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woo Promotion
Course A
生煎韓牛沙拉 / 한우다다끼
Grilled Hanwoo appetizer
竹笙松露牛肉羹 / 한우죽생송로버섯스프
Double boiled bamboo pith and truffle with beef soup
一品烏龍 / 일품오룡
Braised sea cucumber stuffed with minced Hanwoo
淸蒸生薑活龍蝦 / 생강바닷가재찜
Steamed live lobster with sliced ginger
黑葫椒韓牛柳 / 통후추한우안심스테이크
Pan fried Hanwoo tenderloin steak with black pepper sauce
紅燒牛肉湯麵 / 홍소한우탕면
Hanwoo noodle soup
燕窩雪梨 / 제비집배찜
Steamed pear with bird’s nest
￦ 175,000

Chinese Liquor Special Promotion
Wuliangye 오량액 (250ml/52%)
￦ 420,000 → ￦ 250,000

Luzhou Laojiao Zisadaqu 노주노교 자사대곡 (375ml/52%)
￦ 320,000 → ￦ 190,000

Man Ho uses Australian beef, Korean pork, Korean chicken,
Korean duck, Korean rice, Korean cabbage kimchi and Korean red pepper powder.
만호는 호주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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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woo Promotion
Course B
五香醬牛肉 / 한우오향장육
Braiseed Hanwoo beef shank with five spice and chili
羅宋湯 / 한우양지스프
Double boiled Hanwoo soup
魚香海蔘 / 어향해삼
Braised sea cucumber with chili bean sauce
糖醋松鼠魚 / 탕수생선
Sweet and sour fish
黑葫椒韓牛柳 / 통후추한우안심스테이크
Pan fried Hanwoo tenderloin steak with black pepper sauce
牛肉炒米粉 / 한우쌀국수볶음면
Fried rice noodle with oyster sauce
燕窩雪梨 / 제비집배찜
Steamed pear with bird’s nest
￦ 150,000

Chinese Liquor Special Promotion
Wuliangye 오량액 (250ml/52%)
￦ 420,000 → ￦ 250,000

Luzhou Laojiao Zisadaqu 노주노교 자사대곡 (375ml/52%)
￦ 320,000 → ￦ 190,000

Man Ho uses Australian beef, Korean pork, Korean chicken,
Korean duck, Korean rice, Korean cabbage kimchi and Korean red pepper powder.
만호는 호주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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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