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전은 웰빙을 향상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크림, 버터, 오일을 최소화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퓨전은 푸꾸옥에서 어획되는 신선한 해산물과 같은 현지 농수산물을 자랑스럽게 선보입니다. 음식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푸꾸옥의 유명한 후추와 느억맘 (생선 소스), 박리에우의 천연 바다소금, 그리고 달랏의 유기농 꿀을 

사용합니다.

퓨전의 디저트는 메콩 델타 초콜릿의 풍부한 풍미로 돋보입니다.

Our prices are listed in VND and are subject to 8% VAT and 5% service charge
가격은 VND로 표시되며 5%의 서비스 차지와 8%의 VAT가 부과됩니다 

Vegetarian
채식 

Gluten-Free
글루텐프리

Spicy
매운 음식

Contains Nuts
견과류와 씨앗을 함유



TA PA S /  F I N G E R  F O O D 타파스

190,000

잘게 찢어 부드러운 건어물, 칠리소스 및 깔라만시와 

함께 제공

PHU QUOC DRIED SQUID AND FISH
푸꾸옥 마른오징어 및 마른생선

바삭하게 튀겨서 고춧가루 입힌 멸치, 청어, 

새우, 오징어를 허브 및 라임과 함께 제공

SEAFOOD MINIS
해산물 튀김

캐러멜 호두를 토핑해서 레몬 껍질과 오렌지 마요네즈 소스를 

곁들이는 바삭한 새우튀김

“DANCING” PRAWN
“댄싱” 새우

썬드라이 토마토 및 사워도우 빵과 함께 제공되는 마늘과 

썩은 블랙 올리브 및 소금에 절인 멸치

HOMEMADE TAPENADE
홈메이드 타페나다 

라임 웨지와 함께 제공되는 옐로 카레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청어 딥 드라이

HERRING FISH
바삭한 튀긴 청어 

푸꾸옥 후추와 혼합 향신료로 양념되어 매콤마요 소스를 

곁들이는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 윙 

CRISPY CHICKEN LOLLIPOP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 윙

Traditionally small savory dishes or snacks.
Tapas is a small serving best paired with an aperitif of your choice. 

타파스는 전통적인 소량의 짭짤한 요리 또는 간식이며 식전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들입니다.



S TA R T E R S 스타터

라임잎, 마늘, 고추, 허브, 라임으로 양념되는 볶은 

쌀가루에 삼겹살

“NEM THINH”
넴틴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오이, 혼합 채소 및 

곡물 겨자 비네그레트 

GREEN GREEN
그린그린    

“CHẢ GIÒ” 
짜조

칵테일 소스에 찍어 먹는 레몬그라스, 강황, 갈랑갈로 

양념되는 오징어 링

DEEP FRIED CALAMARI
오징어 튀김

수박, 망고, 허브, 적양파, 해바라기 씨와 페타 치즈 

들어있는  샐러드

WATERMELON & FETA
수박 페타 샐러드 

달랏 가보 토마토, 아마씨, 해바라기 씨, 허브, 샬롯 

들어있으며 버진 올리브 오일과 라임이 뿌려지고 

아보카도를 토핑해서 칼라만시를 곁들이는 퀴오나 샐러드

QUINOA SALAD
퀴노아 샐러드  

호주산 소고기, 달랏 가보 토마토, 양파, 땅콩, 허브가 

들어있고 새우 크래커와 함께 곁들이는 샐러드

BEEF & PEPPER ELDER SALAD
비프 앤 페퍼 엘더 샐러드  

SUMMER ROLL
월남쌈

푸꾸옥 골뱅이, 당근, 허브, 참깨 들어있고 약간의 

느억맘 맛이 나는 샐러드 

GREEN MANGO SNAIL SALAD 
그린 망고 골뱅이 샐러드 

간장 또는 느억맘에 찍어 먹는 쌀국수, 신선한 당근, 

오이, 혼합 현지 허브로 채운 전통 라이스 페이퍼 롤

Vegetable and tofu / 야채와 두부 

Shrimp and pork / 새우와 돼지고기

삶은 새우, 당근, 양파, 허브 및 땅콩 들어있고 새우 

크래커와 함께 곁들이는 포멜로 샐러드 

SHRIMP POMELO SALAD
새우 포멜로 샐러드  

느억맘에 찍어 먹는 돼지고기와 새우, 당면, 버섯, 당근, 

고구마 및 혼합 현지 허브로 채운 튀긴 라이스페이퍼 롤 

190,000 220,000

230,000

230,000

230,000

190,000

170,000
190,000

220,000

220,000

220,000



S TA R T E R S 스타터

마늘 파슬리 마리네이드, 고추, 허브, 케이퍼 및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강황 사워도우 빵 한 조각

240,000RED PEPPER ANCHOVY SALAD
멸치 고추 샐러드 

데친 오리알, 병아리콩, 허브 및 헤이즐넛 

드레싱 위에 아스파라거스

260,000ASPARAGUS & CRAB
아스파라거스 게살  

달랏 토마토, 신선한 현지 부라타, 고추, 부드럽게 익힌 

가지, 바질, 칼라마타 올리브

320,000FRESH BURRATA 플레쉬 부라타 

파르마 햄, 수박, 락멜론, 혼합 채소가 들어있는 샐러드

280,000PARMA HAM SALAD 파르마 햄 샐러드

버터, 라임, 간장, 와사비, 레드와인 식초 등의 다양한 

조미료와 함께 제공되며 호밀 사워도우 빵을 곁들이는 

신선하 굴 (12 개)

850,000OYSTERS ON ICE 얼음 위의 굴  

청어, 갓 간 코코넛, 양파, 땅콩, 라이스페이퍼, 느억맘, 

파인애플, 오이 및 허브

240,000PHU QUOC MARINATED HERRING
푸꾸옥 청어회 샐러드 

폰즈 소스, 김, 들깻잎, 깔라만시를 곁들인 현지 

생선회  

240,000CARPACCIO PONZU 카르파치오 폰즈

버진 올리브 오일과 라임이 뿌려진 허브를 

곁들이는 현지 생선회

240,000FISH CARPACCIO 생선 카르파치오  

오리 필레, 양파, 허브, 참깨, 갈랑갈, 레몬그라스가 

들어있는 샐러드 

230,000DUCK SALAD 오리 샐러드 

새우와 오징어, 토마토, 오이, 양파, 허브

SEAFOOD SALAD
해물샐러드 

240,000



S O U P S 수프

배추, 토마토, 대파에 푹 끓인 돼지 갈비 

& 공기밥 

PORK RIB SOUP 
돼지갈비탕 

구운 호박에 게살과 팝콘을 토핑해서 

호두 기름이 뿌려진 요리

PUMPKIN & CRAB
호박 & 게살

향긋한 베트남 쌀국수 

Chicken / 치킨 쌀국수

Beef / 소고기 쌀국수 

“PHỞ” 포

고수 및 파가 들어있는 달콤한 양배추 국 & 공기밥 

Minced pork / 다진 돼지고기

Minced prawn / 다진 새우

SWEET CABBAGE SOUP
달콤한 양배추 수프

260,000

260,000

크림이 약간의 들어있는 홈메이드 새우 

비스크에 구운 타이거 새우와 현지 조개

TIGER PRAWN & CLAM BISQUE
타이거 새우 & 조개 비스크

파인애플, 토마토, 숙주나물, 콜로카시아, 

오크라로 시큼한 맛이 나는 생선/새우 국 

& 공기밥

“CANH CHUA’’ FISH OR SHRIMP
까인 쭈어 (생선 또는 새우)

290,000

350,000

250,000
270,000

190,000
230,000

딜과 토마토를 곁들이는 조개탕 & 공기밥

CLAM SOUP
조개탕 

베트남에서 최애 죽 요리

OYSTER PORRIDGE
굴죽 

250,000

250,000



L O C A L  S E A F O O D 현지 해산물

메뉴 선택: 바삭한 마늘과 파 콩피를 얹은 

오징어찜 또는 오징어구이

320,000

“AN THỚI” SQUID
안토이 오징어

캐러멜화된 느억맘을 곁들인 튀긴 오징어 알

340,000

SQUID EGGS
오징어알

메뉴 선택: 새우찜 또는 새우숯불구이

380,000

TIGER PRAWN
타이거 새우 

레몬그라스와 현지 허브를 

곁들인 조개찜

290,000

STEAMED CLAM
조개찜

메뉴 선택: 굴치즈구이 또는 땅콩과 

파에 굴구이 (6개)

310,000

BAKED OYSTERS
굴 구이

Grilled with spring onion confit topped with peanut
대파 공피에 굽고 땅콩을 얹은 “서또”

Steamed with lemongrass, basil, and chili 
레몬그라스, 바질 및 칠리를 곁들이는 찐 “서또” 

Choose between
메뉴 선택

320,000

“SÒ TỘ”
서또



A S I A N  E D G E 아시아 요리

구운 배추, 죽순과 함께 먹는 달콤한 푸꾸옥 페퍼소스로 

양념되며 천천히 익힌 삼겹살 & 공기밥

450,000PHU QUOC PEPPER SPICED 
PORK BELLY 
푸꾸옥 후추 양념 삼겹살  

닭고기와 양파, 칠리 캐슈넛, 파, 숙주나물, 간장 

소스를 곁들인 볶음밥

310,000CHICKEN CASHEW NUT
치킨 캐슈넛 

신선한 강황, 레몬그라스, 카피르 라임, 코코넛 

소스를 곁들인 그릴 농어 & 공기밥

350,000GRILLED SEA BASS
농어구이 

레드 칠리 페이스트, 라임 잎, 땅콩 버터, 코코넛 밀크에 

조리된 타이거 새우 & 공기밥

350,000TIGER PRAWN RED CHILI PEANUT
타이거 새우 레드 칠리 땅콩 

레몬그라스, 판단 잎, 생강, 갈랑갈, 라임 잎 및 혼합 향신료로 

만들어진 가벼운 토마토 소스에 닭 가슴살 & 공기밥

350,000TOMATO CURRY CHICKEN
토마토 치킨 카레 

칠리, 레몬그라스, 참깨로 양념된 돼지갈비. 오이 

피클, 망고 샐러드, 공기밥과 함께 제공

550,000GRILLED PORK RIBS
돼지갈비   



V I E T N A M E S E  TA S T E 베트남 요리

코코넛 밀크, 고구마, 당근, 감자, 양파를 곁들인 

붉은 칠리 페이스트에 오리 가슴살 & 베트남식 

바게트

340,000DUCK CURRY
오리카레 

땅콩, 파 콩피를 얹고 바삭한 삼겹살과 같이 먹는 

버미셀리 쌀국수. 느억맘 및 허브와 함께 제공 

320,000“BÁNH HỎI HEO QUAY”
반호이헤오꾸아이 

오이, 토마토, 계란 프라이와 새우 크래커가 들어있는 

볶음밥

320,000HÀM NINH CRAB FRIED RICE
함닌 게살볶음밥 

셀러리, 오이, 토마토, 파인애플, 양파를 넣어 끓인 

새콤달콤한 소스를 곁들인 오징어 볶음 & 공기밥 

310,000SWEET AND SOUR CALAMARI
오징어 탕수 

칠리와 강황으로 가미되고 바나나 잎에 구운 농어. 망고 

샐러드 및 공기밥과 함께 제공

320,000GRILLED SEA BASS
IN BANANA LEAF
바나나잎에 구운 농어

현지산 말린 생선 볶음밥

290,000SALTED FISH FRIED RICE
소금에 절인 생선 볶음밥   

Chicken breast / 닭가슴살                

Mixed seafood / 해산물

양파, 고추와 함께 볶은 호주산 안심 & 공기밥 

360,000“BÒ LÚC LẮC”
보룩락

320,000

340,000

350,000

캐러멜화된 코비아 피쉬, 푸꾸옥 느억맘, 

푸꾸옥 후추와 고추 & 공기밥

COBIA CLAY POT
뚝배기 코비아 

WOK-FRIED EGG NOODLES
볶음면

캐러멜화된 삼겹살을 느억맘에 약한 불에 졸인 

베트남 전통 요리

350,000PORK CLAY POT
뚝배기 돼지고기 찜 

느억맘과 딜에 볶은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튀긴 

코비아 & 공기밥 

320,000DEEP FRIED COBIA  
코비아 튀김  

육수와 코비아, 새우, 오징어, 조개, 두부, 

야채 및 계란면

1,200,000HOT POT FOR SHARING
핫팟



W E S T E R N  F L AV O R 서양요리

마늘, 파슬리와 화이트 와인에 볶은 조개 

& 감자튀김

320,000CLAM
조개

화이트 와인과 약간의 크림, 아스파라거스, 딜의 

소스를 곁들이는 그릴 농어 및 조개

380,000GRILLED SEA BASS & CLAM
그릴 농어 & 조개 

바삭한 돼지 껍질, 트러플 매쉬드 포테이토, 블랙 

카다멈 주스와 함께 제공되는 24시간 천천히 조리된 

마리네이드 삼겹살

450,000PORK BELLY 삼겹살 

으깬 구운 호박 및 현지 심 주스와 함께 제공되는 

방목 오리 필레

370,000DUCK BREAST
오리 가슴살 

당근과 호밀 사워도우와 함께 제공되는 푸꾸옥 

페퍼 와인 소스에 푹삶은 소고기

560,000PHU QUOC PEPPER BEEF
푸꾸옥 후추 소고기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되며 샬롯 콩피, 블랙 페퍼 

소스, 그레인 머스타드를 곁들인 호주 오코너 

립아이 스테이크

1,200,000RIBEYE 350G
립아이 350g 

웨지 감자와 함께 제공되며 퓨전 달콤한 홈메이드 훈제 

바베큐 소스에 찍어 먹는 천천히 익힌 마리네이드 돼지 갈비

570,000BBQ PORK RIBS
바베큐 돼지갈비

아스파라거스와 미니 당근과 함께 제공되는 

귀리와 참깨 입힌 코비아

340,000CRUSTED COBIA
크러스트드 코비아 



W E S T E R N  F L AV O R 서양요리

오징어 먹물과 오징어구이를 곁들이는 

천천히 지은 아르보리오 쌀

340,000

SQUID INK RISOTTO
오징어 먹물 리조또

소고기, 토마토, 파마산 치즈

320,000

BOLOGNESE
볼로네제

페투치니, 신선한 현지 부라타, 토마토, 바질, 

선드라이 토마토

360,000

RED AND WHITE
레드와 화이트

조개, 샬롯, 모닝글로리, 로컬 허브와 

함께 화이트 와인과 라임에 볶음 

330,000

FETTUCCINI
페투치니

새우 비스크, 구운 왕새우, 

크래커

360,000

TIGER PRAWN RISOTTO
타이거 새우 리조또

크림 새우 비스크에 조개, 타이거 새우, 

오징어 볶음 

360,000

SEAFOOD PASTA
씨푸드 파스타

PASTA & RISOTTO

파스타 & 리조또



S I D E S  &  C H E E S E 사이드 & 치즈

BLUE
블루

270,000

CAMEMBERT
카망베르

280,000

CHEESE GOODNESS
치즈 굿니스    

680,000

CHEESE SELECTION

치즈 모음 

90,000STEAMED RICE
공기밥

120,000

120,000

120,000

120,000

STIR-FRIED MORNING GLORY
WITH GARLIC
마늘 모닝글로리 볶음 

SAUTÉED MUSHROOM
버섯볶음

FRENCH FRIES
감자튀김

POTATO WEDGE
웨지감자

120,000SOURDOUGH BREAD
사워도우 빵 

210,000FRIED EGGS OYSTER
굴 계란후라이 

파와 느억맘과 함께 요리됨

파마산 치즈, 에멘탈, 카망베르, 말린 과일                                                                      

치즈 오븐구이, 현지 심잼, 혼합 채소

사워도우 빵, 호두, 사과 및 혼합 채소에 구운 치즈  



S A N D W I C H E S  &  S N A C K S 샌드위치 및 스낵

구운 닭 가슴살, 달랏 가보 토마토, 모짜렐라, 적양파, 바질, 말린 

토마토, 블랙 올리브 마요네즈 & 프렌치 프라이

330,000

FOCACCIA SANDWICH
포카치아 샌드위치

홈메이드 타르타르 소스와 라임을 

곁들이는 맥주로 반죽한 농어튀김

360,000

FISH & CHIPS
피쉬앤칩스

신선한 부라타, 토마토, 블랙 타페나드, 말린 

토마토, 바질 잎 & 감자튀김

350,000

CAPRESE FOCACCIA
카프레제 포카치아

강황, 과카몰리, 절인 양파, 칠리 살사, 땅콩, 딜, 

파와 함께 홈메이드 또띠아에 싼 그릴 농어

340,000

CHACA TACOS
차까 타코 

아보카도, 양파 피클, 칠리, 살사와 마요 

훈제 파프리카 

360,000

PRAWN TORTILLA
새우 또띠아

호주산 와규 소고기 패티, 체다 치즈, 베이컨, 

캐러멜 양파 & 감자튀김

360,000

WAGYU BURGER
와규버거

간장, 고수, 레몬그라스, 생강, 다진 갈랑갈로 양념된 

구운 호주산 와규 패티. 잘게 썬 양배추, 태국 파슬리, 

신선한 망고 조각을 얹고 웨지감자와 함께 제공

360,000

ASIAN BURGER
아시안 버거



D E S S E R T S 디저트

190,000FRESH FRUIT PLATTER
신선한 과일 플래터  

검은깨 크럼블, 크리미 캐러멜 소스, 카라멜화된 바나나, 

화이트 초콜릿, 레몬 제스트

180,000WHITE CHOCOLATE
MOUSSE & BLACK SESAME
화이트초코무스 & 검은깨

메콩 델타 70% 다크 초콜릿에 무스, 크럼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얹고 따뜻한 초콜릿 쿨리와 함께 제공

230,000XO CO LA
쏘콜라

코코넛 껍질의 반에 신선한 망고, 패션 프루트, 망고 

아이스크림, 코코넛 칩, 휘핑크림

220,000EXOTIC COCONUT
엑조틱 코코넛 

코코넛 아이스크림, 쓰촨 향신료 시럽, 레몬 제스트, 

민트, 바질   

190,000PINEAPPLE CARPACCIO
파인애플 카르파초

카라멜화된 커스터드

잘게 썬 제철 과일 플래터

190,000CRÈME BRÛLÉE
크림 브륄레

솔티드 카라멜, 초콜릿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땅콩 크럼블

190,000SNICKERS ICE-CREAM
스니커 아이스크림

강황 및 신선한 망고로 만들어진 산뜻한 수제 콤부차의 상큼한 아이스 캔디. 

유자 셔벗과 함께 제공

콤부차는 수천 년 동안 소비되어 온 발효 차입니다. 콤부차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 건강한 박테리아를 제공해 줍니다. 이 박테리아는 

소화, 염증 또한 체중 감소 포함해서 건강의 여러 측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콤부차와 같은 음료를 식단에 추가되면 건강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0,000KOMBUCHA KOMBUCHA
콤부차 콤부차  

바나나 2 조각에 초콜릿 시럽과 초콜릿 크럼블을 

얹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코코넛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제공

190,000BANANA SPLIT
바나나 스플릿  

초콜릿 애호가를 위한 다크 초콜릿 브라우니

250,000

INTENSE CHOCOLATE 인텐스 초콜릿

솔티드 카라멜 및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얹은 홈메이드 

땅콩 버터 및 땅콩 크럼블

PEANUT BUTTER DREAM 땅콩 버터 드림 

바닐라와 초콜릿 아이스크림, 미니 오레오, 

오레오 쿠키 

YUMMY OREO 꿀맛의 오레오

화이트 초콜릿 무스 및 카라멜 소스와 함께 제공

245,000LAVA CAKE
라바 케이크  

ICE-CREAM SUNDAE

아이스크림 선디

80,000
140,000

Vanilla | Chocolate | Strawberry | Coffee | Coconut | 
Salted caramel

바닐라 | 초콜릿 | 딸기 | 커피 | 코코넛  | 솔티드 카라멜

ICE-CREAM 아이스크림 

Passion Fruit | Red Berries | Yuzu | Mango | Lime

패션프루트 | 레드 베리| 유자 | 망고 | 라임

SORBET 셔벗

SCOOP IT UP!

클래식 와플 그릇에 아이스크림과 셔벗

1 scoop / 1 스쿱

2 scoops / 2 스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