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PASTI
그릴에 구운 야채와 발사믹 비네거 펄을 올린 부라타 치즈

23,000

Verdure alla griglia tiepide, burrata fresca e aceto balsamico
Warm grilled vegetables, burrata cheese and balsamic vinegar pearls
올리브 오일과 아티초크 퓨레, 허브를 곁들인 해산물

25,000

Insalata di mare con verdure crude miste, olio di oliva, pureé di carciofi
Seafood with herbs, olive oil and artichoke puree
매콤한 토마토 소스와 캐비어를 곁들인 바닷가재 튀김

35,000

Bocconcini di astice in tempura, pomodoro picante e caviale
Bites of lobster tempura with spicy tomato sauce and caviar
믹스 피클과 부르스케타를 곁들인 샤퀴테리와 치즈 플레이트

35,000

(돼지고기 : 몰타델라, 이태리산 / 프로슈토, 이태리산 / 코파, 미국산 / 쿡햄, 국내산)

Tagliere di salumi, formaggi, sottaceti e bruschetta
Platter of charcuterie and cheeses with mixed pickles and bruschetta
- Pork : mortadella, prosciutto, coppa, cooked ham
한우 카르파치오, 레몬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파마산 치즈 튀일 (쇠고기, 국내산 한우)

36,000

Carpaccio di manzo coreano con insalate, salsa di olio e limone patatina di parmiggiano
Korean beef carpaccio with salad, lemon dressing, parmesan cheese tuile

ZUPPE
20,000

이태리식 야채 수프

Minestra di verdure in brodo
Italian vegetable soup
먹물 스펀지와 사워 크림 퐁듀를 곁들인 완두콩 수프

23,000

Zuppa di piselli con spugna al nero di sepia e fonduta di crema acida
Green peas soup, squid ink sponge with sour cream fondue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 구운 갈릭 브레드와 양파 수프
(육수 : 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Zuppa di cipolle all’ italiana con mozzarella gratinata su crostino di pane
Onion soup with mozzarella garlic bread

알레르기 등의 음식 관련 민감 반응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있으시다면, 저희 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Per favore comunicatemi se per caso avete allergie o eventuali speciali richieste.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모든 메뉴 가격은 원화이며,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utti iprezzi sono espressi in moneta locale (KRW) e sono comprensivi di servizio e tasse.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KRW) and inclusive of service charge and VAT.

26,000

INSALATE
Insalata Verde
체리 토마토, 올리브, 레몬 드레싱을 곁들인 그린 샐러드

19,000

Insalata verde con pomodorini, olive e salsa di limone
Green salad with cherry tomato, olive and lemon dressing
Insalata Cesare
베이컨 또는 닭 가슴살을 곁들인 시저 샐러드 (돼지고기, 프랑스산 / 닭고기, 국내산)

22,000

Insalata romaine con pancetta affumicata alla griglia oppure filetto di pollo
Romaine salad with grilled smoked bacon or grilled chicken filet
Insalata Caprese
토마토, 버팔로 모짜렐라, 바질, 케이퍼,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카프레제

27,000

Pomodoro fresco, mozzarella di bufala campana, basilico, capperi e olive
Fresh tomato salad with buffalo mozzarella, basil, caper and olive oil
Insalata Con Salmone Affumicato
홈메이드 연어 카르파치오, 치즈 홀스레디쉬, 샐러드

28,000

Salmone tagliato a coltello con salsa di formaggio al rafano e insalate
Homemade salmon carpaccio with cheese horseradish and salad

PIZZE
마르게리타 피자 : 토마토, 바질, 모짜렐라 치즈

27,000

Pizza regina Margherita
Pizza “Margherita” : tomato sauce, fresh basil and mozzarella cheese
깔조네 피자 : 매운 살라미, 버섯, 모짜렐라, 토마토 소스 (돼지고기, 미국산)

31,000

Pizza calzone con pomodoro, mozzarella, funghi e salame piccante
Pizza “Calzone” : spicy salami, mushroom, mozzarella cheese, tomato sauce
콰트로 포마지 피자 : 모짜렐라, 고르곤졸라, 탈레지오, 리코타 치즈

35,000

Pizza ai quattro formaggi con mozzarella, gorgonzola, taleggio, ricotta fresca
Pizza “Quattro Formaggi” : mozzarella, gorgonzola, taleggio, fresh ricotta cheese
루스티카 피자 : 모짜렐라 치즈, 루꼴라, 산다니엘 프로슈토 (돼지고기, 이태리산)

Pizza Montanara con mozzarella, rucola, prosciutto san daniele
Pizza “Rustica” : mozzarella cheese, fresh rucola and San Daniele prosciutto

알레르기 등의 음식 관련 민감 반응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있으시다면, 저희 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Per favore comunicatemi se per caso avete allergie o eventuali speciali richieste.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모든 메뉴 가격은 원화이며,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utti iprezzi sono espressi in moneta locale (KRW) e sono comprensivi di servizio e tasse.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KRW) and inclusive of service charge and VAT.

35,000

PASTE & RISOTTO
새우,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로제 소스의 펜네

30,000

Penne con asparagi e gamberi in salsa rosa e timo
Penne with shrimps, asparagus and thyme in rose sauce
전통 스타일의 라자냐 (쇠고기, 국내산 한우)

33,000

Lasagna tradizionale preparata in casa con ragù di manzo
Traditional lasagna with Korean beef
조개와 드라이 토마토를 곁들인 올리브 오일 소스의 봉골레 스파게티

33,000

Spaghetti alle vongole con salsa di vino bianco e pomodorini secchi
Spaghetti with clam, dried tomato in olive oil sauce
토마토 소스의 해산물 스파게티

35,000

Spaghetti con frutti di mare al pomodoro
Spaghetti with seafood in tomato sauce
단호박, 호두, 고르곤졸라 퐁듀와 발사믹 식초를 곁들인 리조토 (쌀, 이태리산)

35,000

Risotto con zucca, noci, gorgonzola e caviale di aceto balsamico
Risotto with pumpkin, walnuts, gorgonzola fondue and balsamic vinegar
매콤한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리조토와 부라타 치즈 크림 (쌀, 이태리산)

35,000

Risotto con frutti di mare in salsa di pomodoro e crema di burrata
Seafood risotto with spicy tomato sauce and burrata cheese cream
바닷가재 라구와 파프리카를 곁들인 홈메이드 페투첼레

36,000

Fettuccelle di pasta fresca con ragù di astice e coriandoli di peperoni
Homemade fettuccelle with lobster ragu and colored paprika
리코타 치즈와 트러플을 곁들인 홈메이드 라비올리와 버섯 크림 소스

38,000

Ravioli fatti in casa con ricotta e tartufo in salsa di fughi e panna
Homemade ravioli with ricotta cheese, truffle and mushroom cream sauce
표고 버섯, 페퍼론치노, 트러플을 곁들인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Spaghetti con aglio, olio, pepperoncino, funghi shiitake e tartufo
Spaghetti with garlic, olive oil, shitake mushroom and truffle

알레르기 등의 음식 관련 민감 반응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있으시다면, 저희 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Per favore comunicatemi se per caso avete allergie o eventuali speciali richieste.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모든 메뉴 가격은 원화이며,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utti iprezzi sono espressi in moneta locale (KRW) e sono comprensivi di servizio e tasse.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KRW) and inclusive of service charge and VAT.

39,000

CONTORNI
10,000

구운 알감자, 로즈마리, 마늘

Patate novelle arrosto con aglio e rosmarino
Roasted baby potatoes with rosemary and garlic
10,000

모둠 버섯 볶음, 마늘, 파슬리

Funghi misti saltati trifolati
Sauteed mixed mushrooms with garlic and parsley
15,000

구운 야채

Verdure alla griglia
Grilled vegetables
8,000

밥 (쌀, 국내산)

Riso al vapore
Steamed rice

PESCE
50,000

생강 향의 사과 콤포트를 곁들인 연어 구이

Filetto di salmone in padella con purea di mele al profumo di zenzero
Pan fried salmon fillet with apple compote flavored with fresh ginger
54,000

구운 파프리카, 토마토, 마늘을 곁들인 농어 구이

Filetto di Branzino con paprika al forno, pomodoro e aglio
Sea bass fillet with baked paprika, tomato and garlic
55,000

야채 카포나타, 블랙올리브 브래드칩, 케이퍼, 토마토를 곁들인 금태 구이

Filetto di triglia alla livornese con caponata di verdure e patatina di pane
con polvere di oive nere, capperi e pomodoro
Red mullet fillet “Livornese style” with vegetable caponata,
bread chips with powder of black olive, caper and tomato
캐나다산 활 바닷가재 : 구이, 찜 또는 테미도

Market Price

Astice canadase ai tre modi : alla griglia, al vapore, alla Thermidor
Canadian live lobster : grilled, steamed or thermidor

알레르기 등의 음식 관련 민감 반응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있으시다면, 저희 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Per favore comunicatemi se per caso avete allergie o eventuali speciali richieste.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모든 메뉴 가격은 원화이며,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utti iprezzi sono espressi in moneta locale (KRW) e sono comprensivi di servizio e tasse.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KRW) and inclusive of service charge and VAT.

CARNI
안심 스테이크와 계절 야채

150g

48,000

230g

58,000

(쇠고기, 호주산 / 소스 : 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Filetto di manzo australiano alla griglia con verdure
Grilled Australian beef tenderloin with seasonal vegetables
알등심 스테이크와 계절 야채
(쇠고기, 미국산 / 소스 : 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Controfiletto di manzo americano alla griglia con verdure
Grilled American beef rib eye with seasonal vegetables
64,000

양갈비 구이와 계절 야채
(양갈비, 호주산 / 소스 : 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Costolette di agnello alla griglia con verdure
Grilled Australian lamb chops with seasonal vegetables
150g

72,000

220g

78,000

120g

78,000

모둠 치즈와 과일

(M)

38,000

Piatto di formaggi misti con frutta

(L)

53,000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계절 야채
(쇠고기, 국내산 한우 / 소스 : 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Filetto di manzo coreano alla griglia con verdure
Grilled Korean beef tenderloin with seasonal vegetables
한우 채끝 등심 스테이크와 계절 야채
(쇠고기, 국내산 한우 / 소스 : 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Controfiletto di manzo coreano alla griglia con verdure
Grilled Korean beef sirloin steak with hot vegetables
트러플을 곁들인 한우 안심 스테이크
(쇠고기, 국내산 한우 / 소스 : 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Filetto di manzo coreano alla griglia con tartufo
Grilled Korean beef tenderloin with truffle

FORMAGGI

Assorted cheese and fruits

알레르기 등의 음식 관련 민감 반응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있으시다면, 저희 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Per favore comunicatemi se per caso avete allergie o eventuali speciali richieste.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모든 메뉴 가격은 원화이며,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utti iprezzi sono espressi in moneta locale (KRW) e sono comprensivi di servizio e tasse.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KRW) and inclusive of service charge and VAT.

DOLCI
15,000

아이스크림 또는 셔벗 선택

Selezione di Sorbetti o gelati
Selection of ice cream or sherbet
15,000

티라미수

Tiramisù tradizionale
Italian traditional tiramisu
15,000

바닐라 판나코타와 과일

Panna cotta alla vaniglia con frutta
Vanilla panna cotta with fruits
17,000

과일

Frutta fresca di stagione
Fresh fruits
22,000

아포가토

Affogato
Affogato

알레르기 등의 음식 관련 민감 반응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있으시다면, 저희 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Per favore comunicatemi se per caso avete allergie o eventuali speciali richieste.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모든 메뉴 가격은 원화이며,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utti iprezzi sono espressi in moneta locale (KRW) e sono comprensivi di servizio e tasse.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KRW) and inclusive of service charge and VAT.

CAFFE
15,000

에스프레소

Espresso
15,000

카페 아메리카노

Caffè americano
16,000

카페 카푸치노

Caffè cappuccino
16,000

카페 라테

Caffè latte
16,000

아이스 아메리카노

Iced americano
아이스 카페 라테

17,000

Iced caffè latte

TE
17,000

얼 그레이

Earl grey
17,000

애프터눈 다즐링

Afternoon Darjeeling
17,000

카모마일

Camomile
17,000

페퍼민트

Peppermint
17,000

녹차

Green tea
18,000

아이스 티

Iced tea

알레르기 등의 음식 관련 민감 반응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있으시다면, 저희 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Per favore comunicatemi se per caso avete allergie o eventuali speciali richieste.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모든 메뉴 가격은 원화이며,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utti iprezzi sono espressi in moneta locale (KRW) e sono comprensivi di servizio e tasse.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KRW) and inclusive of service charge and V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