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Green Table

Nature to Table
Seasonal Flavor
since 2009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때
<더 그린테이블>의 식탁도 변화합니다.

“자연을 닮고, 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식재료로, 한국인 셰프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을 위해 노력합니다.

채소, 허브 곡물, 나물, 버섯, 뿌리채소
해초, 해산물, 생선, 한우, 소금, 간장
어느 재료에 치우침없이 골고루
까다롭게 선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연의 영감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Dinner                     240,000

Seasonal menu 
10 dishes including 2desserts

-

Wine Pairings                     140,000/ 5gls

glass wine                           30,000/gl

Sparkling water                   11,000/bt

tax 10 % included.

-

The Green Table

Nature to Table
Seasonal Flavor
since 2009

When the Season changes in Korea,
the table of [The Green Table] changes as well.

“We want to resemble Nature, 
we want to put nature on the plate.”

We elaborate our food with locally grown ingredients
in Korea and our best.

We pick and prepare every ingredient with a high 
standard to people get inspired by nature.

Spring, Summer, Fall, Winter, 
and Spring again.

Thank you for coming today.

Dinner                     240,000

Seasonal menu 
10 dishes including 2desserts

-

Wine Pairings                     140,000/ 5gls

glass wine                           30,000/gl

Sparkling water                   11,000/bt

tax 10 % included.

The Green Table

Nature to Table
Seasonal Flavor
since 2009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때
<더 그린테이블>의 식탁도 변화합니다.

“자연을 닮고, 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식재료로, 한국인 셰프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을 위해 노력합니다.

채소, 허브 곡물, 나물, 버섯, 뿌리채소
해초, 해산물, 생선, 한우, 소금, 간장
어느 재료에 치우침없이 골고루
까다롭게 선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연의 영감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UNCH                     120,000

Seasonal menu 
7 dishes including 2desserts

-

Wine Pairings                     110,000/ 4gls

glass wine                           30,000/gl

Sparkling water                   11,000/bt

tax 10 % included.

-

Spring

DINNER

Vegetables & Herb, Edible Flower, Namuls
Champagne Vinaigrette, Ratatouille Terrine

농장의 채소, 허브, 식용꽃, 나물
샴페인 드레싱, 나물피클액, 채수 아스픽 라따뚜이테린

Korean Grains & Root Vegetables, 10 Vegetables Jus

한국의 곡물, 뿌리채소로 만든 시그니춰 메뉴
검은보리, 귀리, 우엉, 초석잠, 10가지 채소소스

Red King Crab, Several type of Tomatoes

레드 킹크랩, 여러가지 토마토

Osetra Caviar, Sunchoke, Anna Potato, Chive

오세트라 캐비어, 돼지감자, 안나포테이토, 차이브

Pan Seared Red King Crab, Jeju White Asparagus

레드 킹크랩, 제주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Spring Namul Broth, Mandoo

전통그릇 <합>, 사찰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

Australian Lamb Chop, Mint, Zucchini, Eggplant

호주산 양갈비, 민트, 쥬키니, 가지

Korean Beef, Sirloin, Jeju Carrot, Rape Blossoms

한우 암소 채끝, 제주당근, 유채

Mont Blanc

몽블랑, 시그니춰 디저트

Vanilla Mousse Petit Gateau

바닐라 빈 무스케이크

Vanilla Mousse Petit Gateau

꽃잎차, 얼그레이, 모모스 핸드드립 커피, 디카페인 커피

나물 피클/ Namul Pickles

여름정원 / summer garde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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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to Table
Seasonal Flav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