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ELAIO
78.

Peperonata, Prosciutto Crudo di Parma e mozzarella di bufala
Piedmont bell pepper compote, Italian parma ham, and buffalo mozzarella from Compania
피에몬테 파프리카 콤포트, 이탈리안 파르마 햄, 깜빠니아 버팔로 모짜렐라 치즈(돼지고기:이태리산)

***

Zuppa del giorno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

Trecce Napoletane “Gentile” all’ Amatriciana
Trecce pasta “Gentile” from napoli, onion, bacon, tomato sauce, parmesan cheese
나폴리 “젠티레” 트레체 파스타(베이컨:미국산), 아마트리치아나 소스

OR

Filetto di Manzo alla Griglia, Spinaci e Funghi Saltati
Australian grilled beef tenderloin, fresh spinach and sautéed various mushroom
신선한 시금치와 버섯볶음, 그릴 안심 스테이크(쇠고기:호주산)

***

Frutta fresca, gelato alla vaniglia
Fresh fruit with vanilla ice cream
계절 과일과 바닐라 아이스크림

***

Caffe’ o Te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Food allergies, food intolerance and religious interest.
We welcome enquiries from customers who wish to know whether any meals contain particular ingredients.
음식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및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service charge and 10% tax.
상기 가격은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ELLA VITA
98.
Spaghettino Freddo d’ Abruzzo “Giuseppe Cocco”, Rapa Rossa, Tartare di Capesante e Uova di Salmone
Cold spaghettini “Giuseppe Cocco” from Italy, cooked in a beetroot juice, with scallop tartare and salmon roe
차가운 “주세페 코코” 파스타, 관자 타르타르, 연어 알

***

Zuppa del giorno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

Rigatoni “Rustichella” alla carbonara
Rigatoni pasta “Rustichella”, bacon, eggs, parmesan cheese
90년 전통의 아티장 “루스티켈레” 디 아브르조 리가토니 파스타, 카르보나라 소스(베이컨:미국산)

***

Pesce del Giorno al Forno, Peperonata e Crema all’Aglio Dolce
Oven baked catch of the day, piedmont bell pepper compote, garlic cream
오늘의 추천 생선 피에몬테 스타일의 파프리카 콤포트, 마늘 크림

OR

Filetto di Manzo alla Griglia, Spinaci e Funghi Saltati
Australian grilled beef tenderloin, fresh spinach and sautéed various mushroom
신선한 시금치와 버섯볶음, 그릴 안심 스테이크(쇠고기:호주산)

***

Frutta fresca, gelato alla vaniglia
Fresh fruit with vanilla ice cream
계절 과일과 바닐라 아이스크림

***

Caffe’ o Te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Food allergies, food intolerance and religious interest.
We welcome enquiries from customers who wish to know whether any meals contain particular ingredients.
음식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및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service charge and 10% tax.
상기 가격은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