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UTDOOR KITCHEN

B A N Y A N  T R E E  C L U B  &  S P A  S E O U L



OUTDOOR KITCHEN

��������������The 미식 장인라면�
Leek, Radish, Octopus, Squid, Prawn, Clam
대파, 무, 문어, 오징어, 새우, 조개

27,000

일상의  행복을  더해주는  미식  생활의  시작

The 미식 장인라면과 함께 해산물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바람에 말린 건면과 20시간 끓인 장인의 육수를

풍성한 해산물과 함께 조리해 얼큰하고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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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게리타 피자
Cheese, Tomato Sauce, Basil
치즈, 토마토소스,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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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보나라 파스타
Cream, Bacon, Egg
크림, 베이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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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타이
Rice Noodles, Egg, Bean Sprouts, Crushed Peanut and Red Onion, Coriander
라이스 누들, 계란, 숙주, 땅콩, 적양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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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팟꿍
Thai style stir-fried Rice with Tomato, Onion, Bean Sprout and Shrimp, Coriander 
토마토, 새우, 양파, 숙주,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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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 짜장면 
Beef, Egg, Onion
소고기, 계란, 양파

31,000

31,000

3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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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 플래터
Pork Rib, Beef, Pork, Chicken, Lamb, LA Galbi, Sweet Corn, Sausage, Squid 

폭립,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LA갈비, 옥수수, 소시지, 오징어 

170,000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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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튀김 & 치킨
Squid, Chicken, French Fries
오징어, 치킨, 감자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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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짜렐라 치즈 떡볶이 
Mozzarella, Egg, Odeng
치즈, 계란,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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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 버거  
Beef, Onion, Tomato, Bacon, Truffle Aioli
쇠고기, 양파, 토마토, 베이컨, 트러플 아이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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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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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

33,000

29,000

15,000

* 원산지*

[육류] 돼지고기 삼겹살, 갈비 : 국내산 , 소시지 : 미국산 , 베이컨 : 미국산 / 쇠고기 살치살, LA 갈비 : 미국산 / 닭고기 : 국내산 / 양고기 : 호주산

[해산물] 조개 : 국내산 / 오징어 : 국내산 [잡곡류] 떡볶이 떡 : 외국산 / 쌀 : 국내산 / 김치, 배추, 고춧가루 :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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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벤앤제리스(Ben & Jerry's)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진한 풍미를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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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퍼지 브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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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 가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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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릿 칩 쿠키도우

청키 몽키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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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11,000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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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

Cafe Latte 카페 라떼

바닐라빈 라떼 13,000

13,000

Vanilla Bean Latte 

Cappuchino 카푸치노

13,000Earl Grey 얼그레이

카모마일 13,000

13,000

Camomile

Pepermint 페퍼민트

루이보스 13,000Rooi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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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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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 Iced Chocolate 핫/아이스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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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Oasis Lime Ade 오아시스 라임 에이드

15,000Mojito Ade 모히또 에이드

15,000Pink Ade 핑크 에이드

HOT   /   ICED

HOT   /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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