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 DELICIOUS

STARTER
양송이 버섯 수프와 우유 폼 (육수 : 닭고기, 국내산)
Mushroom soup with milk foam
or
구운 베이컨을 곁들인 시저 샐러드 (돼지고기, 프랑스산)
Caesar salad with grilled bacon
or
토마토, 버팔로 모짜렐라, 바질, 케이퍼,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카프레제
Fresh tomato salad with buffalo mozzarella, basil, caper and olive oil

MAIN

49,000

토마토 소스의 해산물 스파게티
Spaghetti with seafood in tomato sauce
or
조개와 드라이 토마토를 곁들인 올리브 오일 소스의 봉골레 스파게티
Spaghetti with clam, dried tomato in olive oil sauce
or
마르게리타 피자 : 토마토, 바질, 모짜렐라 치즈
Pizza “Margherita”: tomato sauce, fresh basil and mozzarella cheese

MAIN

65,000

구운 파프리카, 토마토, 마늘을 곁들인 농어 구이
Sea bass fillet with baked paprika, tomato and garlic
or
양갈비 구이와 계절 야채 (양갈비, 호주산)
Grilled Australian lamb chops with seasonal vegetables
or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와 계절 야채 (쇠고기, 호주산)
Grilled Australian beef tenderloin with seasonal vegetables

DESSERT
바닐라 아이스크림
Vanilla ice cream

* Sommelier Recommedation Wine : Soave Classico, Zonin (Italy)

12,000

Chianti Classico, Castello di Querceto (Italy)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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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INSULA TASTING-A

마리네이드한 새우, 관자, 랍스터와 모듬 샐러드, 레몬 드레싱, 발사믹 리덕션

Insalata di mare con gamberetti, calamari, aragosta capesante e condimento con olio e limone
Marinated shrimp, scallop, lobster with mixed salad, lemon dressing, balsamic reduction

먹물 스펀지와 사워 크림 퐁듀를 곁들인 완두콩 수프

Zuppa di piselli con spugna al nero di sepia e fonduta di crema acida,
Green peas soup, squid ink sponge with sour cream fondue

토마토 소스의 해산물 스파게티

Spaghetti con frutti di mare al pomodoro
Spaghetti with seafood in tomato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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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tto di manzo australiano alla griglia con verdure
Grilled Australian tenderloin with seasonal vegetables

자몽 셔벗과 베리 소스, 과일

Sorbetto al pompelmo con salsa di frutti di bosco e frutta fresca
Grapefruit sherbet with berry sauce and fruits

커피 또는 차

Caffè o té
Coffee or tea

88,000

* Sommelier Recommedation Wine : Sauvignon Blanc, Kim Crawfrod (New Zealand)

15,000

Cabernet Sauvignon, Private Selection, Robert Mondavi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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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0

PENINSULA TASTING-B

마리네이드한 새우, 관자, 랍스터와 모듬 샐러드, 레몬 드레싱, 발사믹 리덕션

Insalata di mare con gamberetti, calamari, aragosta capesante e condimento con olio e limone
Marinated shrimp, scallop, lobster with mixed salad, lemon dressing, balsamic reduction

양파 수프 (육수 : 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Zuppa di cipolle
Italian onion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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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등심 스테이크와 계절 야채
(쇠고기, 미국산 / 소스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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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미수

Tradizionale tiramisu italiano
Italian traditional tiramisu

커피 또는 차

Caffè o té
Coffee or tea

108,000

* Sommelier Recommedation Wine : Chablis "La Pierrelee", La Chablisienne (France)
Malbec Reserve, Pascual Toso (Argentina)

24,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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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ITATION TO
CHEF SEBASTIANO’S TABLE

판자넬라 샐러드, 쿠스쿠스, 구운 관자, 바닷가재, 참치 타타키

Panzanella con pane e couscous, capesante scottate, tonno tataki e astice poche.
Panzanella bread with couscous, seared scallops, lobster and tuna tataki

콩을 곁들인 매콤한 향의 해산물 수프

Zuppetta di fagioli leggermente piccante con frutti di mare
Lightly spicy seafood soup with bean

리코타와 트러플로 속을 채운 라비올리, 탈레지오 퐁뒤, 아마레토 향의 단호박 퓨레

Ravioli di ricotta e tartufo con vellutata di taleggio, zucca e amaretto
Ravioli filled with ricotta and truffle, taleggio cheese fondue, pumpkin and amaretto

그릴에 구운 양갈비와 폴렌타 튀김, 물냉이, 핑크 페퍼
(양갈비, 호주산 / 소스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Costolette di agnello grigliate con polenta croccante, insalata di crescione e pepe rosa
Grilled Australian lamb chops with crispy polenta, watercress salad and pink pepper

초콜릿 돔과 라즈베리 셔벗, 커스타드 크림, 라즈베리 소스

Cupola di cioccolato con sorbetto ai frutti di bosco, crema inglese e salsa ai lamponi
Chocolate dome with berry sherbet, custard cream and raspberry sauce

커피 또는 차

Caffè o té
Coffee or tea

125,000

* Sommelier Recommedation Wine : Chablis "La Pierrelee", La Chablisienne (France)
Connetable Talbot, 2nd Wine (France)

24,000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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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