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NYAN TREE CLUB & SPA SEOUL

FOOD & B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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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재 새우 커리와 난

Wheat, Coconut Milk

밀, 코코넛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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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 쌀국수

Beef, Mung Bean Sprouts, Coriander

쇠고기(미국산), 숙주,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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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볶음밥과 미역국

Rice, Egg, Leek, Mushroom, Broccoli

쌀(국내산), 미역국(소고기 국내산 한우), 계란, 대파, 버섯, 브로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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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Pork, Squid, Prawn, Egg, Onion

돼지고기(국내산), 오징어(베트남산), 새우, 계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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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갈비 해산물 라면

Pork, Leek, Squid, Prawn, Clam

돼지고기(국내산), 대파, 오징어(베트남산), 새우,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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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타이

Egg, Mung Bean Sprouts, Peanut, Onion

계란, 숙주, 땅콩,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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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박이 떡볶이

Beef, Fish Cake, Egg, Leek 

쇠고기(미국산), 어묵, 계란, 대파 

45,000

35,000

35,000

33,000

33,000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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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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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치킨과 오징어 튀김, 감자튀김

Chicken, Squid, Egg

닭고기(국내산), 오징어(연근해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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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앤 치즈와 닭다리 구이

Pork, Squid, Prawn, Egg, Onion

돼지고기(국내산), 오징어(베트남산), 새우, 계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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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게리타 피자

Tomato, Mozzarella Cheese, Basil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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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볼 토마토 파스타

Beef, Tomato, Mafaldine 

쇠고기(호주산), 토마토, 마팔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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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버거

Beef, Onion, Tomato, Bacon, Truffle Aioli 

쇠고기(호주산), 양파, 토마토, 베이컨(미국산), 트러플 아이올리

�
�
타코

Beef, Shrimp, Mung Bean Sprouts, Onion, Egg

쇠고기(호주산), 새우, 숙주, 양파, 계란  

35,000

35,000

35,000

33,000

34,000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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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와 감자튀김

Pork Sausage, Cheddar Cheese, Beef, Onion

소시지(돼지고기 미국산), 체다 치즈, 쇠고기(호주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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콥 샐러드

Chicken, Cucumber, Egg, Red Onion, Avocado, Romain, Celery, Broccoli, Tofu

닭고기(국내산), 계란, 오이, 적양파, 아보카도, 로메인, 셀러리, 브로콜리, 두부(국내산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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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튀김  

28,000

28,000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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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 플래터

Beef Tomahawk, Lamb, Chicken, King Prawn, Pork Sausage, Pork Rib

토마호크(쇠고기 미국산), 양고기(뉴질랜드산), 닭고기(국내산),

새우, 소시지(돼지고기 국내산과 소고기 호주산 섞음), 등갈비(돼지고기 국내산)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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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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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칩 쿠키 도우

카라멜 수트라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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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11,000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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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

Cafe Latte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 13,000Vanilla Latte 

13,000Earl Grey 얼그레이

카모마일 13,000

13,000

Chamomile

Peppermint 페퍼민트

루이보스 13,000Rooibos

	
�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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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late Latte 초콜릿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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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Oasis Lime Ade 오아시스 라임 에이드

15,000Mojito Ade 모히또 에이드

15,000Green Grape Aloe Ade 청포도 알로에 에이드

HOT   /   ICED

HOT   /   ICED

HOT   /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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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ver Kid Juice (Mango,Orange)

트로피칼 스무디 35,000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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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pical Smoothie

Mango Smoothie 망고 스무디

배 스무디 18,000Pear Smoothie

수박 스무디 18,000Watermelon Smoothie

20,000Oreo Shake 오레오 쉐이크

바닐라 쉐이크 20,000Vanill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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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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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e / Zero Coke 콜라 / 제로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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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San Pellegrino (Sparkling) 산펠레그리노 (스파클링)

10,000Coconut Water 코코넛 워터

10,000Fiji Water 피지 워터

5,000Every Water 생수

9,000Fanta Orange 환타 오렌지

9,000Sprite 스프라이트

9,000후버 망고,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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