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king Duck Perfection
福/복
Happiness
蝦油蛋黃汁拌三鮮 / 해물냉채
Chilled assorted seafood appetizer
龍蝦酸辣湯 / 바닷가재 산라탕
Hot and sour soup with live lobster
一品海參 / 일품해삼
Braised sea cucumber stuffed with minced shrimp
北京烤鴨或 炒鴨鬆和花卷 / 북경오리, 오리볶음과 꽃빵
Peking duck, wok fried duck meat with steamed bun
馬來錢醬鰻魚 / 마라 장어
Wok fried eel with chili pepper sauce
中式冷麵 / 중식 냉면
Chinese cold noodle soup
木瓜 氷糖 燕窩 / 파파야 제비집 감채
Papaya with bird’s nest sago
￦ 165,000

Sommelier’s Recommendation
Matua Land & Legend Pinot Noir Marlborough New Zealand
By the glass \ 24,000
Bottle \ 120,000

Man Ho uses Australian beef, Australian lamb, Korean pork, Korean chicken,
Korean duck, Korean rice, Korean cabbage kimchi and Korean red pepper powder.
만호는 호주산 쇠고기, 호주산 양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오리, 국내산 쌀,
국내산 배추김치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합니다.
No tipping please. Price includes 10% service charge and 10% VAT.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상기 가격은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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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alert your server prior to ordering.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문 전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s,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날 음식과 덜 조리된 육류,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와 계란의 섭취는 수인성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Peking Duck Perfection
運/운
Lucky
芝麻燻鴨和 鮑魚 前菜 / 훈제오리와 전복 냉채
Smoked duck and cold abalone appetizer
蟹肉燕窩羹 / 게살 제비집 수프
Bird’s nest soup with crab meat
XO 燒海參 / XO소스 해삼탕
Braised sea cucumber with XO sauce
北京烤鴨或 炒鴨松 / 북경오리, 오리볶음 상추쌈
Peking duck, wok fried duck meat in lettuce
炒三蔬 / 야채볶음
Wok fried assorted vegetables
中式冷麵 / 중식 냉면
Chinese cold noodle soup
木瓜 氷糖 燕窩 / 파파야 제비집 감채
Papaya with bird’s nest sago
￦ 145,000

Sommelier’s Recommendation
Marques de Caceres Reserva Tempranillo Rioja Spain
By the glass \ 20,000
Bottle \ 100,000

Man Ho uses Australian beef, Australian lamb, Korean pork, Korean chicken,
Korean duck, Korean rice, Korean cabbage kimchi and Korean red pepper powder.
만호는 호주산 쇠고기, 호주산 양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오리, 국내산 쌀,
국내산 배추김치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합니다.
No tipping please. Price includes 10% service charge and 10% VAT.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상기 가격은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특정 음식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주문 전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s,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날 음식과 덜 조리된 육류,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와 계란의 섭취는 수인성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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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alert your server prior to ord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