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마크가 붙은 제품은 가을의 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메뉴
    됩니다.

GRILL / DEEP FRYGRILL / DEEP FRY PIZZA / STARTER / CURRYPIZZA / STARTER / CURRY
그릴/딥 프라이 피자/스타터(전채)/카레

YANMAR 프리미엄 마르쉐가 엄선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든 

메뉴를 배달해 드립니다.
※식재료 매입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채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마크가 표시된 상품은 YANMAR 프리미엄 마르셰의
   식재료를 사용했습니다.

※ 표시된 금액은 모두 세금 포함입니다

체더 치즈를 곁들인 3종 콤보
 

비프스테이크와 잎새버섯 

그릴 갈릭 버터

특제 포르케타 
고구마 콩피

제철 꽁치 그릴

잎새버섯 플란차
 YANMAR 야부이샤 마늘 소스

프리미엄 몰츠 맥주에 적셔 바삭하게 
튀긴 YANMAR 엄선 양파링

¥ 880 ¥ 2,380 

¥ 1,480 ¥ 780

송로버섯 
프렌치프라이

¥ 550

¥ 600

¥ 550

Mount Hill
타코스

Rice gelee(쌀로 만든 무글루텐식품)
를 사용하여 만든 쫀득한 식감의
특제 토르티야 사용.
맥주의 맛을 더하는 요리. 

5 pieces
푸짐하게 즐기는 파티 세트

¥ 1,380 
2종류의 채소와 함께

2 pieces ¥ 680 

향긋한 타임 허브향

The FARM TOKYO

프라이드 치킨
¥ 780

베이컨 랩 
모짜렐라 
2 pieces

¥ 480 



※이 마크가 붙은 제품은 가을의 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메뉴
 됩니다.

GRILL / DEEP FRYGRILL / DEEP FRY PIZZA / STARTER /CURRYPIZZA / STARTER /CURRY
피자/스타터(전채)/카레그릴/딥 프라이

YANMAR 프리미엄 마르쉐가 엄선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든 

메뉴를 배달해 드립니다.
※식재료 매입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채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마크가 표시된 상품은 YANMAR 프리미엄 마르셰의
식재료를 사용했습니다.

※ 표시된 금액은 모두 세금 포함입니다

피자 비스마르크
 YANMAR 야부이샤 마늘 소시지와 반숙 계란

피자 콰트로 포르마지 호박과 
4종 치즈 YANMAR 농장에서

살짝 구운 가다랑어
 YANMAR
엄선 양파와 양하 렐리시

노릇노릇하게 구운 
가지와 토마토 살사

¥ 980¥ 780¥ 780농원 샐러드 풀드포크 & 
Rice gelee 버게 트빵

쇠고기 카레의 행복한 조합으로 완성 맛있는 

쌀에 풍부하고 향기로운 향신료 깊은 맛과 단맛

YANMAR 

와 쇠고기 카레 독점 쌀

Rice gelee 혼합
찹쌀 가루 반죽

Rice gelee 혼합
찹쌀 가루 반죽

¥ 1,580 ¥ 1,480

¥ 880 ¥ 500
생햄과
제철과일¥ 500 ¥ 880

당근과 소이 치즈의
YANMAR 특제 샐러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