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2002・2003 년 Mietta 주관“호주 100 대 레스토랑”입상 

RCQ 최고 모던 레스토랑상 수상 

2004、2005、2006、2007、2009 년도 올해의 케이터링상 수상 

2011 이벤트 케이터링상 수상  

2008, 2010 년도 ACF-NQ 주관 올해의 레스토랑상 수상 

Summer 2012 Korean Translation 
Breads 매일 레스토랑 직접 구운 신선한 브레드  $ 

Grilled focaccia 포카시아 ｜마카다미아넛/로켓 페스토｜토마토/바질 살사 ｜발사믹/올리브 오일 10 

Wattle seed damper loaf 와틀씨드 뎀퍼 ｜피넛 오일｜ 네이티브 두카 6 

Fresh soup, daily fish and seafood 오늘의 수프, 생선, 해산물（오늘의 Special list 참조） 시가  

  에피타이저/ 메인  

Tasting plates 추천 메뉴 

Australian Antipasto 오스트렐리언 엔티패스토(전채요리) 23 / 35 

｜캥거루 터린, 피클 카카두플럼 ｜악어고기 만두, 켑시컴 잼｜그린개미에 저린 바다 송어 Gravlax｜Emu 카프파시오｜ 올리브, 크림치즈 튤리콘 
Seafood Compilation 해산물 모듬 24 / 36 

｜코코넛/ Lemon myrtle 톰얌 소스 바지락조개｜생강/와일드 라임 소스 with 한치튀김｜연어알 with 자연산 굴｜, Lemon myrtle chilli 타이거 새우 튀김 

 
Twice cooked pork belly, seared Queensland scallops                                                                                         21 /32 
튀긴 보쌈(삼겹살 부위)과 퀸즐랜드 관자｜ 데이빈슨 자두 잼｜ 콜리플라워 퓨레  

Summer vegetable terrine 여름 야채 터린 ｜ 뎀퍼빵 가루, 허브 크러스트 치즈볼｜ 야생 토마토, 올리브 살사  19 / 28 

Crispy salt and pepper quail 크리스피 메추리｜수박껍질/와일드 라임 살사 20 / 30  

Tempura Bay Bugs 호주산 가재 튀김 ｜그린 파파야 샐러드｜Lemon myrtle/스위치 칠리 소스 24 / 36 

Salt and native pepper crocodile and prawns 호주현지 악어고기튀김과 새우튀김｜베트남식 피클｜ Lemon Aspen 쌈볼 22 / 34 

Char grilled kangaroo sirloin 켕거루 등심 그릴구이｜ Qaundong 칠리 소스｜청경채, 고구마 튀김 22 / 34 

 
Tuna 3 ways 3 가지 참치요리｜ 참치 회 with 폰즈소스 ｜ grilled with 망고, 핑거라임 살사 ｜ 튀김참치 with 와사비 마요네즈                                     33 

Morganbury pork fillet 돼지 안심구이｜마카다미아넛 크러스트｜ 로켓, 와인저린 배, 파마산 치즈 셀러드 ｜라이베리 마요네즈     32 

Chicken breast prosciutto wrapped, pocketed with mozzarella 프로슈또 싸고, 모짜렐라 치즈를 채운 닭가슴살 구이 

｜ 훈제 토마토 살사｜ 아보카도 살사    32 

Lamb short loin 양고기 안심구이｜ sunrise lime, 허브 퀴노아를 넣은 바나나 고추｜데인트리 바닐라, 와틀씨드 소스                                                 34                                                     

Crispy skin duck breast 크리스피 오리가슴살 ｜튀긴 라이스볼 with 스프링어니언｜망고 샐러드｜데이빈슨 자두, 생강 소스     33 

Wallaby topside – slow roasted 슬로우 로스트 왈라비 허벅지살 ｜키플러 감자 매쉬｜ leek 콩피 ｜3 가지 버섯 소스     37 

Morganbury beef tenderloin 소고기 안심구이｜토마토 타틴｜토마토 발사믹 소스｜어린잎 시금치     37 

 

Red Ochre Platters 레드 오크 세트 메뉴 (오늘의 Special list 참조) 

Australian game platter 호주 야생 고기 세트（최소 2 인분 이상 주문가능） 1 인분  48   

Seafood platter 해산물 세트（최소 2 인분 이상 주문가능） 1 인분  66  

Taste of Australia 호주의 4 가지 코스 요리（ 최소 2 인분 이상 주문가능） 1 인분  70   

Vegetarian tasting plate 베지테리언 플래터 1 인분  29 

 
Side Orders 추가주문 요리 

Spinach and yam gratin｜시금치/고구마 그라탕     9 
Rocket and Parmesan salad｜로켓/파마산 치즈 샐러드｜발사믹 식초, 퀸지랜드 올리브 오일    8 
Jasmin rice, lemon myrtle and fried onion ｜자스민 라이스 (토핑: 튀긴 양파)    5 
Spiced fries｜스페셜 스파이스 감자튀김    8 
Tossed salad with lemon aspen macadamia dressing ｜Lemon Aspen, 마카다미아넛 드레싱 샐러드    8 

Red Ochre salad 레스토랑 스페셜 샐러드 ｜로스트 토마토｜테이블랜드 Mungalli 페타치즈｜ 마카다미아넛｜블랙 올리브｜베이컨｜갈릭 마요네즈        15                        

 
Desserts 디져트 

Wattle seed Pavlova 와틀 씨드 파블로바 ｜데이빈슨 자두 샤뱃｜마카다미아넛 비스켓                                                   15 

The chocolate slut 초콜렛 슬럿｜ 오렌지 초콜렛 torte ｜ 다크 초콜렛 푸딩｜화이트 초콜렛, 딸기 무스와 라임마카롱 with 크림                              18 

Mandarin and passionfruit tart 귤, 패션프룻 타르트｜블러드 오렌지 샤베트                                                          16 

Mango and lemon myrtle parfait 망고 레몬뭐럴 파르페 ｜초코렛 스넵｜카라멜라이즈 망고                                                                         16 

Quandong crème brulee 퀀동 크림 브룰레｜허니콤, 바닐라 숏브레드｜마카다미아넛 토피                                                                                                  16              

Affogato 아포가트｜바닐라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 소스 (커피 또는 리큐어 중 선택가능)                              15 

Selected Gallo cheese, wattle seed lavosh｜케언즈 고원의 엄선된 갈로 치즈와 와틀씨드 Lavosh｜무화과나무의 처트니                           16 

Red Ochre dessert 스페셜 디저트 5 종 세트(최소 4 인분 이상 주문가능）                             1 인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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