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 LUNCH

SMALL PLATES
10,0

가든샐러드 “영준 목장” 리코타 치즈
양상추, 방울 토마토, 오이, 레디쉬

+8,0

10,0

오븐에 구운 마늘 치즈 브레드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그뤼에르 치즈, 토마토 소스, 파슬리

관자 세비체 레몬 드레싱, 연어 알, 샐러리
새우 망고 샐러드 당근, 오이, 적양파, 땅콩, 바삭한 양파
쇠고기 타르타르 [쇠고기:국내산 한우]

18,0
22,0

돼지고기 차슈 덮밥
[돼지고기:국내산]

19,0

해선장, 청경채

고추 피클, 메추리알, 바삭한 다시마 칩

된장 양념한 안창살 구이 덮밥
[쇠고기:미국산]

소프트 쉘 크랩 튀김과 감자 튀김 스위트 칠리 마요네즈

19,0

간장소스, 양파, 피클

참숯 그릴에 구운 브로콜리 샐러드

25,0

안다즈 버거 [쇠고기:호주산]

앵거스 안심 [쇠고기:호주산]

30,0

35,0

180g 65,0

16,0

안다즈 BLT 파니니
[삼겹살:국내산], [베이컨:미국산]

사천식 양갈비 [양고기:호주산]

29,0

삼겹살 트리폴리니 파스타
[돼지고기:국내산]

35,0

SOUP

18,0

쌈장 마늘 크림 소스

조개 찜

34,0

토스트 브레드, 아이올리, 라임, 고수

22,0

오븐에 구운 양파 수프

15,0

막걸리 다시 육수[다랑어:일본산] 또는 커리 중 선택

마늘 치즈 브레드

콜리플라워 잡곡 볼

애호박, 옥수수, 시금치 , 부추 페스토
판체타 햄 [돼지고기:이탈리아산]

21,0

트러플 간장 드레싱, 귀리, 보리, 렌틸콩
퀴노아, 잣, 버섯, 피클

볶은 버섯

15,0

10,0

간장 소스

트러플 감자 튀김

15,0

파마산 치즈, 아이올리

아시안 슬로우
양배추, 배, 사과, 꿀, 고추장 드레싱

Sustainable Seafood

원산지는 메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모든 메뉴 가격은 원화이며 1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초리조, 청양고추, 레몬, 치아바타 브레드
[돼지고기:스페인,미국,덴마크 섞음]

30,0

토마토 소스, 감자, 케이퍼, 올리브, 파슬리

SIDE

18,0

28,0

갈릭버터 새우

바라문디 구이

볶은 야채

각종 알러지나 특별한 식이요법이 있으시다면 직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00g 55,0

FROM THE SEA

할루미 치즈, 체다 치즈, 감자 튀김, 아이올리

Vegetarian

채끝 등심 [쇠고기:국내산 한우]
240g 85,0

삼겹살,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
쌈장 마요네즈, 구운 마늘

스파게티, 잣, 호두, 영준목장 리코타 치즈, 마늘

“영준 목장” 치즈 샌드위치

소스 선택 가능
페퍼콘 소스, “잭다니엘” 바베큐 소스
레드와인 소스, 치미추리 소스

쇠고기 패티, 체다 치즈, 오이 나물
고추장 마요네즈

큐민 요거트 드레싱, 아몬드 후레이크, 아보카도, 퀴노아

깻잎 페스토 파스타

56,0

그레몰라타, 파파르델레 파스타

참나물, 양파, 양상추, 참기름

장어 덮밥 [장어:중국산]

VEGETARIAN

브레이징 한 송아지 오소부코 [쇠고기:호주산]

26,0

버섯 나물, 연어알, 쪽파
다시육수 [다랑어:일본산]

PIRA OVEN
GRILLED

구운 마늘, 바베큐 소스

모든 덮밥에는 반숙 달걀이 서비스 됩니다
국내산 쌀밥 혹은 잡곡밥 중 선택 [쌀:국내산]

연어 덮밥

42,0

“잭다니엘”바베큐 폭립 [돼지고기:국내산]

ANDAZ RICE BOWL

토핑 추가
그릴에 구운 닭가슴살 또는 훈제 연어 [닭고기:국내산]

FROM THE LAND

8,0

DESSERT
복숭아 살구 치즈케이크

14,0

치즈 무스, 넛 크럼블

참외 타틴

다쿠아즈 시트, 누가, 버터크림
매실청, 캔디드 믹스 넛

12,0

코코넛 밀크, 망고, 머랭

12,0

Good for Sharing
애플 망고 빙수

참외 칩, 캐러멜 소스
바닐라 아이스크림, 퍼프 페스트리

매실 누가

코코넛 망고 판나코타

45,0

망고 젤리, 연유, 망고 콤포트, 팥

15,0

초콜릿 머드 케이크

16,0

바닐라 아이스크림
신선함 유지를 위해 주문 즉시 조리하기 때문에 20분 정도 소요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