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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ly sliced Jamon, sweet pumpkin 
& ricotta cheese with mixed greens
단호박과 하몽, 리코타 치즈를 곁들인 샐러드

21,000SWEET  PUMPKIN  SALAD

POTATO  RICE  CAKE

shitake mushrooms & shrimp
with seasonal mixed greens
다진 새우살로 속을 채운 표고버섯 튀김과  샐러드

23,000SHIITAKE & SHRIMP  SALAD

SHIITAKE & SHRIMP  SALAD

house smoked salmon & seasonal greens drizzled with onion dressing
훈제연어와 다양한 야채를 양파 드레싱에 곁들인 샐러드

23,000SALMON  SALAD

Japanese roll with selection
 of 10 seasonal ingredients
참치, 새우 등 총 10가지 재료가 들어간 글램 시그니쳐 롤

28,000GLAM  HUTOMAKI

seared wagyu beef with ponzu sauce
살짝 구워낸 와규 등심에 폰즈 소스를 곁들인 비프 타다끼

26,000BEEF  TATAKI

spaghetti with seasonal seafood
in our house spicy sauce
제철 해산물을 이용하여 매콤한 맛을 낸 해산물 파스타

21,000SEAFOOD  PASTA

spaghetti with special minced beef tomato ragu,
grana padano & baby greens
토마토 오일 소스로 맛을 낸 라구 파스타

21,000RAGU  PASTA

freshly sliced assorted sashimi plate
신선한 모듬 사시미

45,000SASHIMI  PLATE

FRESH SASHIMI

fresh prawns with avocado, tomato, onion & capsicum 
새우와 양파, 토마토, 구아카몰 살사로 속을 채운 타코

21,000

olive oil & garlic fried shrimp & mushrooms served with baguette
새우와 마늘, 다양한 버섯을 올리브오일에 볶아 바게트를 곁들인 요리

21,000GAMBAS & BAGUETTE

selected Japanese snacks, fried vegetables, sweet potato & crispy bacon
여러 종류의 스낵으로 구성된 스낵 플레이트

25,000DRY SNACK PLATTER

fried tiger prawns with Glam rose sauce
새우 튀김에 로제 소스로 마무리한 새우 요리

28,000ROSE  TIGER PRAWNS

signature tapas plate, chefs selection A
CHEF 추천 타파스

60,000TAPAS  COMBINATION  PLATE (A)

80,000
signature tapas plate, chefs selection B
CHEF 추천 타파스

TAPAS COMBINATION  PLATE (B)

TAPAS   COMBINATION   PLATE (B)

21,000
Japanese rice cake, stuffed with
mozzarella cheese, house pickles
으깬 감자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 있는 스페셜 모찌

POTATO  MOCHI

freshly sliced assorted sushi plate
신선한 모듬 초밥

SUSHI  PLATE 32,000

24,000
grilled vegetables and chicken neck Japanese style
직화로 구운 닭 목살에 구운 야채를 곁들인 요리

CHIKEN  NECK  SIO YAKI

23,000SALMON  ROLL
Japanese style salmon roll with crab, avocado and pickled onion
아보카도와 게살로 속을 채운 연어롤

assorted fresh seasonal fruit platter
신선한 모듬 과일 플레이트

42,000ASSORTED  FRUIT  SELECTION

assorted cheese selection
다양한 모듬 치즈 플레이트

42,000ASSORTED  CHEESE  SELECTION

CHEESE  SELECTION

assorted seasonal fruit & cheese selection
신선한 모듬 과일과 다양한 모듬 치즈 플레이트

55,000ASSORTED FRUIT
& CHEESE SELECTION

crispy black sesame fried chicken
served with citron mayo sauce
흑임자가루 닭튀김과 유자마요소스

25,000CHICKEN  KARAAGE

fresh crispy fried squid served with
a selection of 3 sauces
생오징어를 튀겨낸 후 3가지 소스를 곁들인 요리

27,000FRESH SQUID  KARAAGE

crispy shrimp tempura, served with
a selection of 3 sauces
신선한 새우를 튀겨낸후 3가지 소스를 곁들인 요리

28,000SHRIMP  TEMPURA

TACO

crispy eel tempura, served with
a selection of 3 sauces
장어를 통채로 튀긴후 3가지 소스를 곁들인 요리

29,000EEL  TEMPURA

EEL  TEMPURA

LIVE SQUID KARAAGE

SUSHI PLATE

RAGU  PASTA

F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