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

LE DEUX

90.

Green peas
Green peas cream soup with pan seared scallop and scallions

120.

Pate en croute style de Table 34
(Young chef competition winner Chef Oh J.J)
Homemade country style pâté en croute with pickled gherkins

완두콩 크림 스프, 구운 가리비, 골파

테이블 34 스타일의 돼지고기 빠테, 코니숑 피클(돼지고기:국내산, 미국산)
***

Duck breast
Five spice duck breast with dried cherry compote, oven roasted beet root
다섯 가지 스파이스로 향을 입힌 국내산 오리 가슴살 구이, 체리 콤포트, 구운 비트루트

***

Duo of salmon
Duo of salmon tartar with caviar-chive cream and avocado puree
연어 타르 타르, 캐비어 – 차이브 크림, 아보카도 퓨레

Or

Korean hanwoo beef tenderloin
Korean hanwoo beef tenderloin, melted tomato, mushrooms
and new potatoes

***

국내산 한우 안심, 토마토, 버섯, 구운 감자

Rack of lamb
Herb crusted rack of lamb with green beans fagot, artichokes

(Extra charge 35.)

허브 크러스트를 곁들인 호주산 양갈비 구이, 그린 빈 파고, 아티쵸크(돼지고기:미국산)

Or

Or

Korean hanwoo beef ribeye
Korean hanwoo beef ribeye, melted tomato, mushrooms
and new potatoes

Korean hanwoo beef tenderloin
Beef tenderloin with spring vegetable forest
and truffle infused mousseline potatoes

국내산 한우 꽃등심, 토마토, 버섯, 구운 감자

국내산 한우 안심, 봄 채소, 트러플 감자 무슬린

(Extra charge 35.)

(Extra charge 25.)

Choice of sauce (소스 선택)
Red wine sauce
Béarnaise sauce
Earl grey-honey sauce
Rosemary-black garlic sauce

Or

레드 와인 소스
베어네이즈 소스
얼 그레이 – 허니 소스
로즈마리 – 흑마늘 소스

Korean hanwoo beef ribeye
Beef ribeye with spring vegetable forest
and truffle infused mousseline potatoes
국내산 한우 꽃등심, 봄 채소, 트러플 감자 무슬린
(Extra charge 25.)

***

Puff caramel apple tatin, hazelnut crumble, cotton candy
퍼프 카라멜 애플 타틴, 헤이즐넛 크럼블, 솜사탕
***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Choice of sauce (소스 선택)
Red wine sauce
Béarnaise sauce
Earl grey-honey sauce
Rosemary-black garlic sauce

레드 와인 소스
베어네이즈 소스
얼 그레이 – 허니 소스
로즈마리 – 흑마늘 소스

***

Crème brûlée
Hazelnut crème brûlée with crumble and raspberry sherbet
헤이즐넛, 크렘 브륄레, 크럼블, 산딸기 샤벳
***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SIGNATURE DISH

Food allergies, food intolerance and religious interest
We welcome enquiries from customers who wish to know whether any meals contain particular ingredients.
음식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및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service charge & 10% tax.
상기 가격은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닭고기 육수는 국내산입니다.

SUMMER OF PARISIAN

LE QUATRE

160.

Summer cherry and tomato salad with Xeres vinaigrette
여름 체리와 토마토 샐러드와 제렉스 비네그레트

230.

Gravlax & Scallop
Gravlax salmon, scallop carpaccio with
wild baby arugula salad and truffle vinaigrette
연어 그라브랙스, 관자 카르파쵸, 아루굴라 샐러드, 트러플 비네그렛트

***

***

Avocado gazpacho with lemon marinated diver scallop
아보카도 가스파쵸, 레몬 마리네이드 관자

Lobster bisque
Classic French lobster bisque
클래식 프렌치 비스큐

***
***

Surf & Turf
Grilled prime beef ribeye with red wine shallot sauce and
oven roasted king prawn with sweet corn and chorizo ratatouille
미국산 쇠고기 꽃등심 구이와 레드 와인 샬롯 소스,
왕 새우 구이와 옥수수, 쵸리죠(돼지고기:스폐인산) 라따뚜이

Lime sherbet
Lime sherbet infused with thyme

Coconut mousse with passion fruit, roasted pineapple,
Mango & Lychee sorbet
구운 파인애플, 코코넛 무스와 패션 후르츠, 망고 – 리치 소르베

Coffee or Tea

지중해 스타일의 홍어 찜
***

***

***

Skate wing
Steamed skate wing, basil flavors and mediterranean vegetables

라임 샤벳, 타임
***

Chateubriand
Korean hanwoo Beef tenderloin chateubriand with
summer vegetable forest and potato dauphine
국내산 한우 샤또브리앙, 여름 채소, 감자 도피네

Choice of sauce (소스 선택)

커피 또는 차

Red wine sauce
Béarnaise sauce
Earl grey-honey sauce
Rosemary-black garlic sauce

레드 와인 소스
베어네이즈 소스
얼 그레이 – 허니 소스
로즈마리 – 흑마늘 소스

***

Meringue
Melon & dill sorbet, mango-coconut meringue
멜론과 딜 소르베, 망고 – 코코넛 머랭
***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SIGNATURE DISH

Food allergies, food intolerance and religious interest
We welcome enquiries from customers who wish to know whether any meals contain particular ingredients.
음식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및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service charge & 10% tax.
상기 가격은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닭고기 육수는 국내산입니다.

LE CINQ

300.

Beluga caviar, sevruga caviar on ice
with buckwheat blinis and condiments
벨루가 캐비어(8g), 세브르가 캐비어(8g), 메밀 블리니, 컨디먼트
***

Catch of the day & fruits de mer
오늘의 신선한 해산물, 생선
***

Soup of the day
Chef’s special soup
오늘의 수프
***

Foie gras
Pan seared foie gras with apple and ginger chutney, port wine reduction
헝가리산 오리간 구이와 사과 – 생강 처트니, 졸인 포트 와인
***

Raspberry sherbet
Homemade raspberry sherbet, champagne pearl
홈메이드 산딸기 샤벳, 샴페인 펄
***

Surf & Turf
Grilled lobster & Korean hanwoo chateaubriand
with béarnaise sauce, madeira jus, seasonal grilled vegetables
그릴 랍스터, 국내산 한우 샤토브리앙, 그릴 계절 채소, 베어네이즈 소스, 마데이라 소스
***

Goat cheese espuma
with dried crispy chips of homemade fruit bread chip
염소 치즈 에스푸마, 과일 브레드 칩
***

체리 플람베와 키르슈, 바닐라 아이스크림
***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SIGNATURE DISH

Food allergies, food intolerance and religious interest
We welcome enquiries from customers who wish to know whether any meals contain particular ingredients.
음식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및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service charge & 10% tax.
상기 가격은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닭고기 육수는 국내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