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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LO

CARRO MATTO

Asparagus and mortadella puff pastry bundles with provolone cheese sauce

Duo of salmon butt with agaric mushroom and truffle salad

Chestnut velvet with chorizo and seafood fritto

Smooth and creamy polenta, pan seared octopus and scallop

퍼프 페스트리로 감싼 아스파라거스, 모타델라(돼지고기:국내산, 소고기:호주산), 프로볼로네 치즈 소스

훈제와 마리네이드 연어 부트, 느타리, 트러플 샐러드

밤 벨벳, 초리조(돼지고기:스페인산), 해산물 프리토

부드러운 폴렌타, 구운 문어, 관자

Snow crab meat risotto with burrata cheese

Sepia spaghetti aglio nero olio

대게살 리조토, 부라타 치즈

세피아 스파게티 알리오 네로 올리오 갑오징어

Lemon sorbet

Lemon sorbet

Roasted lamb chops scottadito with semi dried fruits chutney and classic Italian gremolata

Grilled U.S. beef striploin with sweet potato, pumpkin layer and balsamic sauce

or

or

Chilean seabass alla mediterranean

Cacciucco alla Livornese

or

or

Grilled Korean Hanwoo beef ++ tenderloin (Extra charge 40.)

Grilled Korean Hanwoo beef ++ tenderloin (Extra charge 40.)

or

or

From the fisherman to your table (Extra charge 40.) *Minimum 2 persons

From the fisherman to your table (Extra charge 40.) *Minimum 2 persons

Blood orange mousse with fig pound cake

Torta del paradiso

Illy coffee or tea

Illy coffee or tea

레몬 소르베

레몬 소르베

양갈비 스코타디토(양고기:호주산), 건과일 처트니, 그레몰라타 소스

소고기 채끝 등심 구이(소고기:미국산), 고구마, 단호박 레이어, 발사믹 소스

메로 구이, 지중해 채소

토스카나 해산물 스튜 “카추코”

그릴 한우 ++ 안심 구이(소고기:국내산) (추가금액 40.)

그릴 한우 ++ 안심 구이(소고기:국내산) (추가금액 40.)

5가지 신선한 해산물 하모니와 엔쵸비 소스 (추가금액 40.) *2인 이상 주문 가능

5가지 신선한 해산물 하모니와 엔쵸비 소스 (추가금액 40.) *2인 이상 주문 가능

블러드 오렌지 무스, 무화과 파운드 케이크

천국의 케이크

일리 커피 또는 차

일리 커피 또는 차

130.

180.
(소고기 육수:호주산, 닭고기 육수:국내산)
코스 메뉴 주문 시 토스카나 지역 와인에 한하여 15% 할인을 적용해 드립니다.

Food allergies, food intolerance and religious interest. We welcome enquiries from customers who wish to know whether any meals contain particular ingredients. All prices are inclusive of 10% service charge and 10% tax.
음식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및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은 10%의 봉사료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