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복 죽 
Abalone porridge

메인 메뉴 (택 2  I  Choice of Two Main Dishes)

해물 돌솥 비빔밥
Hot stone pot seafood bibimbap

계절 후식
Seaonal dessert

계절 샐러드
Seasonal salad

해물 파전
Seasonal seafood Jeon

성화정 계절 세트 메뉴 2인
Seasonal Set Menu for TWO

주류 (택 1  I  Choice of 1 bottle)

Premium Red Wine    or    Premium White Wine    or    화요 17  Hwayo 17

패밀리 세트
Family Set
 
  바비큐 소스 폭립           사워크라우트        야채 꼬치                   소프트롤
  BBQ sauce pork rib       Sauerkraut           Vegetable skewer      Soft roll

  프라이드 치킨 1/2        프라이드 치킨 윙           프라이드 포테이토       프라이드 새우
  Fried chicken half         Fried chicken wings     Fried potato                Fried shrimp

JSW 생맥주 2잔 & 생과일쥬스 - 총 4잔
Two JSW draft  beer & Two fresh fruit juice
 

돼지고기 딤섬                                                        새우 부추 딤섬
Steamed pork dumplings, scallops, fish roe         Steamed shrimp dumplings, chives

아스파라거스 버섯 딤섬                                          청경채 버섯 돼지고기 번
Steamed asparagus, mushroom dumplings          Steamed pork buns, bok choy, mushroom

찹쌀 연잎 딤섬                                                        전복소스 해산물 두부 조림
Steamed chicken glutinous rice, lotus leaf            Braised bean curd, scallops, shrimp, abalone sauce in clay pot

쇠고기 볶음면                                                         셰프 스페셜 디저트
Wok-fried flat rice noodles, sliced beef                 Chef’s choice seasonal dessert

濟州膳 제주선
Jejuseon

T. 064-908-1260

A L L  I N  W O R L D  G O L D

L U N C H  M E N U

르 쉬느아
Le Chinois

T. 064-908-1240

성화정
Seong Hwa Jeong

T. 064-908-1600

바온탑
Bar on Top

T. 064-908-2630

- 업장별 지정된 세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메뉴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 Designated menus are prepared for your selection at each outlet for this package.

or or전복 흑돼지 김치찌개
Black pork and abalone Kimchi stew

전복 쇠고기 된장찌개
Beef and abalone soy bean paste stew

런치 뷔페 2인
Lunch buffet for TWO

스카이 온 파이브 다이닝
Sky on 5 Dining 
 
T. 064-908-1200



A L L  I N  W O R L D  G O L D

D I N N E R  M E N U

- 업장별 지정된 세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메뉴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 Designated menus are prepared for your selection at each outlet for this package.

濟州膳 제주선
Jejuseon

T. 064-908-1260

와인 & 다인 스페셜 2인
Wine & Dine Special for TWO

스카이 온 파이브 다이닝
Sky on 5 Dining 
 
T. 064-908-1200

디너 뷔페 2인
Dinner buffet for TWO

랜딩 다이닝
Landing Dining 
 
T. 064-908-2300

흑목이 버섯 냉채                                                     
Chilled marinated black fungus         

새우 옥수수 수프  
Sweet corn, shrimps thick soup (per person)

북경 오리 - 반 마리
Peking duck - half duck

마늘 찜 랍스터
Steamed Bosten Lobster, garlic, glass noodles

탕수육
Fried Jeju pork belly, capsicum, pineapple, sweet and sour sauce

X.O. 소스 오리 볶음밥                                                   
X.O. sauce fried rice with diced duck meat                   

르 쉬느아
Le Chinois

T. 064-908-1240

제주선 계절 한상 차림 2인 세트 + 제주 허벅술  1병
Jeju Seon seaonal Family style for Two + 1 bottle of Heobeoksul(Distilled Soju)

솜땀
Som tam 

똠얌꿍
Tom yum goong

메인 메뉴 (택 2  I  Choice of 2 Main Dishes)

샤또 벨레 그라브 라란데 포므롤  1병
Chateau Belles Graves Lalande de Pomerol 1 bottle

흑 후추 쇠고기 볶음 
Beef, black pepper

칠리 새우
Chilli prawn 

신화테라스
Shinhwa Terrace

T. 064-908-1601

or or or or
치킨 그린 커리
Chicken green curry & Rice

치킨 레드 커리
Chicken red curry & Rice

팟타이
Pad Thai

미고랭
Mie goreng 

나시고랭
Nasi gore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