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크하우스 세트 메뉴
138,000 / 인

CHOICE OF STARTER
부라타 치즈와 토마토 샐러드
적 양파, 무, 미주나, 바질 페스토, 레몬 제스트
한우 1+ 카르파쵸
아루굴라, 트러플, 파르메산 치즈, 메추리알 노른자 (소고기: 국내산)
버건디 달팽이 그라탕
마늘 & 타라곤 버터, 브리오슈 빵가루
참치 타르타르
아보카도, 시트러스, 펜넬, 차이브, 마이크로 그린, 엔다이브, 참깨 라보쉬 (참치: 원양산)
코테키노
이태리산 햄, 무화과 글레이즈, 렌틸콩 라구, 프리제, 발사믹 리덕션, 사과 슬로 (돼지고기: 이태리산)
구운 관자
컬리플라워 쿠스쿠스, 로메스코, 레몬 피스타치오 퓨레, 캐비아, 베이컨 & 토마토 살사 (베이컨: 미국산)
옥수수 차우더
매콤한 베이컨 & 새우 살사 (베이컨: 미국산)

CHOICE OF MAIN COURSE FROM PIRA OVEN
국내산 한우 안심 160g
미국산 농무성 프라임 앵거스 채끝등심 220g
호주산 양갈비 270g
호주산 와규 본갈비살 스테이크 220g
노르웨이산 연어 스테이크 200g

SELECTION OF 1 SIDE DISH
그린 아스파라거스

감자 튀김

맥 & 치즈

크림 시금치

버섯 구이

제철 야채 볶음

컬리플라워 스테이크

매시 감자

감자 로마노프

트러플 리조또 (쌀 : 국내산)

CHOICE OF DESSERT
딸기 로마노프 아이스크림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아이스크림, 샹티이 크림, 그랑 마니에, 피스타치오
피나 콜라다 아이스크림
코코넛 아이스크림, 파인애플 샤벳, 코코넛, 말리부 파인애플
초콜릿 아이스크림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샹티이 크림, 땅콩, 초콜릿 소스
애플 파이
초콜릿 소스,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콜릿 머드 케이크
샹티이 크림, 제철 베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소믈리에 추천 I 와인 바이 더 글라스 페어링
페어링 와인 2 잔

40,000

    페어링 와인 3 잔

55,000

   페어링 와인 4 잔     70,000

모엣 & 샹동 브륏 샴페인 한 잔을 더해 페어링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해 보세요.
모든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000 추가

오늘의 빵과 여러가지 딥		
12,000
아티쵸크 & 마늘, 선드라이 토마토 페스토, 훈연 소금 버터

STARTERS
새우 칵테일		
28,000
토마토 가스파쵸 소스, 양상추, 라임
한우 1+ 카르파쵸		
35,000
아루굴라, 트러플, 파르메산 치즈, 메추리알 노른자 (소고기: 국내산)
구운 조개찜		
28,000
방울 토마토, 케이퍼 베리, 파슬리, 마늘 크럼블, 머스타드 씨
참치 타르타르		
28,000
아보카도, 시트러스, 펜넬, 차이브, 마이크로 그린, 엔다이브, 참깨 라보쉬 (참치: 원양산)

28,000

코테키노
이태리산 햄, 무화과 글레이즈, 렌틸콩 라구, 프리제, 발사믹 리덕션, 사과 슬로 (돼지고기: 이태리산)

구운 관자		
26,000
컬리플라워 쿠스쿠스, 로메스코, 레몬 피스타치오 퓨레, 캐비아, 베이컨 & 토마토 살사 (베이컨: 미국산)
버건디 달팽이 그라탕		
28,000
마늘 & 타라곤 버터, 브리오슈 빵가루
크랩 케이크		
28,000
아보카도 살사, 아마란스, 갑각류 소스 (게살: 인도네시아산)

SALADS
시저 샐러드		
25,000
로메인, 베이컨, 크루통, 파르메산 치즈, 마늘 & 앤쵸비 드레싱 (베이컨: 미국산)
부라타 치즈와 토마토 샐러드		 26,000
적 양파, 무, 미주나, 바질 페스토, 레몬 제스트
치킨 샐러드		
28,000
시금치, 토마토, 아보카도, 구운 피칸, 적 양파, 퀴노아, 샴페인 드레싱 (닭고기: 국내산)  
바닷가재 클럽 샐러드		
38,000
상추, 아보카도, 토마토, 삶은 계란, 오이, 베이글, 렌치 드레싱

SOUPS
프렌치 어니언 수프		
20,000
비프 콘소메, 그뤼예르 크루통 (소고기 육수: 뉴질랜드산)

20,000

옥수수 차우더
매콤한 베이컨 & 새우 살사 (베이컨: 미국산)

부야베스		
25,000
왕새우, 홍합, 조개, 메로, 딜, 레몬 오일

SEAFOOD PLATTER
콜드 해산물
메인 바닷가재, 킹크랩 다리, 왕새우, 조개, 세가지 소스

2인분 148,000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 견과류 (땅콩, 호두과 잣이 포함됨) 글루텐 (곡물, 콩류와 메밀), 고등어, 오징어,
갑각류 (굴, 전복, 홍합, 게와 새우), 복숭아, 토마토와 아황산염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THE “PIRA” CHARCOAL OVEN
바르셀로나에서 수입된 피라 오븐은 숯과 작은 나무 조각을 사용하여 바비큐와 오븐의 완벽한 조합으로
정통 그릴 향과 바비큐 향이 더해져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내산 한우
안심 1+			
				
채끝등심 1+
호주산 와규 소고기
본갈비살 스테이크

			

미국산 농무성 프라임 앵거스 소고기
안심			
꽃등심
		
			
채끝등심
		
엘본 스테이크 (2인분)

220g | 8oz
250g | 9oz

88,000
85,000

220g | 8oz

58,000

220g | 8oz
250g | 9oz
250g | 9oz
600g | 21oz

64,000
72,000
68,000
110,000

쉐어링 스테이크: 사이드 3가지 선택

3 – 4 인분

298,000

미국산 프라임 티본 스테이크, 45일 드라이 에이징

Approx. 1.4 kg | 50oz
또는
미국 농무성 “그레이터 오마하” 소고기 토마호크

Approx. 1.2 Kg | 42oz

ADD TO CUTS
검정 송로버섯
프랑스산 푸아그라

3g 당

9,000
18,000

왕새우 (한마리)		
12,000
메인 바닷가재 반마리		
38,000

MORE THAN STEAKS
호주산 양갈비		
마늘 콩피, 로즈마리

270g | 10oz

58,000

노르웨이산 연어 스테이크
구운 레몬, 토마토

200g | 7oz

46,000

제주 흑돼지 		
씨겨자, 사과 슬로

270g | 10oz

48,000

		

78,000

메인 바닷가재 한마리
선택: 구이 또는 테르미도르

SIDES
그린 아스파라거스
12,000
			

감자 튀김		
12,000

맥 & 치즈		

크림 시금치

버섯 구이		
컬리플라워 스테이크		
감자 로마노프		

제철 야채 볶음
매시 감자
트러플 리조또 (쌀: 국내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 견과류 (땅콩, 호두과 잣이 포함됨) 글루텐 (곡물, 콩류와 메밀), 고등어, 오징어,
갑각류 (굴, 전복, 홍합, 게와 새우), 복숭아, 토마토와 아황산염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DESSERTS
선데 아이스크림

22,000

딸기 로마노프 아이스크림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아이스크림, 샹티이 크림, 그랑 마니에, 피스타치오
피나 콜라다 아이스크림
코코넛 아이스크림, 파인애플 샤벳, 코코넛 슬라이스, 말리부 파인애플
초콜릿 아이스크림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샹티이 크림, 땅콩, 초콜릿 소스

애플 파이
초콜릿 소스, 바닐라 아이스크림

18,000

초콜릿 머드 케이크
샹티이 크림, 제철 베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18,000

치즈 셀렉션 (4가지 오늘의 치즈)                                                                                                        48,000
포도, 송로버섯 꿀, 크래커, 구운 사워도우 브레드 함께 제공

TO SHARE
딸기 크림 치즈 케이크 
휩 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25,000

따뜻한 다크 초콜릿 퐁당 
샹티이 크림, 바나나 카라멜, 바닐라 아이스크림

25,000

베이크드 알라스카 28,000
피스타치오 아이스 크림, 라스베리 아이스 크림, 헤이즐넛 스폰지 케이크, 머랭, 그라파 플람베
디저트 샘플러37,000
각종 시그니처 디저트

DIGESTIFS
GRAPPA, TRADIZIONALA NONIO

12,000

LE PERE JULES CALVADOS PAYS D’AUGE 10Y						

22,000

GRAHAM’S 30Y, TAWNY PORT 							

29,000

NOVAL 10Y, TAWNY PORT 							

12,000

HENNESSY XO 							

29,000

REMY MARTIN VSOP 						

12,000

FERNET BRANCA 					

12,000

CHARTREUSE							

12,000

LIMONCELLO 							

12,000

모든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