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plates

soup & salads
데일리 수프 daily soup
닭 육수(국내산)

9,-

초리조 타코 chorizo taco
초리조(돼지고기 국내산, 스페인산), 피코데가요,
아보카도퓨레, 고수, 라임

17,-

트러플 감자튀김 truffle fries
감자튀김, 트러플 아이올리, 트러플 오일

15,-

토르티야 수프 tortilla soup
치킨(닭고기 국내산), 파프리카, 토마토,
아보카도, 타코시즈닝, 토르티야, 고수, 사워 크림

15,-

어소티드 머쉬룸 assorted mushrooms
잎새버섯, 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 수비드 계란,
표고버섯, 트러플 오일, 하몽(돼지고기 스페인산)

18,-

스파이스 치킨윙 nashville chicken wings
치킨(닭고기 국내산), 네슈빌 핫소스, 샐러리,
렌치소스

18,-

시저 샐러드 caesar salad
로메인, 닭가슴살(국내산), 시저 드레싱,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토마토, 크루통

20,-

문어 & 감자 octopus & potato
문어, 감자, 케이퍼, 초리조(돼지고기 스페인산),
파프리카, 훈제 파프리카 오일

18,-

26,-

콥 샐러드 cobb salad
양상추, 고르곤졸라 드레싱, 닭가슴살(국내산),
베이컨(돼지고기 미국산), 아보카도, 계란, 토마토,
적양파, 블랙 올리브, 체다

20,-

핀쵸6종 assorted pinchos
화이트 엔쵸비, 문어, 소꼬리(호주산),
홍합, 푸아그라(오리 프랑스산), 아티쵸크

18,-

치오피노 cioppino
한치, 제철생선, 가리비, 절단꽃게(바레인산),
바지락, 새우, 까넬리니빈, 레몬, 토마토비스큐소스
(암꽃게 국내산)

슈퍼푸드 샐러드 superfood salad
퀴노아, 비트, 리코타, 밤, 피칸, 아보카도,
케일, 청겨자, 심플디종비네그렛

브레드 바스켓 bread basket
사워도우, 바게트

8,-

22,-

large plates

pastas & sandwiches
베이컨 크림 뇨끼 bacon cream gnocchi
감자 뇨끼, 닭 육수(국내산), 생크림, 베이컨
(돼지고기 미국산),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21,-

해산물 빠에야 seafood paella
샤프란라이스(쌀 국내산, 암꽃게 국내산), 새우,
홍합, 한치, 초리조(돼지고기 국내산), 완두콩

26,-

닭 chicken
레바논식 그릴드 치킨(닭고기 국내산),
타불리 샐러드, 라임

32,-

오징어 먹물 탈리올리니 squid ink tagliolini
생면 먹물 탈리올리니, 홍합살, 한치, 케이퍼,
레몬 오일, 브레드 크럼블

22,-

18,-

오리 duck
오리가슴살(오리 국내산), 당근 사과퓨레,
양배추, 덕쥬(오리뼈 국내산)

35,-

미트 라자냐 meat lasagna
생면 라자냐, 미트소스(소고기 호주산),
육수(닭뼈 국내산), 베샤멜소스, 그뤼에르, 에멘탈,
와일드루꼴라

24,-

마이클 시그니쳐 버거 michael's signature burger
버거번, 소고기 패티(소고기 호주산),
베이컨(돼지고기 미국산), 체다, 양파, 토마토,
아보카도, 메가크런치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monte cristo sandwich
식빵, 잠봉(돼지고기 국내산), 화이트 체다,
블루베리잼, 포테이토 샐러드

20,-

돼지 pork
뼈등심(돼지고기 스페인산), 칠리가스트릭,
브로콜리니

39,-

랍스터 샌드위치 lobster sandwich
반미 바게트, 랍스터 살, 샐러리악 레물라드,
레몬 마요네즈, 메가크런치

26,-

존도리 john dory
존도리, 버섯퓨레, 갈릭폼, 부추, 표고버섯,
후레쉬 트러플

45,-

소 beef
채끝(소고기 미국산), 버번소스(우사골 호주산),
라클렛 베이크드 포테이토

58,-

트러플 스파게티 truffle spaghetti
생면 스파게티, 트러플 베이스, 버섯 소테,
육수(닭뼈 국내산)

26,-

desserts
바나나 푸딩 banana pudding
바나나, 캐러멜소스, 사브레 쿠키
피칸 파이 pecan pie
파이 시트, 커스타드, 피칸

8,-

라바 케이크 lava cake
과나하 케이크, 바닐라 아이스크림

11,-

아이스크림 ice cream
바닐라 아이스크림

11,-

키라임 파이 key lime pie
파이 크러스트, 라임, 연유, 생크림

11,-

바나나 코코넛 케이크 banana coconut cake
바나나 제누아즈, 코코넛 크림, 바나나잼,
코코넛 슬라이스

난류(가금류), 우유, 땅콩 및 호두(견과류), 대두, 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토마토, 복숭아, 메밀, 아황산류(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및 식이 관련 요청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문 시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ggs and/or poultry, milk, peanuts, walnuts and other nuts, soybeans, wheat, pork, chicken, beef, mackerel, crab, shrimp, squid, shellfish(including oysters, abalone, and mussels), tomatoes,
peach, buckwheat, and sulfurous acid may cause allergic reactions. If you have any allergies or specific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staff when placing your order.

* 상기 메뉴는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 Prices marked above are inclusive of VAT.

5,-

11,-

beverage

coffee

fresh juices

tea

아메리카노

4,-

오렌지 주스

9,-

safe

5,-

카페 라떼

5,-

자몽 주스

9,-

sweet

5,-

카푸치노

5,-

토마토 주스

9,-

active

5,-

바닐라 라떼

5,-

캐러멜 마키아토

5,-

카페 모카

6,-

americano
cafe latte

cappuccino
vanilla latte

caramel macchiato
cafe mocha

페리에

3,-

아쿠아 파나

5,-

산 펠레그리노

5,-

네이키드 워터(스파클링/스틸)

5,-

acqua panna

san pellegrino

nakd water(sparkling/still)

glass wine

Sparkling
White
Red

bottle wine

Sparkling

White

Red

grapefruit juice
tomato juice

애플, 히비스커스, 오렌지필, 로즈힙, 시나몬
캐모마일, 레몬밤, 로즈플라워, 쟈스민, 히비스커스

beer

레몬에이드

7,-

오렌지에이드

7,-

자몽에이드

7,-

lemonade

grapefruitade

soft drinks
3,-

제로 콜라

3,-

스프라이트

3,-

coke

zero coke

Spain
Italy
France
USA
France
USA
USA
Spain
Italy
France

New Zealand
Italy
Austria
France

USA

Rhone
Napa Valley

Sonoma County

Australia
Argentina
Italy

6,-

사무엘 아담스 (lager, 4.9%)

9,-

코나 빅 웨이브 (golden ale, 4.4%)

9,-

해비치 위트비어 (wheat, 5.5%)

9,-

기네스 (stout, 4.2%)

9,-

terra

samuel adams
kona big wave

guinness draft beer

wine

Penedes
Veneto
Loire
California
Cahors
California
California
Penedes
Veneto
Bourgogne
Champagne
Rhone
California
Napa Valley
Sonoma County
Marlborough
Piemonte
Kremstal
Bourgogne

France
USA

테라 (lager, 4.6%)

haevichi wheat draft beer

콜라

sprite

Chile

페퍼민트, 루이보스, 쟈스민

fresh ade

orangeade

water
perrier

orange juice

McLaren Vale
San Juan
Toscana
Piemonte

Central Valley

Lux, Platinum Brut N/V
Tussock Jumper, Pinot Grigio
Domaine Laporte, ‘Le Bouquet’ Sauvignon Blanc
Michael Mondavi, Spellbound Chardonnay
Marcel, Malbec
The Atom, Cabernet Sauvignon
Michael Mondavi, Spellbound Merlot
Lux, Platinum Brut N/V
Tussock Jumper, ‘Fox’ Prosecco NV
Domaine Piron, Cremant de Bourgogne
Champagne Drappier, Carte d’Or Brut
Boutinot, ‘La Fleur Solitaire’ Cotes du Rhone Blanc
Farmer’s Table, Chardonnay
Bread & Butter, Napa Chardonnay
Walter Hansel, ‘Cahill Lane’ Chardonnay
Soho, ‘Peggy’ Sauvignon Blanc
Pio Cesare, Gavi
Salomon Undhof, Reid Kogl Riesling
Mancey, Bourgogne Pinot Noir
Dominique Laurent, Gevrey Chambertin V.V.
Domaine de la Janasse, Cotes du Rhone
Bread & Butter, Napa Cabernet Sauvignon
Bread & Butter, Napa Pinot Noir
Textbook, Napa Merlot
Napa Highlands, Cabernet Sauvignon
Head High, Pinot Noir
Walter Hansel, ‘Cahill Lane’ Pinot Noir
Mollydooker, The Boxer
Tussock Jumper, Cow Malbec
Rocca di Montegrossi, Chianti Classico
Pio Cesare, Barolo
Silver Ghost, Single Vineyard Cabernet Sauvignon

* 상기 메뉴는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 Prices marked above are inclusive of VAT.

9,9,-

11,-

13,9,9,-

13,60,80,80,-

120,60,70,88,-

160,65,70,90,60,-

180,60,88,90,-

120,140,88,-

170,88,50,88,-

16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