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NE Set Menu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서비스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ENE Dinner Set A

훈제 연어, 케이퍼베리, 딜 사워 크림, 오이

Smoked Salmon, Caperberry, 
Dill Sour Cream, Cucumber  

주방장 추천 오늘의 수프

Chef’s Daily Soup  

메인 요리 선택

Choice of Main  

참 숯으로 구운 호주산 소고기 등심

Charcoal Grilled Australian Beef Sirloin  

OR

화덕에 구운 오늘의 생선 (광어 : 국내산)

Wood Burning Oven - Roasted Daily Market Fish  

베일리스 티라미수

Baileys Tiramisu  

커피 또는 차

Freshly Brewed Coffee or Tea  

With Wine Pairing 69,000

45,000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서비스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ENE Dinner Set B

프로슈토, 멜론, 아루굴라, 호두, 파마산 치즈
(프로슈토 – 돼지고기 : 이탈리아)

Prosciutto, Melon, Arugula, 
Galzed Walnut, Parmesan Cheese

클래식 미네스트로네 수프  

Classic Minestrone Soup  

관자구이와 샤프론 리조토, 아브루가 캐비어, 아스파라거스  

Sea Scallop with Saffron Risotto, Avruga Caviar, Asparagus

메인 요리 선택

Choice of Main  

참 숯으로 구운 호주산 소고기 등심

Charcoal Grilled Australian Beef Sirloin

OR

호주산 양갈비  

Australian Lamb Chop 

유자 화이트 초코 무스  

Yuza White Choco Mousse

커피 또는 차

Freshly Brewed Coffee or Tea  

With Wine Pairing 93,000

65,000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서비스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ENE Signature Set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바질페스토, 발사믹 드레싱

Mozzarella Cheese, Tomato, Basil Pesto, 
Balsamic Dressing

이탈리안 양파 수프 (우사골 : 호주산)  

Italian Onion Soup

오징어 먹물 뇨끼, 고르곤졸라 크림 소스 (오징어 먹물 : 스페인산)  

Squid Ink Gnocchi with Gorgonzola Cream Sauce

메인 요리 

Main Dish

참 숯으로 구운 호주산 소고기 안심과 왕새우  

Surf N Turf - Chacoal Grilled AUS Tenderloin and King Prawn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  

Blueberry Cheese Cake

커피 또는 차

Freshly Brewed Coffee or Tea  

With Wine Pairing 125,000

95,000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서비스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amily Sharing Set (3-4 persons)

리코타 치즈, 시저 샐러드 (베이컨 – 돼지고기 : 미국산)

Antipasti Ricotta - Cheese and Caesar Salad

주방장 추천 수프  

La Zuppa - Chef’s Selection

마르게리타 피자  

Pizza - Margherita 

메인 요리 

Main Dish

육류와 해산물 모듬 (삼겹살 - 돼지고기 : 국내산), (닭날개 : 태국산)
참 숯으로 구운 호주산 소고기 등심, 호주산 양갈비, 랍스터, 왕새우, 핫윙, 삼겹살

Meat and Seafood Platter 
Chacoal Grilled, Australian Beef Sirloin, Lamb Chop, Lobster, King Prawn, Hot Wing, Pork Belly

견과류 카라멜 파운드 케이크, 민트 초코 젤라또, 계절 과일  

Salted Caramel Pound with Nuts, Mint Choco Gelato, Seasonal Fruit

커피 또는 차

Freshly Brewed Coffee or Tea  

2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