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누는 음식입니다!”
저희 메뉴는 음식을 함께 나눌때 그 최고의 맛을 낸다는 저희의 신념을 바탕으로
여럿이 함께 드실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느긋한 식사를 즐기시면서 아름다운 맛을 경험하실수 있도록
여러가지 요리를 주문해 함께드시기를 추천합니다.
Selamat Menikmati!

____________nibble한입요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car (vegetable) pickle
15k
아차르 (야채) 피클
tempeh & payek chips, mango, tamarind dip
38k
템페 & 파옉 칩, 맹고, 타마린드 딥
prawn crackers
28k
새우 과자
spicy bbq chicken wings
67k
매콤한 바베큐 닭날개
spring rolls (2) – chicken curry, yoghurt, herbs, cucumber
58k
스프링롤 (2) – 치킨카레, 요거트, 허브, 오이
spring rolls (2) – vegetables, rice noodles, sweet soy
48k
스프링롤 (2) – 야채, 쌀국수, 단간장
salt ‘n’ pepper tofu, coriander, mango dipping sauce
38k
소금 후추간 두부, 고수풀, 맹고 딥핑 소스
“bali nachos” – spiced chicken, sambal, herbs, lime, avocado, crackers
78k
“발리 나쵸” – 매콤한 닭고기, 칠리 삼발소스, 허브, 라임, 아보카도, 크래커
64k
salt ‘n’ pepper squid, seaweed salad, lemon aioli, sambal
소금 후추간 오징어, 해초 샐러드, 레몬 아이올리, 삼발
perkadel jagung (corn fritters), sambal tomat, bali basil
45k
퍼르커델 자궁 (옥수수 튀김), 도마도 소스, 발리 바실
peking duck, pancakes, spring onions, cucumber, plum hoi sin sauce
115/ 225k
북경 오리, 팬케잌, 파, 오이, 자두 호이신 소스

rice paper rolls 라이스 페이퍼 롤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gado gado (vegetable salad), peanut sauce
가도가도 (야채 샐러드), 땅콩 소스
pork, prawn, mango, herbs, sweet chilli dipping sauce
돼지고기, 새우, 맹고, 허브, 달콤한 칠리 딥핑 소스
모든 가격은7%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54k
65k

____________

half moon steamed buns (3) 반달 찜빵 (3)___________

babi guling (suckling pig), lawar
바비 굴링 (새끼 돼지), 라와르
ayam pelalah (grilled, shredded chicken)
아얌 펄라라 (잘게 찢어 구운 닭고기)
crumbed barramundi, slaw, curry aioli
바라문디 생선, 양배추, 카레 아이롤리
tofu, peanut sauce pecel bali
두부, 발리식 땅콩 퍼철 소스
mini hot dog – balinese pork sausage, lawar, sambal tomat
미니 핫도그 – 발리식 돼지고기 소세지, 라와르, 토마토 삼발
beef, coconut, spices, kemangi, fried shallots
소고기, 코코넛, 향신료, 커망이, 볶은 샬롯
____________

85k
67k
79k
67k
78k
87k

dumplings 만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ing prawn, ginger, spring onion (4)
왕새우, 생강, 쪽파 (4)
pot stickers – roast duck, hoi sin (4)
한쪽만 바삭하게 구운만두 – 오리구이, 호이신 소스

55k

shanghai style jiaozi, spicy chilli garlic oil (8)
샹하이 스타일 만두, 매콤한 고추 마늘 기름 (8)
shao mai – pork & prawn (4)
쇼마이– 돼지고기 & 새우 (4)
fried- pork, wombok, celery – ginger, black vinegar (4)
튀김– 돼지고기, 배추, 셀러리 – 생강, 흑초 (4)
- prawn wontons, guava chilli dipping sauce
새우 스프링 롤, 구아바 칠리 디핑 소스

45k

____________

65k

45k
45k
55k

salads 샐러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awns, bbq pork, mango, coconut, celery, peanuts, herbs, hot sour
새우, 바베큐 돼지고기, 맹고, 코코넛, 셀러리, 땅콩, 허브, 매콤 새콤 드레싱
raw vegetables, glass noodles, citrus soy dressing, sesame
생야채, 당면, 감귤류 간장 드레싱, 참깨
soft shell crab, watermelon, bengkwang, cucumber, pomelo, lime, chilli
껍질채먹는 게, 수박, 얌빈, 오이, 포멜로, 라임, 고추
chicken breast, rice noodles, cucumber, soy, chilli oil, shallots
닭가슴살, 쌀국수, 오이, 간장, 고추기름, 샬롯

모든 가격은7%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92k
65k
89k
78k

____________pizza lah 피자 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희 피자는 얇고 바삭하며 동그랗지 않습니다!
garlic, volcanic black salt
마늘, 화산 검은 소금

58k

tomato, buffalo mozzarella, bali basil pesto
토마토, 버팔로 모자렐라, 발리 바질 페스토

110k

babi guling (suckling pig), pork sausage,lawar, coconut
바비 굴링 (새끼 돼지), 돼지고기 소세지, 라와르, 코코넛

110k

beef, rendang spices, coconut, parmesan, bali basil
소고기, 른당 향료, 코코넛, 파르메산 치즈, 발리 바질

110k

bbq chicken, pineapple, mozzarella, coriander, fried shallots
바베큐 치킨, 파인애플, 모자렐라 치즈, 고수풀, 볶은 샬롯

95k

bali peperoni, mushrooms, mozzarella, pickled chilli, bali basil
발리 페페로니, 버섯, 모자렐라 치즈, 절인 고추, 발리 바질

99k

slow cooked lamb shoulder, black beans, sweet & sour onions, goats cheese
오래 조리한 양고기 어깨부위, 검은콩, 새콤 달콤한 양파, 염소치즈

115k

roasted cauliflower curry, semi dried tomato, mozzarella, curry leaves
구운 콜리플라워 카레, 반건조 토마토, 모자렐라 치즈, 카레잎

85k

Gluten free pizzas are available (except for the bbq chicken pizza)
글루텐 프리 피자 주문가능 (bbq 치킨 피자 제외)

+30k

____________

use your noodle 면요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on-ton noodle soup – bbq pork, bok choy, noodles, broth
완탄 누들 스푸 – 돼지고기 바베큐, 청경채, 면, 육수
char sui pork, egg noodles, bok choy
돼지고기 챠슈, 계란 국수, 청경채
rice noodles, fish cake, tofu, broccoli, herbs, peanuts, tamarind, egg net

78k
115k

쌀국수, 어묵, 두부, 브로콜리, 허브, 땅콩, 타마린드, 에그넷
with chicken 110k
with char sui pork & prawns
닭고기

145k

돼지고기 차슈 & 새우

____________steam 찜요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rramundi, spring onion, ginger, shallots, coriander
바라문디 생선, 쪽파, 생강, 샬롯, 고수풀

모든 가격은7%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50gm 145k

____________wok

웍냄비요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si goreng (fried rice) “seafood”, egg, chicken satay, acar, prawn crackers
“해산물” 나시 고랭 (볶음밥), 계란, 닭꼬치, 아차르 피클, 새우 크래커
nasi goreng (fried rice) “chicken”, egg, chicken satay, acar, tempe chips
“닭고기” 나시 고랭 (볶음밥), 계란, 닭꼬치, 아차르 피클, 템페 칩
nasi goreng (fried rice) “vegetable”, egg, acar, tempe chips
“야채” 나시 고랭 (볶음밥), 계란, 아차르 피클, 템페 칩

85k
75k
62k

____________grill 구이요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icken satay, lontong, vegetable pickle
닭꼬치, 론통, 야채 피클
bbq pork rib, sweet corn, lime, peanut salsa
돼지갈비 바베큐, 단옥수수, 라임, 땅콩 살사

(6 or 12) 70/135k
(400gm)125k

bbq beef rib, (black angus), sweet corn, lime, peanut salsa
소 갈비 바베규, 단 옥수수, 라임, 땅콩 살사
____________

(500gm) 260k

specialities 현지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yam betutu” -smoky chicken, cassava leaves
(500gm) 185k
발리식 특선요리 “아얌 버투투”– 훈제 닭고기, 카사바 잎
89k
my mother-in-law’s chicken curry, rice cake “it’s the real deal”!!!
우리 장모님 닭고기 카레, 찰밥 “최고의 맛!”
“flying fish” - crispy freshwater fish, vegetable peanut salad, sambal, soy
125k
“날으는 생선” – 바삭한 민물고기 튀김, 인도네시아식 땅콩 야채 샐러드, 삼발, 단간장
lamb shank rendang, ketupat (rice dumpling), cassava leaves, green chill
195k
양고기 렌당, 라이스 덤플링,카사바잎,그린 칠리

____________eat your vegetables!

채식_________________________

green papaya, coconut, peanut salad
그린 파파야, 코코넛, 땅콩 샐러드
iceberg, capsicum, beng kwang, cucumber, ginger & lime dressing
양상추, 피망, 얌빈, 오이, 생강 & 라임 드레싱
pecel bali – water spinach, sprouts, cucumber, lemon basil, peanuts
발리식 퍼철 – 시금치, 숙주, 오이, 레몬 바질, 땅콩
grilled corn on the cob, sambal butter
구운 옥수수, 매콤한 삼발 버터
bok choy, oyster sauce
청경채, 굴소스
lawar kacang (snake beans, coconut, spices)
콩 라와르 (스네이크빈, 코코넛, 향신료)
bali fried rice, bali pork sausage, egg
발리식 볶음밥, 발리 돼지고기 소세지, 계란
steamed rice
스팀 쌀
모든 가격은7%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8k
38k
42k
38k
38k
36k
48k
15k

____________sweet

spot 디저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anana split, ice creams, mango, papaya, lime, chocolate, coconut, nuts
바나나 스플릿, 아이스크림, 맹고, 파파야, 라임, 쵸콜렛, 코코넛, 견과류
decedent chocolate tart, kintamani coffee ice cream, glass biscuit
전설의 쵸콜렛 타르트, 킨타마니 커피 아이스크림, 글래스 비스킷
crème brulėe trilogy–pandan - ginger mango - black sesame
크렘 브를레 삼중주–판단 – 생강 맹고 – 흑임자
coconut tapioca tart, lime curd, tangerine mint ginger sorbet, black rice tuile
코코넛 타피오카 타르트, 라임커드, 오렌지 민트 생강 샤베트, 흙미 튜일

55k
55k
55k
55k

Our gelato and sorbetto are made with 100% natural ingredients

우리 gelato 와 sorbetto 는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gelato
- roasted banana (구운 바나나)
- salted caramel (소금에 절인 캐러멜)
- avocado and chocolate (아보카도 & 초콜릿)
- vanilla (바닐라)
- coffee (커피 )

per scoop 32k

sorbetto

per scoop 32k

- dragon fruit (용 과일 )
- pineapple (파인애플)
- chocolate (조콜릿)
- lime & ginger (라임 & 및 생강)
- coconut & pandan (코코넛 & 판단)

셰프 추천 –강력 추천
돼지고기
채식주의
매운맛
땅콩 함유
소고기
글루텐 프리(이외의 요리들도 글루텐 없이 조리가능합니다. 문의해주십시오.)

모든 가격은7%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