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ZEBO's SIGNATURE MENUS 

먼저 소개할 음식은 Aatishe Jhinga masala (사진1), 

새우의 탱탱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일품 커리! 해산물을 좋

아하는 자라면 매일 시켜먹는 치킨 띠까 마살라, 버터치킨

에서 벗어나 새우의 탱탱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징가 덤 마

살라, 새우커리를 먹어보자.

다음으로 Murgh(Chicken) Seekh Bharwan (사진
2), 치킨 어묵 같이 쫄깃한 질감을 자랑한다. 하지만 매운

맛이 강렬해 우습게 보면 오산이다. 치즈와 매운맛이 오묘

하게 조화를 이뤄 구미를 당긴다. 은근히 중독되는 맛이다. 

한참 이렇게 인도음식을 먹다 보면 가슴이 쓰릴 정도로 맵

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매운 이유는 고추의 차이 때문

이라고 한다. 매운 음식에 익숙지 않은 손님들을 위해 한

국인 입맛에도 맞는 다양한 인도음식도 선보이고 있다. 매

운맛의 강도도 조절할 수 있으니 주문하기 전에 먼저 부탁

하면 된다.

Bharwan Tandoori mushroom (사진3)은 버섯요

리로서 신선한 버섯과 함께 씹히는 쫄깃한 질감과 시금치, 

치즈가 어우러져 그 맛에 순식간에 한접시를 금새 비웠다. 

Murgh Kastoori kabab (사진4)는 호로파라는 식물로 

색깔을 내 초록색을 띄는 담백한 닭고기 케밥으로 일반 탄

두리 치킨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매운맛을 자랑하는 양고기 케밥 Seekh e Dum Pukht 
(사진5), 코티지 치즈, 토마토, 양파가 들어가 달달 하면서

도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는 Paneer makhni kofta 
(사진6)는 어른, 아이 모두가 좋아할만한 음식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에게 인기만점일 메뉴다.  그 외에

도 검은 렌틸로 만든 웰빙 수프 Dal e khaas (사진7), 

누구나 한번쯤은 맛보았을 만한 치킨 비르야니 Chicken 
tikka biryani (사진10), 일품 랍스터 요리 Tandoori 
lobster (사진11)등 맛있는 요리가 많아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Gazebo에서는 매주 메뉴에는 없는 쉐프만의 

특별한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래도 무엇을 먹어야할지 

막막한 이들은 쉐프 스페셜을 맛보는 것도 좋겠다.

후식에는 뭐가 좋을까. 에디터가 인도 현지에서도 매일같이 

마셨던 라씨를 추천한다. 인도인들이 짜이와 더불어 사랑

하는 라씨. 라씨는 요거트보다는 조금 묽고 각종 과일이 곁

들이면 과일 스무디와 비슷하다. 식전에 입맛을 돋우는 데

도 그만인 음료지만, 식후에도 깔끔한 마무리를 하게 해주

니 음식과 더불어 라씨 한잔을 강력 추천한다.

인도음식 하면 생각나는 
게 커리와 난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번만은 고정된 틀에

서 벗어나 다양한 인도음식을 접해볼 수 있는 특집을 마련했다. UAE내에서만 
1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Gazebo 인도 레스토랑은 이미 10곳의 브랜치가 있어 접
근성 높은 레스토랑 중 하나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비
해 저렴한 편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 두둑하게 배를 채워오기만 하면 된다. 
들어가자마자 받아보는 메뉴 판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음식에 고민에 
빠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대부분 힌두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막상 색다른 메뉴를 
선택하려고 해도 막막하긴 매한가지다. 그리하여 준비하였으니 걸프코리안타임즈 
메뉴얼만 잘 따라 시키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을 것!

2. Murgh(Chicken) Seekh Bharwan_28Dhs

4. Murgh Kastoori kabab_28Dhs5. Seekh e Dum Pukht_30Dhs

3. Bharwan Tandoori mushroom_25Dhs

MANKHOOL, DEIRA CITY CENTRE, BIN SOUGAT CENTRE, DUBAI INTERNET CITY, DIFC, ASWAAQ - AL MIZHAR, MIRDIF CITY CENTRE, MATAJER AL QUOZ, KING FAISAL ROAD, MATAJER AL JURAINA

1. Aatishe Jhinga masala_42Dhs

6. Paneer makhni kofta_26Dhs

7. Dal e Khaas_22Dhs

8. Taftan_5Dhs

9. 인터넷시티점 외부

10. Murgh(Chicken) tikka biryani_42Dhs

11. Tandoori lobster_78D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