, 라임 

46. Cracklin’ Rosie 14 

라즈베리, 로즈, 리치, 크랜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