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u t h e n t i c

I n d i a n

C u i s i n e

인도인들의 정신적 고향, Ganga
Ganga는 인도 북부 평원지대를 흐르는 갠지스강의 인도어입니다.
인도는 예로부터 갠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갠지스강은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어머니의 강'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인도인들이 Ganga를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성스럽고 깨끗한 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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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 N C H

S P E C I A L

M E N U

LUNCH SPECIAL MENU A
Lassi / 라씨

인도식 전통 수제 요구르트

Green Salad / 그린 샐러드
신선한 야채 샐러드

Chicken Tangri Kabab / 치킨 탕그리 케밥 (치킨:미국산)
치즈, 크림, 연한 향신료에 숙성하여 참숯에 구운 닭다리 바비큐

Tandoori King Prawn / 탄두리 킹 프로운

허브, 크림 소스를 첨가하여 탄두에 구워낸 왕새우 바비큐

Ganga Curry / 커리
1인 1개 선택

Nan or Chawal / 난 또는 밥
Tea or Coffee / 티 또는 커피

\ 35,000원 (1인)

LUNCH SPECIAL MENU B
Lassi / 라씨

인도식 전통 수제 요구르트

Today Soup / 오늘의 스프
Green Salad / 그린 샐러드
신선한 야채 샐러드

Tandoori Chicken / 탄두리 치킨 (닭:국내산)

인도 전통 향신료에 하룻밤을 재운 치킨을 탄두에 구워낸 인도의 대표적 바비큐

Tandoori King Prawn / 탄두리 킹 프로운

허브, 크림 소스를 첨가하여 탄두에 구워낸 왕새우 바비큐

Ganga Curry / 커리
1인 1개 선택

Nan or Chawal / 난 또는 밥
Tea or Coffee / 티 또는 커피

\ 40,000원 (1인)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최종 지불가격입니다.

L U N C H

S P E C I A L

M E N U

LUNCH SPECIAL MENU C
Lassi / 라씨

인도식 전통 수제 요구르트

Today Soup / 오늘의 스프
Cheese Salad / 치즈 샐러드

신선한 야채와 함께 홈메이드 파니르 치즈와 리코타 치즈가 들어간 스페셜 샐러드

Tandoori King Prawn / 탄두리 킹 프로운

허브, 크림 소스를 첨가하여 탄두에 구워낸 왕새우 바비큐

Special Lamb Kalbi / 스페셜 램 갈비 (양:호주산)

매콤한 향신료로 절인 양갈비를 탄두에서 구워낸 양고기 스페셜 바비큐

Ganga Curry / 커리
1인 1개 선택

Nan or Chawal / 난 또는 밥
Today Special Dessert / 오늘의 디저트
Tea or Coffee / 티 또는 커피

\ 55,000원 (1인)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최종 지불가격입니다.

D I N N ER

S P E C I A L

M E N U

DINNER SPECIAL MENU A
Lassi / 라씨

인도식 전통 수제 요구르트

Samosa or Chicken Samosa / 사모사 또는 치킨 사모사
향신료가 첨가된 닭고기 또는 야채를 넣어 만든 인도식 군만두

Green Salad / 그린 샐러드
신선한 야채 샐러드

Tandoori Chicken / 탄두리 치킨 (닭:국내산)

인도 전통의 향신료에 하룻밤을 재운 치킨을 탄두에 구워낸 인도의 대표적인 바비큐

Tandoori King Prawn / 탄두리 킹 프로운

허브, 크림 소스를 첨가하여 탄두에 구워낸 왕새우 바비큐

Ganga Curry / 커리
1인 1개 선택

Nan or Chawal / 난 또는 밥
Tea or Coffee / 티 또는 커피

\ 40,000원 (1인)

DINNER SPECIAL MENU B
Lassi / 라씨

인도식 전통 수제 요구르트

Today Soup / 오늘의 스프
Samosa or Chicken Samosa / 사모사 또는 치킨 사모사
향신료가 첨가된 닭고기 또는 야채를 넣어 만든 인도식 군만두

Cheese Salad / 치즈 샐러드

신선한 야채와 함께 홈메이드 파니르 치즈와 리코타 치즈가 들어간 스페셜 샐러드

Chicken Tangri Kabab / 치킨 탕그리 케밥 (닭:미국산)
치즈, 크림, 연한 향신료에 절여 참숯에 구운 닭다리 바비큐

Tandoori King Prawn / 탄두리 킹 프로운

허브, 크림 소스를 첨가하여 탄두에 구워낸 왕새우 바비큐

Special Punjabi Tikka / 스페셜 펀자비 티카 (닭:브라질산)
매콤한 향신료와 요거트로 절여 탄두에서 구워낸 뼈없는 닭다리살 바비큐

Ganga Curry / 커리
1인 1개 선택

Nan or Chawal / 난 또는 밥
Tea or Coffee / 티 또는 커피

\ 50,000원 (1인)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최종 지불가격입니다.

D I N N ER

S P E C I A L

M E N U

DINNER SPECIAL MENU C
Lassi / 라씨

인도식 전통 수제 요구르트

Today Soup / 오늘의 스프
Samosa or Chicken Samosa / 사모사 또는 치킨 사모사
향신료가 첨가된 닭고기 또는 야채를 넣어 만든 인도식 군만두

Cheese Salad / 치즈 샐러드

신선한 야채와 함께 홈메이드 파니르 치즈와 리코타 치즈가 들어간 스페셜 샐러드

Special Lamb Kalbi / 스페셜 램 갈비 (양:호주산)

매콤한 향신료로 절인 양갈비를 탄두에서 구워낸 양고기 스페셜 바비큐

Tandoori King Prawn / 탄두리 킹 프로운

허브, 크림 소스에 매운 칠리소스를 첨가하여 탄두에 구워낸 매콤한 왕새우

Special Punjabi Tikka / 스페셜 펀자비 티카 (닭:브라질산)
매콤한 향신료와 요거트로 절여 탄두에서 구워낸 뼈없는 닭다리살 바비큐

Ganga Curry / 커리
1인 1개 선택

Nan or Chawal / 난 또는 밥 (쌀:국내산, 태국산)
Today Special Dessert / 오늘의 디저트
Tea or Coffee / 티 또는 커피

\ 65,000원 (1인)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최종 지불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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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하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도 겁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게 마옵시며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소서
'인생의 싸움터에 동료자를 보내소서' 기도하게 마옵시고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두 손 모으게 하소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게 마옵시고
'두려움을 물리쳐낼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하게 하소서
겁장이가 되고 싶지 않사오니 도우시옵소서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생각하게 마옵시고
하루 하루 슬픔과 괴로움
때로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꼭 잡고 계심을 믿게하소서
-타고르-

APPETIZER
Appetizer

■일부 애피타이저는 저녁시간에만 제공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1. Samosa (2 pieces)/ 사모사

Most popular fried patties stuffed with spicy potatoes, cauliflower and peas.

\ 6,000

볶은 아니스 열매로 향을 낸 콜리플라워와 감자를 넣어 만든 인도식 군만두

2. Chicken Samosa (2 pieces)치킨
/ 사모사 (닭:국내산)
Stuffed patties of spicy chicken and vegetables.

\ 7,000

향신료가 첨가된 닭고기와 야채를 넣어 만든 인도식 군만두

3. Onion Bhaji (2 pieces)/ 어니언 바지

An appetizer, popular all over India, fried very crispy in gramflour batter
h
wit
onion and other vegetables.

\ 6,000

양파 및 야채들을 반죽하여 바삭바삭하게 튀겨낸 인도 튀김 스낵

4. Masala Papad (2 pieces)/ 마살라 파파드

A common Indian tortilla made from lentils and spices served with
kuchumber vegetables.

\ 3,500

인도 향신료로 맛을 낸 얇고 바삭한 렌틸 웨이퍼

Salad

5. Pesto Bread Salad페스토
/
브래드 샐러드 BEST
Cheese salad with fresh bread

\ 14,000

크림치즈와 페스토를 바른 난과 함께 리코타 치즈가 들어간 스페셜 샐러드

6. Green Salad /그린 샐러드
Fresh green vegetables.

\ 8,000

신선한 야채샐러드

7. Tandoori Chicken Salad 탄두리
/
치킨 샐러드 (닭:국내산)
Fresh green salad with shredded Tandoori BBQ chicken.

\ 9,500

신선한 야채와 잘게 썬 탄두리 치킨과의 조화를 이룬 특선 샐러드

8. Cheese Salad /치즈 샐러드

Fresh green salad with homemade cottage cheese and ricotta.

\ 10,000

신선한 야채와 함께 홈메이드 파니르 치즈와 리코타 치즈가 들어간 스페셜 샐러드

Soup

9. Chicken Mushroom Soup /치킨 머쉬룸 스프 (닭:브라질산)

A chicken soup carefully flavored with mild spices and fresh mushrooms.

\ 7,000

신선한 버섯이 들어간 부드러운 맛의 치킨 스프

10. Tomato Soup /토마토 스프

A blend of fresh tomatoes and fresh herbs.

\ 7,000

토마토와 크림, 신선한 허브를 넣어 만든 스프

Tid - Bits11. Vegetable Raita / 베지터블 라이타

Whiped yogurt served with vegetables.

\ 3,500

다양한 야채가 들어있는 짭쪼름한 요구르트

12. SweetRaita / 스위트 라이타

Whiped yogurt mixed with mangos and pineapples.
파인애플이 들어있는 달콤한 요구르트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최종 지불가격입니다.

\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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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곁에
하던 일 모두 뒤로 미루고 잠시 당신 곁에 앉아 있고 싶습니다.
잠시 동안 당신을 못 보아도 마음에 안식 이미 사라져 버리고
고뇌의 바다에서 내 하는 일
모두 끝없는 번민이 되고 맙니다.
불만스러운 낮 여름이 한숨 쉬며 오늘 창가에 와 머물러 있습니다.
꽃 핀 나뭇가지 사이사이에서 꿀벌들이 잉잉 노래하고 있습니다.
임이여 어서 당신과 마주 앉아
목숨 바칠 노래를 부르렵니다.
신비스러운 침묵 속에 가득 쌓인
이 한가로운 시간 속에서.

-타고르-

BARBECUE
Chicken

15. TandooriChicken (4 pieces) /탄두리 치킨 (닭:국내산)

BES

T

Spring chicken marinated overnight in traditional spices and barbecue
to perfection in tandoor.

\ 25,000

인도 전통의 향신료에 하룻밤을 재운 치킨을 탄두에 구워낸 인도의 대표적인 바비큐

16. ChickenTangri Kabab (5 pieces) 치킨
/ 탕그리 케밥 (닭:미국산)
Chicken legs marinated in cheese, cream and mild spices
cooked slowly on charcoal.

추천

\ 23,000

치즈, 크림, 연한 향신료로 절여 참숯에 구운 닭다리 바비큐

17. SpecialPunjabi Tikka /스페셜 펀자비 티카 (닭:브라질산) *

Tender pieces of boneless chicken marinated in hot spices and yogurt.

\ 23,000

매콤한 향신료와 요거트로 절여 탄두에서 구워낸 뼈없는 닭다리살 바비큐

18. Chilli Chicken 65 /칠리 치킨 65 (닭:브라질산) *

The popular South Indian style fried chilli chicken flavored with curry leaves,
Chicken 65 is the Indian version of Chilli Chicken.

\ 23,000

커리잎과 칠리를 곁들어 볶은 남인도의 대표적인 치킨요리

Sea Food

19. Tandoori KingPrawn (4 pieces) /탄두리 킹 프로운 BEST

King prawn marinated in mild herbs, cream and flavored with caraway seeds.

\ 36,000

허브, 크림, 치즈와 카라웨이향을 첨가한 왕새우 바비큐

20. Tandoori Chilli King Prawn (4 pieces)탄두리
/
칠리 킹 프로운
King prawn marinated in mild herbs and chilli sauce.

\ 36,000

허브와 크림소스에 매운 칠리소스를 첨가하여 탄두에 구워낸 매콤한 왕새우 바비큐

21. Prawn 65 / 프로운 65 *

\ 25,000

Crispy fried prawn with indian chilli sauce.
인도 칠리소스를 곁들어 볶은 바삭한 새우튀김

Lamb

22. Lamb Tikka /램 티카 (양:호주산) *

추천

Boneless spicy lamb cooked in tandoor served with pan fried vegetable.

\ 25,000

탄두에 구워낸 뼈 없는 양고기에 각종 야채를 곁들여 볶은 주방장 특선요리

23. Special LambKalbi (4 pieces) /스페셜 램 갈비 (양:호주산)

BES

Baby lamb rib marinated in exotic hot spices cooked in tandoor.

T

\ 50,000

매콤한 향신료로 절인 양갈비를 탄두에서 구워낸 양고기 스페셜 바비큐

Others

24. Tandoori Barbecue Platter탄두리
/
바비큐 플레터 (닭:국내산, 미국산) *

\ 56,000

An assortment of tandoori barbecue varieties. (Special Lamb Kalbi,
(양:호주산)
Tandoori Chicken, Tandoori King Prawn and Chicken Tangri Kabab 2 Pieces each.)
다양한 탄두리 바비큐를 맛볼 수 있는 모듬 세트
(스페셜 램 갈비, 탄두리 치킨, 탄두리 킹 프로운, 치킨 탕그리 케밥 각 2조각)

25. Vegetable Sashlik /베지터블 사슬릭 *

Skewered home made cheese and vegetables from tandoor.

\ 19,000

각종 야채를 수제 요구르트로 양념하여 탄두에서 구워낸 야채 바비큐

Customize

26. Half or Combo Platter 하프
/
또는 콤보 플레터
2 pieces or combination of any barbeque.

추천

바베큐 2조각 또는 조합. (*표시 제외)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최종 지불가격입니다.

\ 문의

CURRY
Vegetable

30. PalakPaneer / 팔락 파니르 BEST

\ 19,500

Home made cottage cheese cooked with fresh spinach.
신선한 시금치와 커티즈 치즈로 만든 시금치 커리

31. Paneer Butter Masala파니르
/
버터 마살라

\ 19,500

Home made cottage cheese cooked with tomato butter sauce and fresh herbs.
토마토 버터 소스와 신선한 허브로 만든 커티즈 치즈 커리

32. Aloo Gobi / 알루고비

\ 18,500

Cauliflower and potatoes cooked in tomatoes and spices.
토마토 소스에 콜리플라워와 감자를 넣어 만든 커리

33. Vegetable Bhaji / 베지터블 바지

Fresh vegetable curry cooked in tawa with spices and tomatoes.

\ 18,500

토마토 소스로 만든 신선한 야채 커리

34. Dal Bukhara / 달 부카라

추천

Chef's special whole lentils cooked with cream and special herbs.

\ 18,500

크림과 독특한 허브로 만든 주방장 특선 인도콩 커리

35. Dal Tarka /달 타르카

\ 18,500

A very common lentil dish enjoyed by everybody specially in the northem part of india.
북인도 지역에서 즐겨먹는 독특한 정통 인도콩 커리

36. Paneer Makhni /파니르 마크니

\ 19,500

추천

Homemade cottage cheese cooked, with fresh tomato sauce, cream and herbs.
허브와 토마토, 크림으로 맛을 낸 커티즈 치즈 요리

Chicken

37. ChickenMakhni / 치킨 마크니 (닭:브라질산)

BES

T

Mild chicken curry cooked with fresh tomatoes, cream and herbs.

\ 20,500

신선한 토마토, 크림 그리고 허브로 만든 연한 치킨 커리

38. Chicken Vindaloo / 치킨 빈달루

\ 20,500

(닭:브라질산)

A very spicy curry cooked with lots of roasted spices and
vinegar to enhance it's pickling taste.
톡쏘는 새콤함과 진한 향이 어우러진 고아지방 특유의 커리

39. ChickenTak-a-tak 치킨
/ 탁아탁

(닭:브라질산)

Pieces of tandoori chicken half cooked in tandoor and done in
tawa with fresh onion, tomatoes, and tandoori spices.

\ 19,500

탄두에서 살짝 익힌 닭과 신선한 양파, 토마토, 탄두리 양념을 타와에서 요리한 커리

40. ChickenTikkaMasala /치킨 티카 마살라 (닭:브라질산)

추천

Barbecued chicken tikkas cooked with tomato butter sauce and spices.

\ 19,500

토마토 버터소스와 향신료로 만든 바비큐 치킨 커리

41. ChickenHaravara /치킨 하라바라 (닭:브라질산)

\ 20,500

Boneless chicken and fresh green spinach cooked together with spices and herbs.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낸 시금치와 뼈없는 닭으로 만든 커리

42. Murg Hazara /무르그 하자라 (닭:브라질산)

추천

Boneless chicken drumsticks in cashew nuts & cheese gravy.
캐슈넛과 치즈소스로 맛을 낸 뼈 없는 닭고기 커리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최종 지불가격입니다.

\ 20,500

CURRY
Lamb

43. Ghost Kadai / 고스트 카다이

(양:호주산)

BES

T

Bhuna lamb curry tossed in tawa with capsicum, onion and roasted herbs.

\ 21,500

피망, 양파 그리고 구운 허브로 타와에서 요리한 양고기 커리
추천

44. Sag Ghost / 삭 고스트 (양:호주산)

Lamb and fresh spinach cooked together with spices and herbs.

\ 21,500

향신료와 허브로 맛을 낸 시금치가 곁들여진 양고기 커리

45. Ghost Vindaloo / 고스트 빈달루

(양:호주산)

A very spicy curry cooked with lots of roasted spices and vinegar
to enhance it's pickling taste.

\ 21,500

톡쏘는 새콤함과 진한 향이 어우러진 고아지방 특유의 양고기 커리

46. Kochin Lamb Masala 코친
/ 램 마살라 (양:호주산, 뉴질랜드산)
A Coriander, coconut, curry leaves flavored spicy lamb curry

\ 21,500

고수, 코코넛 및 향신료로 맛을 낸 매콤한 양고기 커리 - 인도 남부 케랄라 지방의 대중적인 커리

Beef

47. Beef doPiaza / 비프 도 피아자 (육우:국내산)

BES

T

Beef curry cooked in tawa with fresh onion, tomato, chillis and masala.

\ 21,500

신선한 양파, 토마토, 칠리, 허브로 맛을 낸 소고기 커리

48. BeefMalai pasanda /비프 말라이 파산다 (육우:국내산)

A chef's specialty. Beef pasandas cooked in mild gravy served with
cashew nuts, grated cheese.

\ 21,500

캐슈넛과 치즈를 넣은 연한 육수로 만든 소고기 커리. 주방장 특선요리

49. Beef Vindaloo /비프 빈달루

(육우:국내산)

A very spicy curry cooked with lots of roasted spices and vinegar to
enhance it's pickling taste.

\ 21,500

톡쏘는 새콤함과 진한 향이 어우러진 고아지방 특유의 소고기 커리

50. Beef Hydrabadi /비프 하이드라바디

(육우:국내산)

추천

Beef cooked in hydrabadi style with hot spices flavored with touch of coconuts.

\ 21,500

하이드라바디 스타일로 요리한 매콤한 향의 코코넛이 가미된 소고기 커리

Sea Food

51. Prawn Malai /프로운 말라이

BES

T

\ 24,000

추천

\ 22,500

Fresh prawn curry cooked with spices blended with creamy coconut milk.

코코넛 밀크로 맛을 낸 신선한 왕새우 커리

52. Prawn Chilli /프로운 칠리

Pan fried fresh prawns & onion with chilli sauce.

양파와 고추를 칠리소스와 함께 볶은 신선한 왕새우 커리

53. Prawn Bagichi / 프로운 바기치

추천

Fresh spinach and prawn cooked together with tomatoes and herbs.

\ 22,500

토마토와 허브로 맛을 낸 시금치가 곁들여진 왕새우 커리

54. Prawn Vindaloo /프로운 빈달루

A very spicy curry cooked with lots of roasted spices and
vinegar to enhance it's pickling taste.

\ 22,500

톡쏘는 새콤함과 진한 향이 어우러진 고아지방 특유의 스페셜 새우 커리

55. Prawn Makhni /프로운 마크니

Mild prawn curry cooked with fresh tomatoes,cream and herbs.

\ 22,500

신선한 토마토 소스와 크림과 허브로 만든 연한 왕새우 커리

56. Seafood Tak-a-tak시푸드
/
탁아탁

\ 24,500

Fresh Abalone & Scallop, Shrimp cooked in tawa with fresh onion and tomato sauce.

신선한 전복과 관자, 새우를 양파와 토마토 소스로 양념한 해물 커리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최종 지불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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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나를 영원케 하셨으니
당신이 나를 영원케 하셨으니 그것은 당신의 기쁨 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비우고 또 비우시고
끊임없이 이 그릇을 싱싱한 생명으로 채우 니다.
이 가냘픈 갈대 피리를 당신은 언덕과 골짜기 넘어 지니고 다니셨고
이 피리로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부르 니다.
당신 손길의 끝없는 토닥거림에 내 가냘픈 가슴은
한 없는 즐거움에 젖고 막히었던 말문이 열립니다.
당신의 무한한 선물은 이처럼 작은 내 손으로만 옵니다.
세월은 흐르고 당신은 여전히 채우시고
그러나 여전히 채울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타고르-

NAN / RICE
Nan

60. Nan / 난

\ 2,500

Indian bread baked in clay oven.
탄두에서 구워낸 인도식 전통 빵

61. TandooriRoti / 로티

\ 2,500

Traditional baked whole wheat bread.
전통적인 스타일의 인도 통밀 빵

62. Butter Nan, Honey Nan /버터 난, 허니 난

\ 3,000

Indian bread served with butter on top.

탄두에서 구워낸 인도식 전통 빵에 버터를 가미한 부드러운 맛의 전통 빵

63. Garlic Nan /갈릭 난

\ 3,500

Indian bread stuffed with garlic.
마늘과 함께 구운 빵

Kulcha

64. Kashmir Nan /캐슈미르 난

\ 5,500

Indian bread stuffed with variety of nuts and dry fruits.
견과류를 가미한 카슈미르 지역의 전통 빵

65. Masala Nan /마살라 난

\ 5,500

Bread stuffed with spicy potatoes.
양념된 감자를 넣어 구운 인도식 전통 빵

66. Paneer Nan /파니르 난

\ 5,500

Bread stuffed with spicy cottage cheese.
커티즈 치즈를 넣어 구운 인도식 전통 빵

Rice

67. Chawal / 차왈 (쌀:국내산)

\ 1,500

Plain boiled rice.
흰밥

68. Saffron Chawal /샤프론 차왈 (쌀:태국산)

\ 3,500

Butter boiled rice with saffron.
샤프론과 버터로 요리한 밥

Pullao

69. Chicken Pullao /치킨 플라우 (쌀:태국산, 닭:국내산)

\ 16,500

Indian style stir fried rice with chicken.
닭고기와 샤프론을 가미한 인도식 볶음밥

70. Mutton Pullao /머튼 플라우 (쌀:태국산, 양:호주산)

\ 16,500

Indian style fried stir rice with mutton.
양고기와 샤프론을 가미한 인도식 볶음밥

71. Vegetable Pullao /야채 플라우 (쌀:태국산)

\ 16,500

Indian style fried stir rice with vegetables.
야채와 샤프론을 가미한 인도식 볶음밥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최종 지불가격입니다.

10% VAT will be added. 부가가치세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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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내가 밤에 혼자서 사랑의 보금자리로 갔더니 새들도 노래하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길 양편의 가게들도 잠잠히 서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소리가 커지는 것은 내 발찌 소리였습니다.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노대에 앉아서 그이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잎사귀도 나무에서 부스럭대지 않고,
강물도 잠든 파수병의 무릅에 놓인 칼같이 조용했습니다.
거칠게 똑딱거리는 것은 내 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심장을 진정시킬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내 옆에 앉았을 때면, 내 몸은 떨리고 내 눈꺼풀은 아래로 깔리고,
밤은 어두워오고, 바람은 램프를 꺼뜨리고, 구름은 별에다가 베일을 씌웁니다.
반짝이고 빛나는 것은 내 가슴의 보석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것을 숨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타고르-

DESSERT
75. Gulab Jamun / 굴랍 자문

Traditonal Indian dessert. Spongy milky balls soaked in a light sugary syrup.

\ 5,000

밀크도우를 튀겨내어 달콤한 시럽에 재워먹는 달달하고 촉촉한 인도 정통 디저트

76. Ice Cream (Vanilla) /아이스크림 (바닐라)

\ 5,000

77. Affogato / 아포가또

\ 8,000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최종 지불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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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탄잘리
왕자의 옷을 입고, 목에 보석줄을 늘인 아이는
도무지 즐겁게 놀 수가 없습니다
옷이 걸을 때마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옷이 스쳐서 닳지 않을까, 먼지가 묻지 않을까 겁이 나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기를 싫어하고 움직이기조차 겁을 낼 것입니다.
어머님,
당신의 차림의 구속이
만일 대지의 건강한 티끌을 멀리하게 하고,
평범한 인간 생활의 큰 장터에 드나들 권리를 뺏어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이득이 안 될 것입니다.

-타고르기탄잘리 중에서

BEVERAGE
Soft Drink Coke / Zero Coke / Sprite
콜라 / 제로 콜라 / 스프라이트

Ganga Special

\ 4,500

S.Pellegrino 산펠레그리노
/

\ 4,500

Lemonade / 레몬에이드 (수제)

\ 5,500

Lassi /라씨 (수제 요구르트)
Plain / Mango / Blueberry / Pomegranate / Strawberry

\ 5,500

플레인 / 망고 / 블루베리 / 석류 / 딸기
▶ 딸기라씨는 판매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Tea

Coffee

Beer

Wine

Mango Juice /망고주스

\ 5,500

밀크티
Chai (Special Indian Tea) 인도식
/

\ 5,000

Lotus Green / Mint Green / China Green / Peach Green
Camomile / Mint / Earl Grey / English Breakfast
Orange / Rosehips Orange

\ 4,500

Ice Tea / 아이스티

\ 5,000

Espresso /에스프레소

\ 4,500

Americano / 아메리카노

\ 4,500

Ice Americano /아이스 아메리카노

\ 5,000

Cass, Kloud /카스, 클라우드

\ 5,500

Kingfisher / 킹피셔 (인도맥주)

\ 8,500

Heineken (Draft) /하이네켄 (생)

\ 8,000

House Wine (Glass) /하우스와인

\

▶별도의 와인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최종 지불가격입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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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탄잘리
당신께서 나를 무한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즐거움이십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당신은 비우시고, 또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생명으로 자꾸 채워 가셨습니다.
이 작은 갈대 피리를
당신은 언덕과 골짜기를 넘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영원히 새로운 곡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당신의 성스러운 손이 닿자,
내 작은 가슴은 기쁨 때문에 분수를 잊어버리고
형용할 수 없는 말을 지껄입니다.
당신의 끝없는 선물은 내 작은 손으로만 주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당신은 그냥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채워야 할 자리는 있습니다.
믿게하소서
-타고르기탄잘리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