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CH

A U T U M N

APPETIZER
오늘의 수프, 그릴드 바게트 8,000
Today's soup

따뜻한 버섯 샐러드, 63℃ 달걀, 와일드 아루굴라 17,000
Assorted mushroom warm salad with 63℃ egg and wild arugula

시저 샐러드, 하우스 베이컨, 캔디드 피칸, 페코리노 치즈 18,000
Caesar salad with house-made bacon, candied pecan and pecorino

MAIN DISH
라타투이, 63℃ 달걀, 하우스 잠봉, 그릴드 바게트 18,000
Ratatouille, 63℃ egg, house-made jambon and grilled baguette

감자 해쉬, 하우스 스모크 연어, 스크램블 에그, 사워크림, 아보카도 20,000
Potato hash with house-made smoked salmon, scrambled egg,
sour cream and avocado

뇨키, 고르곤졸라 크림을 올린 단호박 소스, 프로슈토칩 21,000
Potato gnocchi with sweet pumpkin cream sauce,
gorgonzola and crispy prosciutto

고등어 파스타, 깻잎 페스토, 민트, 영양부추 18,000
Grilled mackerel pasta with sesame leaf pesto,
mint, chive and herbs bread crum

아마트리치아나, 베이컨, 매운 토마토소스 17,000
Pasta alla Amatriciana, spicy tomato sauce and parsley

DESSERT
셰프의 아이스크림 6,000
Seasonal ice cream

달걀/국산(다란팜 농장, 유기농 방사 유정란), 베이컨/국산(암퇘지 삼겹살, 어단농장 사과나무로 훈제), 연어/노르웨이산
프로슈토/이탈리아산, 고등어/국산

DINNER
A U T U M N

APPETIZER
오늘의 샐러드 17,000
Salad of the day

연어 그라브락스, 자몽, 펜넬, 크레송, 딜 머스타드 드레싱 20,000
Salmon gravlax with grapefruit, fennel, watercress and dill mustard dressing

그릴에 구운 저온 조리 문어, 유자 미소 소스 21,000
Caesar salad with house-made bacon, candied pecan and pecorino

소고기 카르파치오, 버섯, 루콜라, 그라나파다노 치즈, 트러플 오일 22,000
Beef carpaccio, wild mushroom, rucola, granapadano, truffle oil

MAIN DISH
오리 콩피 26,000
Duck leg confit with grain and dried fruits

한우 1+ 등심 스테이크 68,000
Beef sirloin with cream pepper sauce

뇨키, 고르곤졸라 크림을 올린 단호박 소스, 프로슈토칩 21,000
Potato gnocchi with sweet pumpkin cream sauce,
gorgonzola and crispy prosciutto

고등어 파스타, 깻잎 페스토, 민트, 영양부추 18,000
Grilled mackerel pasta with sesame leaf pesto, mint, chive and herbs bread crum

아마트리치아나, 베이컨, 매운 토마토소스 17,000
Pasta alla Amatriciana, spicy tomato sauce and parsley

SIDE
마리네이드 올리브 4,000
Assorted marinated olives

캔디드 피칸 4,000
Candied pecan
연어/노르웨이산, 문어/국산(동해안), 고등어/국산(동해안), 쇠고기/국산(한우), 오리/국산, 프로슈토/이탈리아산
베이컨/국산(암퇘지 삼겹살, 어단농장 사과나무로 훈제)

BEVERAGE
시칠리안 레모네이드 잔/피처 6,000/10,000
Sicilian lemonade cup/pitcher

라벤더 살구 에이드 7,000
Lavender apricot ade

탄산수 250mL/500mL 3,500/6,000
S. Pellegrino sparkling water 250mL/500mL

COFFEE
오늘의 드립 커피 핫/아이스 5,500/6,000
Today's drip coffee

아메리카노 어센틱 핫/아이스 5,000/5,500
Americano hot/ice

카푸치노 어센틱 5,500
Cappuccino

라테 어센틱 핫/아이스 5,500/6,000
Caffè latte hot/ice

에스프레소 더블 5,000
Espresso Double

WINE
프루티 스파클링 10,000
Cherry +Clos Montblanc Proyecto Cu4tro Cava Brut, Spain

하우스 화이트/레드 와인 8,000
Donnafugata Anthilia, Italia '15/Torres Gran Coronas, Spain '12

SPARKLING

Sidre Tendre Eric Bordelet, France 43,000
사과, 꿀, 잔잔한 버블

Clos Montblanc Proyecto Cu4tro Cava Brut, Spain 31,000
파인애플, 리치, 배, 청량감

Domaine Bruno Sorg Cremant d'A lsace, France 43,000
청사과, 토스티, 감귤, 풍부한 버블

Charles Heidsieck Brut Reserve, France 145,000
사과, 파인애플, 망고, 시트러스, 견과, 크리미

WHITE WINE

Donnafugata Anthilia, Italia '15 36,000
시트러스, 배, 살구

Muga Blanco, Spain '15 43,000

청사과, 멜론, 시트러스, 오크 터치, 오일리

Robert Weil Rheingau Riesling Trocken, Germany '15 54,000
레몬, 청량감, 미네랄, 페트롤, 파인애플

Pascal Jolivet Pouilly Fume, France '15 65,000
풀내음, 허브, 미네랄, 시트러스

Bruno Giacosa Roero Arneis, Italia '15 68,000
열대과일, 아카시아, 향신료, 레몬

Jermann Pinot Grigio, Italia '15 74,000
사과, 허브, 미네랄, 부드러운 질감

Catena Alta Chardonnay, Argentina '14 78,000
열대과일, 토스티, 버터, 바닐라, 아몬드

Domaine Jayer Gilles Bourgogne Hautes Cotes de Beaune Blanc, France '14
시트러스, 망고, 파인애플, 꿀, 버터, 견과류의 고소함

House White

8,000

80,000

RED WINE

Torres Gran Coronas, Spain '12 35,000
블랙베리, 자두, 삼나무, 바닐라

Fontodi Chianti Classico, Italia '13 68,000
건자두, 건포도, 허브, 은은한 오크향

Marqués de Murrieta Reserva, Spain '12 81,000
살구, 블랙체리, 감초, 계피

Avignonesi Vino Nobile di Montepulciano, Italia ‘13 97,000
블랙커런트, 삼나무, 향신료, 체리

Domaine Jayer Gilles Bourgogne Hautes Cotes de Nuits Rouge, France ‘14
장미꽃, 라즈베리, 견과류, 체리, 허브

Two Hands Bella's Garden Shiraz, Australia ‘13 116,000
바닐라, 민트, 블랙베리, 에스프레소, 다크 초콜릿

Conti Costanti Brunello di Montalcino, Italia ‘09 126,000
감초, 가죽, 담배, 블랙베리, 삼나무, 바닐라, 깊은 여운

House Red 8,000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