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To Begin 前菜
Caesar Salad

RM40

凯撒沙拉 시저샐러드

Crisp Romaine lettuce dressed with Caesar dressing accompanied with beef
streaky, croutons and parmesan cheese
爽脆生菜拌奶油凯撒沙拉酱，牛肉培根，面包块和磨碎的干酪
소고기 베이컨, 크루톤 그리고 파마산 치즈에 시저 드레싱을 입힌 아삭한 로메인 상추 샐러드

Caprese

卡普雷塞

카프레제

Buffalo mozzarella cheese, arugula, tomatoes, pesto and balsamic vinegar syrup

RM45

水牛马苏里拉奶酪，芝麻菜，西红柿，香蒜酱和香醋糖浆

버팔로 모짜렐라 치즈, 아루굴라, 토마토, 페스토 그리고 발사믹 식초 시럽

Carpaccio

卡尔帕桥

RM45

카르파초

Beef carpaccio with truffle oil, lemon juice, ruccola and shaved parmesan

生牛肉片与宋录油，柠檬汁，芝麻菜，剃巴马干酪
트러플 오일, 레몬 주스, 루칼라 그리고 파마산 가루

Terrine of Duck

RM48

鸭肉酱 오리 테린

Smoked duck with mushrooms, roasted cherries, cinnamon coffee reduction
烟熏鸭加蘑菇，烤樱桃，及少量肉桂咖啡。
버섯, 구운 체리, 시나몬 커피 리덕션

Scallop

RM51

扇贝 가리비

Seared sea scallop on pickled watermelon, lime jelly with a fennel citrus salad

香煎扇贝加上腌制西瓜，青柠果冻及茴香柑橘沙拉。
펜넬 시트러스 샐러드와 라임 젤리, 절인 수박 위에 팬 프라이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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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p 汤
White Tomato 白西红柿

RM25

화이트토마토

Tomato essence enhanced with fresh basil and garlic finished with cream
西红柿及新鲜的罗勒，加上大蒜奶油

크림 갈릭과 신선한 바질로 맛을 낸 토마토 에센스

Mushroom & Almonds

RM28

蘑菇与杏仁 버섯&아몬드

Cream of mushroom with a hint of almond essence
奶油蘑菇加上少许杏仁

소량의 아몬드 에센스와 버섯 크림

Beet & Beef

RM33

甜菜与牛肉 비프&비프

A rich bouillon made with beef stock, beetroots simmered to perfection
accompanied with beef ravioli
牛肉熬成的牛肉汤加上甜菜与牛肉意大利饺子

비프 토르텔리니가 들어간 졸인 비트, 비프 스톡으로 만들어진 부용

Pasta & Risotto 意面 & 意式炖饭
Fettuccine Carbonara

RM36

培根细面 페투치네까르보나라

Beef streaky, garlic, parmesan, egg yolk
牛肉培根，大蒜，巴马奶酪，蛋黄
비프 베이컨, 마늘, 파마산, 계란 노른자

Spaghetti Bolognaise 肉酱意粉

RM36

스파게티볼로네제

Classic rich beef ragout tossed with pasta and topped with shavings of
Grana Padano cheese
经典丰富的牛肉炖肉拌意大利面加上格拉纳奶酪芝士粉

파스타로 버무려진 클래식 리치 비프 라구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가루가 올려진 요리

Spaghetti Nero

RM40

尼禄意大利面 먹물스파게티

Black spaghetti on a stew of tomatoes, basil with grilled tuna medallions
西红柿配上黑色意大利面条，加上罗勒及烤金枪鱼

토마토 스튜위에 블랙 스파게티, 그릴 참치 메달리온스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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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kin Risotto 南瓜炖饭

RM45

펌킨리조또

Pumpkin puree, pine nuts, roasted tomatoes and spinach
南瓜泥，松子，烤西红柿及菠菜
펌킨 퓨레, 잣, 구운 토마토 그리고 시금치

Seafood Risotto

RM55

海鲜烩饭 씨푸드리조또

Medley of fresh seafood with dill and lemon topped with rocket
新鲜的海鲜加上柠檬酱汁

딜이 들어간 신선한 해산물과 로켓이 올려진 레몬의 혼합

Mains 主菜
The Vegan

RM46

素食 더비건

Cous cous with almonds and dates, roasted fennel, potatoes with a
tomato and cumin ragout
杏仁及枣，烤茴香土豆

아몬드 그리고 대추가 들어간 쿠스쿠스, 로스트 펜넬, 토마토 그리고 큐민 라구가
들어간 포테이토

Chicken Breast

RM60

烤胸肉 치킨브레스트

Parmesan risotto, zucchini ribbons,caramelized onions and a garlic cream foam
巴马烩饭，西葫芦丝，焦糖洋葱及奶油大蒜泡沫
파마산 리조또, 주키니 리본, 카라멜라이즈드 어니언 그리고 갈릭 크림 폼

Seabass

RM65

鲈鱼 농어

Pan fried with herb & walnut crust, roasted fennel, sweet potato puree and
an orange anise gel
香煎香草及核桃，烤茴香番薯及柳橙酱汁

팬 프라이드 허브 & 호두 크러스트, 로스트 펜넬, 고구마 퓨레 그리고 오렌지 아니스 젤

King Prawns

大虾 왕새우

Grilled and flavored with garlic and lemon, foccacia, arugula and dressed with
sauce vierge
烤大蒜及柠檬，意大利薄饼，芝麻菜及淋上醋酱汁

마늘 그리고 레몬을 구워 맛을 낸, 포카치아, 아루굴라 그리고 소스 비에르쥐를 입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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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92

“Smoked” Salmon at 50°C

RM75

C 半熟三文鱼 에구운훈제연어

Salmon filet on a dill gluten sheet, asparagus, tomato confit with white
wine and butter emulsion
三文鱼排，芦笋，淋上白奶油酱汁

화이트 와인과 버터 애멀전과 함께 딜 글루텐 시트,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콩피에 연어 필레

Sirloin

RM98

莎朗 등심

Quinoa, sautéed mushrooms and beans with a balsamic coffee glaze
炒蘑菇及青豆，加上咖啡香醋

발사믹 커피 글레이즈와 함께 퀴노아, 소티드 버섯 그리고 콩

Rib Eye

RM108

肋眼 립아이

Fondant potatoes, cauliflower puree served with beef reduction and
truffle oil
土豆，花菜淋上牛肉酱汁及松露油

비프 리덕션과 트러플 오일이 제공되는 폰당 포테이토, 컬리플라워 퓨레

Beef Tenderloin

RM160

牛柳 소고기안심

Braised daikon, porcini polenta, and a rich red wine juice
红烧萝卜，牛肝菌玉米粥，和丰富的红酒汁
무조림, 포시니 폴렌타, 그리고 레드 와인 주스

Lamb Rack

RM110

羊排 램랙

Stuffed with pistachio and feta, tapenade, Mediterranean vegetables
with a black olive sauce
羊奶酱开心果，橄榄酱，地中海蔬菜配上黑橄榄酱汁

블랙 올리브 소스와 피스타치오 그리고 페타, 타프나드, 지중해 채소 스터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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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sert 甜品
Frozen Espresso Mousse

冰冻咖啡穆斯 소량의칼루아폼이들어간부드러운식감
Silky smooth texture with a hint of kahlua foam

RM25

柔顺的穆斯以及甘露泡沫

소량의 칼루아 폼이 들어간 부드러운 식감

Green Tea Parfait

RM25

绿茶巴菲 녹차파르페
Spiked with honey and ginger reduction served with biscotti
脆饼配上蜂蜜及少量的姜汁
비스킷이 함께 제공되는 꿀 그리고 생강 리덕션이 들어간 스파이크

Cheese Cake

RM25

芝士蛋糕 치즈케이크
Tangy and decadent cheese cake on an Oreo crust
奥利奥(Oreo)脆皮上味道浓烈的奶酪蛋糕
오레오 크러스트위에 톡 쏘는 치즈 케이크

Tiramisu

RM28

提拉米苏 티라미수
Layers of Savoiardi dipped in coffee, mascarpone cheese and cocoa
底层加入咖啡，芝士及可可
커피, 마스카르포네 치즈, 코코아에 담근 사보이아르디

Chocolate Sphere

RM50

巧克力球 초콜릿구

Mango cream mousse enveloped in a chocolate sphere doused with warm ganache
芒果穆斯奶油配上巧克力球
따뜻한 가나슈로 적신 초콜릿 구 안에 덮힌 망고 크림 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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