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ch Set
Prix Fixe Lunch

A-Course ￦ 35,000
B-Course ￦ 40,000
C-Course ￦ 45,000

Tomato and Mozzarella Cheese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닭고기 육수 : 국내산)

Organic Green Salad
유기농 그린 샐러드

A-Course
Seafood Spaghetti with Tomato or Cream Sauce
토마토 또는 크림 소스의 해산물 스파게티

B-Course
Roasted Leg of Chicken with Arugula
아루굴라를 곁들인 닭고기 구이 (닭고기 : 국내산)

C-Course
Australian Beef Ribeye Steak
등심 스테이크 (소스와 쇠고기 : 호주산)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inform us on any food allergy or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10% tax has been added

Lunch B

￦ 55,000

Marinated Langousting
청가재 마리네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닭고기 육수 : 국내산)

Organic Green Salad
유기농 그린 샐러드

Fish of the Day with Vermouth Sauce
베르뭇 소스의 생선구이 (연어 : 노르웨이산, 도미 : 대만산)

or (또는)
Australian Beef Tenderloin Steak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 (소스와 쇠고기 : 호주산)

Dessert of the Day
오늘의 디저트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inform us on any food allergy or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10% tax has been added

A La Carte
Appetizers
Pan Seared Sea Scallop

￦ 20,000

가리비 구이

Rice Wine Flavored Abalone and Asparagus

￦ 22,000

전복과 아스파라거스

Assorted Antipasti with Marinaten Langousting,
￦ 25,000
Salmon Carpaccio, Scallop Carpaccio and Tomato Salsa
모듬 에피타이저 (청가재 마리네, 노르웨이 훈제 연어, 토마토 살사와 관자 카르파치오)

Soups & Salads
￦ 9,000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닭고기 육수 : 국내산)

￦ 13,000

Clam Chowder
크램 차우더

Caesar Salad with Shrimp

￦ 19,000

새우를 곁들인 시저 샐러드

Organic Green Salad

￦ 9,000

유기농 그린 샐러드

Caprese Salad

￦ 19,000

카프레제 샐러드

Artichoke, Pear and Pecorino Cheese Salad

￦ 18,000

페코리노 치즈와 아티초크, 배 샐러드

Seafood and Grapefruit Salad
해산물과 자몽 샐러드

10% tax has been added

￦ 33,000

Risotto & Pastas
Fried rice with pan-seared king prawns and
assorted seafood

￦ 28,000

 왕새우구이와 다양한 해산물을 곁들인 볶음밥 (쌀 : 국내산)

Seafood Risotto

￦ 28,000

해산물리조토 (쌀 : 국내산)

Spicy Seafood Pasta Spaghetti with
shrimp, mussels, crab, squid and
clams in spicy tomato sauce

￦ 32,000

토마토 스프에 새우, 꽃게, 모시조개, 갑 오징어, 야채를 넣고 졸인
매콤한 짬뽕식 스파게티 (꽃게 : 바레인산, 갑오징어 : 필리핀산)

Seafood Spaghetti with Tomato or Cream Sauce

￦ 25,000

토마토 또는 크림 소스의 해산물 스파게티

Truffle Pasta with Egg yolk

￦ 32,000

트러플 파스타

Sea Urchin Rose Cream Pasta

￦ 25,000

성게알 로제 크림 파스타

Clam and Shrimp Linguine with Extra Vergine Olive oil ￦ 24,0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새우, 조개 링귀네 파스타

Grilles
Sauteed King Prawn and Artichoke with Chili Sauce

￦ 26,000

칠리 소스의 왕새우 구이와 아티초크

Fish of the Day

￦ 28,000

오늘의 생선 (연어 : 노르웨이산, 도미 : 대만산)

Pan Seared Mediterranean Branzino with
White wine Sauce

￦ 32,000

백포도주 소스의 지중해식 농어구이 (농어 : 수입산)

Korean Beef Tenderloin (1+) Steak (150g)

￦ 66,000

국내산 한우 안심 스테이크 (소스와 쇠고기 : 국내산 한우)

Grilled Australian Rack of Lamb

￦ 58,000

양갈비 구이(소스와 양갈비 : 호주산)

Bone in Steak (400g)

￦ 62,000

미국산 본인 스테이크 (소스 : 호주산, 소고기 : 미국산)

10% tax has been added

Side Dishes
Australian Beef Tenderloin Chop Steak (250g)

￦ 58,000

호주산 안심 찹 스테이크 (소스와 쇠고기 : 호주산)

Sauteed Sausage and Fried Chicken

￦ 40,000

닭고기와 소시지 구이 (돼지고기 : 국내산, 닭고기 : 국내산)

Fresh Fruit and Cheese

￦ 45,000

신선한 과일과 치즈

Sliced Jamon, arugula, walnut and
parmesan cheese drizzled with extra virgin olive oil

￦ 35,000

호두, 파마산 치즈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인 아루굴라 하몽 샐러드
(하몽 : 스페인산)

Seafood and Grapefruit Salad with

￦ 33,000

해산물과 자몽 샐러드

Gambas al Ajillo with Barquette

￦ 30,000

바게트를 곁들인 감바스 알 아히요

Baked Camembert Cheese on Honey with
Mixed Salad and Basil Pesto

￦ 18,000

바질 페스토와 유기농 야채를 곁들인 구운 까망베르 치즈

Sweets
Assorted Seasonal Fresh Fruit

￦ 11,000

신선한 모듬 계절 과일

Affogato with Coffee & Ice Cream

￦ 10,000

아포카토

Tiramisu with Coffee Sauce

￦ 8,000

커피 소스를 곁들인 이태리전통 티라미수 케이크

Cheese Cake

￦ 8,000

치즈케이크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inform us on any food allergy or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10% tax has been added

di Tavola

￦ 280,000
/ 4인 기준

Assorted Carpaccio with Sea bream, Scallop,
Salmon and Lemon Salsa
모듬 카르파치오 와 (농어, 연어, 관자) 레몬 살사 (농어:국내산, 연어:노르웨이산)

Caesar Salad with Anchovy Dressing
시저 샐러드

2Kind of Pasta with Seafood Tomato Penne Oven Pasta
& Vongole
해산물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펜네 오븐 파스타 와 봉골레

Three Ways Meat with Grilled Lamb, Tenderloin,
Chicken and Seasonal Vegetable
3종류의 메인디쉬, 양 갈비, 소고기안심 스테이크, 치킨 그릴구이와 계절 야채
(양갈비320g : 호주산 ,안심 200g : 호주산, 치킨400g : 국내산)

Assorted Dessert with Tiramisu &
Cheese Cake and Blueberry Compote
블루 베리 소스를 곁들인 티라미수와 치즈게익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inform us on any food allergy or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10% tax has been added

Dinner Set
Dinner Set A

￦ 75,000

Prosciutto Ham Asparagus Roll and Herb Flavored Shrimp
프로슈토 아스파라거스 롤과 허브 향의 새우 (프로슈토 : 이태리산)

Wild Mushroom Soup
버섯 수프 (닭고기 육수 : 국내산)

Sauteed Seabream with White wine Sauce
백포도주 소스의 도미구이

Green Salad with Olive with Yuza Vinaigrette
유자 베네그렛을 곁들인 올리브 샐러드

Sauteed Australian Ribeye Steak
호주산 립아이 스테이크 (소스와 쇠고기 : 호주산)

Pana Cotta with Fresh Fruit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 판나코타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inform us on any food allergy or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10% tax has been added

Chef Tasting Menu

￦ 88,000

Amuse Bouche
아뮤즈 부슈

Egg Cockle Tartar and Artichoke
새조개 타르타르와 아티초크

Pumpkin and Chestnut Soup
밤호박 수프

Pan Seared Sea Scallop with Seaweed Risotto
매생이 리조또를 곁들인 가리비구이

Australian Beef Tenderloin
호주산 안심구이 (소스와 쇠고기 : 호주산)

Cheese Cake with Strawberry
딸기를 곁들인 치즈케이크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inform us on any food allergy or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10% tax has been added

Dinner Set
Dinner Set B

￦ 125,000

Amuse Bouche
아뮤즈 부슈

Rice Wine Flavored Abalone and Asparagus with Balsamic Sauce
발사믹 소스의 전복과 아스파라거스

Clam Chowder with Chive, Pink Pepper
차이브와 핑크 페퍼를 곁들인 크램 차우더

Pan Seared Sea Scallop
가리비 구이

Sauteed Smoked Duck Breast and Fruit Salsa
과일 살사를 곁들인 훈제 오리 가슴살 구이 (오리 : 국내산)

Organic Romaine Lettued Salad with Blue Cheese
블루치즈를 곁들인 올가닉 로메인 샐러드

Sauteed Korean Beef Tenderloin
한우 안심 (소스와 쇠고기 : 한우)

A Selection of Cheese and Fruit
치즈와 과일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inform us on any food allergy or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10% tax has been ad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