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HAI CAFÉ FOOD
Salads - 샐러드
Grilled Chicken or Shrimp Caesar

Freshly Baked Baguettes - 반미

120,000 /150,000

그릴드 치킨 샐러드 or 새우 시저 샐러드

Baguettes are served with French Fries or Green Salad

양상추, 크루통, 베이컨, 파마산 치즈, 홈메이드 드레싱

바게트샌드위치는 감자튀김과 그린샐러드가 함께 나옵니다

Hoi An Beef Salad - 호이안 스타일 비프샐러드145,000
호이안 소고기 샐러드

The Hangover 닭고기 반미

110,000

채썬 야채, 양파, 부순 땅콩, 베트남식 식초가 들어간 전통 샐러드

그릴드 치킨, 베이컨, 모짜렐라 치즈, 샐러드, 적양파, 디종
마요네즈 소스

Seafood Banana Flower Salad

Smoked BBQ Beef Brisket

160,000

140,000

씨푸드 바나나 꽃 샐러드

훈제 양지살 바비큐

채썬 바나나 꽃에 올린 웍 팬에 볶은 해산물과 신선한 라임

8시간동안 훈제한 소고기 양지살, 코울슬로 샐러드, 훈제 파프리
카 아이올리 소스

Starters – 에피타이저
Garlic Bread – 갈릭 브레드

Miss Saigon 미스 사이공
55,000

모두가 좋아하는 에피타이저. 마늘을 채썰어 올려 구운 바게트

Calamari – 깔라마리

145,000

105,000

클래식 베트남 바게트, 바비큐 소스에 절인 삼겹살, 양상추,
토마토, 오이, 베트남 전통 칠리 소스

Add 1 Fried Egg - 계란 후라이 추가

10,000

오징어튀김. 라임, 마요네즈, 케이퍼와 함께 나옵니다.

Spring Rolls – 스프링롤 -

Soups & Noodles – 스프와 국수

90,000

튀긴 / 옵션: 새우와 야채 / 베지테리안
Spring Rolls –스프링롤

95,000

혹은 튀기지 않은 월남/ 옵션: 새우와 야채 / 베지테리안
Beef in Lot Leaf - 롯 잎 속 소고기

115,000

쇠고기, 참깨, 간장, 롯 잎에 싸서 숯불로 구워 나갑니다

Fried Wontons - 호안 탄 치엔 - 완탕 튀김

115,000

호이안 전통 메뉴로 라이스페이퍼에 새우와 돼지고기를 싸서
튀기고 야채를 올렸습니다.

White Rose - 반 바오 박 - 하얀 장미

Wonton Soup 완탕 스프

Cao Lau Noodles 까오라우면

Vietnamese Noodle & Beef Soup
베트남 쌀국수 & 소고기 육수

반 세오 – 호이안식 팬케이크
Hoi An Specialities Sampling Platter

220,000

100,000

유명한 베트남의 전통 음식. 소고기와 베트남 허브

100,000
90,000

90,000

호이안 전통 메뉴 – 바비큐 소스에 절인 삼겹살과 양상추, 신선한
허브

Pizzas – 피자 - 1인 메뉴

호이안 전통 메뉴, 새우 만두

Hoi An Pancakes

110,000

전통 메뉴 – 새우, 돼지고기 완탕. 풍미 좋은 치킨/새우 육수에
넣어 야채와 허브를 올려 나옵니다

Hawaiian Pizza 하와이안 피자

145,000

홈메이드 토마토 소스, 햄, 파인애플, 모짜렐라 치즈

호이안 전통 음식 플래터

Margherita Pizza 마가리타 피자

(2인분) 스프링롤, 완탕, 하얀 장미, 호이안식 팬케이크

홈메이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슬라이스, 바질, 모짜렐라 치즈

Italian Pizza 이탈리안 피자

125,000
185,000

홈메이드 토마토 소스, 파르마 햄, 파마산 치즈, 신선한 모짜렐라
치즈, 알싸한 초록 야채

Take-Away Available

High Chairs

Wi-Fi – haicafe123
5% 서비스 부과세

All Major Credit Cards Welcome (No Fee)

HAI CAFÉ COURTYARD BBQ – 하이 카페 바비큐
100% 수입산 소고기 사용 (호주산 혹은 미국산)

Each BBQ item below comes with your choice of the following
각각의 바비큐 메뉴는 아래의 선택하신 메뉴와 함께 나옵니다

Morning Glory 모닝글로리

Vietnamese Herb Noodle Salad
분짜 - 베트남식 허브 누들 샐러드

마늘, 바삭한 양파와 함께 볶은 모닝글로리

Crispy Green Leaf Salad 아삭한 그린 샐러드
토마토, 오이, 양상추에 상큼한 레몬식초 소스

Grilled Vegetable Kebabs 구운 야채 케밥
계절야채를 사용합니다

Mixed BBQ Platter 바비큐 플래터

225,000

돼지고기, 치킨, 소고기 바비큐 꼬치와 땅콩 간장 마늘소스, 호이안 칠리 소스

Flame Grilled Sizzling Beef Skewers 숯불에 구운 소고기 꼬치

205,000

대나무 스틱에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 구운 소고기 꼬치

BBQ Lemongrass Beef 바비큐 레몬그라스 소고기

170,000

레몬그라스를 바르고 바나나잎에 싸 숯불에 구웠습니다

Smoked BBQ Beef Brisket 텍사스 스타일 바비큐 소고기 브리스킷

225,000

베트남 전통 오븐에 바비큐 소스를 발라 8시간동안 굽고 훈제시킨 호주산 소고기

당일 한정 요리

Smoked Duck Leg 훈제 오리 다리

150,000

농장 산지 직송 오리 다리, 앞마당에서 직접 훈제됨

Hai Café Charcoal Chicken 하이카페 숯불 치킨

130,000

닭가슴살 바비큐, 마늘, 레몬그라스, 양파로 양념했으며 땅콩 소스와 함께 나옵니다

Honey Soy Chicken Wings 데리야끼 치킨윙

130,000

꿀, 간장, 마늘 소스에 밤새 마리네이드한 치킨윙

Smoked Pork Ribs 훈제 폭립

160,000

마늘, 레몬그라스, 꿀 소스에 찍어 드세요

Charcoal Grilled Pork Belly 숯불 삼겹살 구이

160,000

베트남식 전통 숯불 오븐에 천천히 익힌 삼겹살 구이

당일 한정 요리

Deep Sea Fish in Banana Leaf 바나나잎에 구운 생선

170,000

생선 필렛에 마늘, 생강, 레몬그라스를 뿌려 구운 요리. 레몬페퍼&갈릭간장소스와 함께

BBQ Ocean Sea Bass Fillet 바비큐 고등어 필렛

170,000

레몬페퍼 & 라임 청고추 칠리소스와 나옵니다

Whole Grilled Fish (600 grams) 구운 생선

150,000

작은 퉁돔에 땅콩과 고수로 마리네이드생선은 매일 시장에서 구매하고 소진시까지 주문 가능합니다.

Flame Grilled Squid 오징어 직화구이

200,000

오징어에 레몬그라스와 약간의 매운 맛을 더한 요리로 호이안 스타일의 칠리&레몬페퍼소스와 나옵니다.

BBQ Tiger Prawns (approx 250 grams) 새우 바비큐 (250g 정도)

270,000

칠리, 마요, 레몬페퍼소스에 찍어드세

Take-Away Available

High Chairs

Wi-Fi – haicafe123
5% 서비스 부과세

All Major Credit Cards Welcome (No Fee)

Mains – 메인요리
Grilled Imported Beef Burger 수입산 소고기 버거

185,000

체다, 구운양파, 양상추, 토마토, 감자튀김

Spaghetti Bolognaise 볼로네제 스파게티

150,000

클래식한 이탈리아요리. 갈린 소고기 라구 소스에 파마잔, 바질을 뿌린 스파게티

Chicken Rice 껌 가 (치킨라이스)

95,000

호이안 전통식 잘게 자른 닭가슴살, 야채, 바질, 민트

Chicken Curry in Claypot 치킨 커리 핫팟

100,000

닭가슴살과 감자, 버섯을 커리 코코넛 육수에 끓인 요리

Wok Tossed Chicken & Cashews 웍 팬에 구운 치킨과 캐슈넛

105,000

야채와 신선한 바질을 곁들임

Stir-fried Spicy Prawns 매운 새우 볶음

150,000

마늘, 고추, 고수와 함께 볶았습니다

Crispy Pork Belly Country Fried Rice 삼겹살 정식

100,000

안남미와 야채, 바삭한 삼겹살, 삼겹살 소스

Vegetarian Options & Sides - 채식주의자 메뉴 & 사이드
Banana Flower Salad 바나나꽃 샐러드

90,000

웍 팬에 볶은 두부를 올린 바나나 꽃 샐러드와 라임식초 드레싱

Grilled Mixed Vegetables 구운 야채

85,000

가지, 호박, 애호박, 버섯, 토마토, 발사믹소스와 올리브오일을
묻혀 구운 요리

Vietnamese Noodle & Vegetable Soup

90,000

Country Vegetable Fried Rice 야채 볶음밥

65,000

안남미를 볶아 로컬 야채와 찐 요리

Morning Glory 모닝글로리

60,000

마늘, 양파와 볶은 모닝글로리

Grilled Veggie Kebab 그릴 야채 케밥

70,000

계절야채를 넣었습니다

쌀국수 & 야채 스프
야채 육수로 만든 쌀국수와 베트남식 허브

Sautéed Straw Mushrooms & Broccoli

Cao Lau Noodles 까오라우면

75,000

호이안 전통식 – 채식주의자 스타일, 양상추와 신선한 허브

Margarita Pizza 마가리타 피자

찐 버섯과 브로콜리
French Fries 감자튀김

125,000

수제 토마토 소스, 토마토, 바질, 모짜렐라 치즈

Eggplant in a Clay Pot 가지 조림

75,000

60,000

70,000

케찹, 마요네즈와 함께 나옵니다

White Rice 쌀밥

20,000

Dessert – 디저트
Artisan Ice cream Old Town selection

130,000

Premium Tropical Fruit Salad

100,000

프리미엄 트로피칼과일샐러드

올드타운 셀렉션 아티산 아이스크림

신선한 과일큐브를 곁들인 망고, 딸기&코코넛젤리 아이스크림 베트남 계절 과일 샐러드: 망고, 망고스틴, 람부탄, 파인애플,

Artisan Ice cream Hoi An selection

리치, 수박

140,000

Kem - Ice cream 아이스크

호이안 셀렉션 아티산 아이스크림
신선한 바나나&딸기를 곁들인 바닐라, 초콜릿&딸기 아이스크림

Artisan Ice cream Hai Café selection
HaiCafe 카페 셀렉션 아티산 아이스크림

초콜릿, 초콜릿 칩, 딸기, 코코넛, 바닐라맛 아이스크림 중 3 스쿱

Crispy Golden Bags 바삭바삭 황금보따리

130,000

115,000
110,000

바나나에 코코넛, 시나몬을 묻혀 튀긴 요리, 아이스크림 한

휘핑크림과 꿀을 곁들인 패션푸르트, 레몬&망고 아이스크림

Chocolate Mousse Cake 초콜릿 무스 케이크

130,000

땅콩, 망고 소스, 바닐라 아이스크림

Take-Away Available

High Chairs

Wi-Fi – haicafe123
5% 서비스 부과세

All Major Credit Cards Welcome (No Fee)

HAI CAFÉ SET MENUS – 하이 카페 세트 메뉴
Minimum 2 persons required (2인 이상)

Chef Menu 1 - Hoi An Specialties – 셰프 메뉴 1 – 호이안 전통식
270,000 VND per person (인당 260,000 VND)
Crispy Vegetarian Spring Rolls - 바삭한 야채 스프링롤 & 피쉬 소스
Steamed White Rose -하얀 장미 – 쪄낸 새우만두
Hoi An Pancakes -호이안식 팬케이크 – 반세오. 새우, 허브믹스, 샐러드
Flame Grilled Sizzling Beef Skewers - 소고기 꼬치 직화구이
마리네이드한 소고기꼬치. 마늘간장소스와 함께
Sautéed Eggplant in Clay Pot - 주물냄비에 찐 가지 요리
White Rice -공기밥
Premium Tropical Fruit Salad - 프리미엄 트로피칼 과일 샐러드
베트남 계절과일들: 망고, 망고스틴, 람부탄, 파인애플, 용안, 수박

Chef Menu 2 - Hai Café BBQ 셰프 메뉴 2 – 하이 카페 바비큐
370,000 VND per person (인당 370,000 VND)
Hai Café Mixed Starters - a platter of Hoi An specialties: 호이안 전통식 전채요리
White Rose - 하얀 장미 (새우 만두)
Fried Spring Rolls of Shrimp - 튀긴 새우 스프링롤
Beef in Lot leaf - 롯 잎에 싸서 숯불에 구운 소고기. 땅콩, 간장 소스로 마리네이드
Hoi An Pancakes 호이안 팬케이크 (반세오) – 새우, 허브, 샐러드
Seafood Banana Flower Salad, 해산물 바나나 꽃 샐러드
웍 팬에 볶은 해산물과 라임을 바나나 꽃에 올린 요리
Grilled Pork Belly 삼겹살 구이
두툼한 삼겹살부위를 베트남 전통 오븐에 오랫동안 익힌 요리
Hai Café Charcoal Chicken 하이 카페 치킨 숯불구이
마늘, 레몬그라스, 양파로 양념한 닭가슴살 바비큐, 땅콩소스와 함께
Sautéed Straw Mushrooms & Broccoli 쪄낸 버섯과 브로콜리
White Rice -공기밥
Crispy Golden Bags 바삭바삭 황금보따리
바나나에 코코넛, 시나몬을 묻혀 튀김옷을 입혀 튀긴 요리. 아이스크림 1스쿱
Take-Away Available

High Chairs

Wi-Fi – haicafe123
5% 서비스 부과세

All Major Credit Cards Welcome (No 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