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Bread

13,000

우리밀로 만든 홈메이드 브레드
스모크 발사믹,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PIRA CHARCOAL OVEN

EXECUTIVE SET LUNCH

레드와인 소스, 그린 페퍼콘 소스 중 선택 가능 합니다.

52,000
우리밀로 만든 홈메이드 브레드

FROM KOREA

APPETIZERS
안다즈 시저 샐러드 (베이컨:미국산)

14,000

페코리노 치즈, 베이컨 칩, 여수산 훈연 멸치 마요네즈 소스

국내산 “한우” 안심 1++ 스테이크 (150g)
국내산 “한우” 채끝 등심 1+ 스테이크 (200g)

추가 선택 : 구운 닭가슴살 (국내산-닭고기) 혹은 훈제 연어 +6,000

스모크 발사믹,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70,000
85,000

홈메이드 게살 케이크
아보카도 레물라드 소스, 완두콩순
또는

21,000

제철 토마토 부라타 샐러드

FROM

토마토, 바질 페스토, 적양파 피클, 루꼴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오븐에 구운 조각보 양파 수프
치즈 갈릭 토스트

26,000

홈메이드 게살 케이크

AUSTRALIA

아보카도 레물라드, 완두콩순

그레인 페드 안심 스테이크 (쇠고기:호주산) (150g)

52,000

또는

와규 치맛살 스테이크 (쇠고기:호주산) (200g)

56,000

안다즈 시저 샐러드 (베이컨:미국산)

SOUP
16,000

조각보 양파 수프

PASTA
쇠고기 라구 리가토니 (쇠고기:호주산)

26,000

3가지 사이드 선택

22,000

구운 버섯

14,000

갈릭 버터 감자 튀김

24,000

구운 야채 (돼지고기:국내산)
홈메이드 판체타, 제철 야채, 브라운버터, 레몬

27,000

“완도산 ASC 전복”, 오징어, 새우, 적양파, 레몬, 파슬리
멜젓 링귀니 (돼지고기:국내산)
“제주산 꽃멸치젓”, 대패 삼겹살, 적양파, 고추, 루꼴라

또는

치맛살 스테이크와 감자튀김 (쇠고기:호주산) 140g
그린 페퍼콘 소스
또는

16,000

레몬 아이올리, 파슬리

홈메이드 판체타, 대패 삼겹살, 고추
해산물 링귀니 (오징어:국내산)

“ASC 완도산 전복”, 오징어, 새우, 적양파, 레몬, 파슬리

갈릭버터, 파슬리

버섯, 파마산 치즈, 파슬리
쌈장 크림 트리폴리네 (돼지고기:국내산)

해산물 링귀니 (오징어:국내산)

SIDES

치즈 갈릭 토스트

여수산 훈연 멸치, 마요네즈 소스
페코리노 치즈, 베이컨 칩, 훈제 연어

오븐에 구운 “BAP” 바라문디
버섯, 아스파라거스, 달래 크림 소스

10,000

또는

와규 치맛살 스테이크 (쇠고기:호주산)

Vegetarian

또는

Sustainable Seafood

22,000

*ASC 지속 가능한 형태로 조업한 자연산 수산물 인증
*BAP 친환경양식인증제도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양식 방식으로
양식된 수산물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 증서

+15,000

그레인 페드 안심 스테이크 (쇠고기:호주산) +10,000

안다즈 치즈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