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ERS

mçí~íç=fÅÉ=`êÉ~ãI=sáÅÜóëëçáëÉI=iÉãçå=`çåÑáíI=j~ëÜÉÇ=mçí~íçI=tÜáíÉ=_~äë~ãáÅ=oÉÇìÅíáçå
_ìÑÑ~äç=jçòò~êÉää~I=wìÅÅÜáåáI=_Éää=mÉééÉêI=eçåÉó=jìëÜêççãI=U=vÉ~êë=_~äë~ãáÅ=sáåÉÖ~ê
dêáääÉÇ=`~ä~ã~êáI=_ê~åÇ~ÇÉ=mìêÉÉI=mÉéÉêçåÅáåçI=p~äãçêáÖäáç=p~ìÅÉ
`~Éë~ê=p~ä~ÇI=p~äíÉÇ=pÜêáãéëI=`êáëéó=fãéçêí=_~ÅçåI=`êçºíçåëI=m~êãÉë~å=`ÜÉÉëÉ=
`çäÇ=qçã~íç=pçìéI=qçã~íç=gÉääóI=_~ëáä
`çêå=`ÜáääÉÇ=pçìéI=`çêå=fÅÉ=`êÉ~ãI=`ä~ëëáÅ=mçéJÅçêå

MAIN COURSE
^ää=ãÉ~í=~åÇ=ÑáëÜ=ã~áå=ÇáëÜÉë=ïáää=ÄÉ=ëÉêîÉÇ=ïáíÜ=ÑêÉëÜ=îÉÖÉí~ÄäÉë=Ñêçã=íÜÉ=ã~êâÉí
hçêÉ~å=e~åïçç=páêäçáå
^ìëíê~äá~å=t~Öóì=cä~åâ=
hçêÉ~å=_~Äó=`ÜáÅâÉå
_~âÉÇ=kçêïÉÖá~å=p~äãçå
oç~ëíÉÇ=dê~ó=jìääÉí
q~Öäá~íÉääÉI=pÅ~ääçéI=mê~ïåI=pèìáÇI=`ä~ãI=jìëëÉäI=tÜáíÉ=táåÉI=mÉéÉêçåÅáåç
mÉååÉI=cêÉëÜ=qçã~íçI=_~ëáäI=m~êãÉë~å=`ÜÉÉëÉ

prjjbo=abifdeq=fk=`fkbj^

prjjbo=abifdeq=fk=`fkbj^

STARTERS

감자 아이스크림, 비시수아즈, 레몬 콩피, 으깬 감자, 화이트 발사믹 레덕션
버팔로 모짜렐라 치즈, 돼지 호박, 파프리카, 새송이 버섯, 8년산 발사믹 식초
그릴 한치, 브랑다드, 페페론치노, 살모릴리오 소스
시저 샐러드, 새우젓, 바삭한 수입산 베이컨, 크루통, 파마산 치즈
차가운 토마토 스프, 토마토 젤리, 바질
차가운 옥수수 스프, 옥수수 아이스크림, 클래식 팝콘

MAIN COURSE
모든 메인 요리는 신선한 제철 야채와 함께 제공 해 드립니다
국내산 한우 채끝
호주산 와규 플랭크
국내산 영계 구이
노르웨이 연어구이
숭어 구이
딸리아뗄레, 관자, 새우, 오징어, 바지락, 홍합, 화이트 와인, 페페론치노
펜네, 토마토, 바질, 파마산 치즈

DESSERT

DESSERT

?m~åå~=`çíí~?I=o~ëéÄÉêêó=pÜÉêÄÉíI=j~êáå~íÉÇ=t~íÉêãÉäçåI=`ä~ëëáÅ=`êìãÄäÉ
j~êáå~íÉÇ=mÉ~ÅÜI=`Ü~ãé~ÖåÉ=p~Ä~óçåÉI=mÉ~ÅÜ=`çåëçã¨
qáê~ãáJëìI=kçìÖ~íáåÉI=s~åáää~=fÅÉ=`êÉ~ã

"파나코타", 산딸기 샤벳, 마리네이드 수박, 클래식 크럼블
마리네이드 복숭아, 샴페인 사바욘, 복숭아 콘소메
티라미수, 누가틴, 바닐라 아이스크림

`çÑÑÉÉ=çê=qÉ~

Coffee çê Tea

pÉäÉÅí=óçìê=Ñ~îçêáíÉ=ÇáëÜ=Ñêçã=íÜÉ=ãÉåì=Ñçê=óçìê=ÅìëíçãáòÉÇ=ëÉí=äìåÅÜ

상기 메뉴 중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여 점심 세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Courses

38,000

2 Courses

38,000

3 Courses

46,000

3 Courses

46,000

====çÑÑÉêë=äçÅ~ä=êáÅÉ=~åÇ=^ìëíê~äá~å=ÄÉÉÑ=ÄçåÉK
NMB=q^u=ïáää=ÄÉ=~ÇÇÉÇ

씨네드쉐프에서는 국내산 쌀과 호주산 사골을 사용합니다.
상기 가격에는 10%의 세금이 가산됩니다.

SIGNATURE SET

72,000

^ãìëÉ=_çìÅÜÉ

아뮤즈 부쉬

?jçòò~êÉää~=áå=`~êêçòò~?=pçÑí=mÉêëáããçå=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까로짜", 홍시

`ÜáîÉI=aêáÉÇ=mÉêëáããçåI=jáÅêç=iÉ~îÉë=

차이브, 곶감, 마이크로 샐러드

çê=

또는

mçí~íç=fÅÉ=`êÉ~ãI=sáÅÜóëëçáëÉI=iÉãçå=`çåÑáí

감자 아이스크림, 비시수아즈, 레몬 콩피

j~ëÜÉÇ=mçí~íçI=tÜáíÉ=_~äë~ãáÅ=oÉÇìÅíáçå

으깬 감자, 화이트 발사믹 레덕션

`~ìäáÑäçïÉê=pçìéI=`~ê~ãÉäáòÉÇ=låáçå=C=^ééäÉ

컬리 플라워 수프, 카라멜 양파 & 사과

pÜêáãéI=`ìêêó=mçïÇÉê

새우, 커리 파우더

qçã~íç=pÜÉêÄÉíI=d~êäáÅ=qìáäÉ

토마토 샤벳, 마늘 튜일

_~äë~ãáÅ=oÉÇìÅíáçå

농축 발사믹

^ìëíê~äá~å=_ä~Åâ=^åÖìë=oáÄÉóÉ=

호주산 블랙 앵거스 꽃등심

^ëëçêíÉÇ=dêáääÉÇ=sÉÖÉí~ÄäÉëI=oÉÇ=ïáåÉ=p~ìÅÉ

여러가지 그릴 야채, 레드와인 소스

çê

또는

kçêïÉÖá~å=p~äãçåI=iÉåíáä=o~Öçìí

노르웨이 살몬, 렌틸 라구

qçã~íç=p~äë~I=`ÜÉêîáä=

토마토 살사, 쳐빌

^ëëçêíÉÇ=_Éêêó=jáääÉJcÉìáääÉ

여러가지 베리 밀푀유

_äìÉ=_Éêêó=^åÖä~áëÉI=t~ë~Äá=fÅÉ=`êÉ~ã

블루베리 앙글레즈, 와사비 아이스크림

?iÉ=mÉíáí=cçìê?

"쁘디 푸흐"

j~Å~êçåI=gÉääóI=cáå~åÅáÉê

마카롱, 젤리, 피낭시에

`çÑÑÉÉ=çê=qÉ~

커피 또는 차

====çÑÑÉêë=äçÅ~ä=êáÅÉ=~åÇ=^ìëíê~äá~å=ÄÉÉÑ=ÄçåÉK
NMB=q^u=ïáää=ÄÉ=~ÇÇÉÇ

씨네드쉐프에서는 국내산 쌀과 호주산 사골을 사용합니다.
10%의 세금이 가산됩니다.

EXPERIENCE SET

110,000

^ãìëÉ=_çìÅÜÉ

아뮤즈 부쉬

?jçòò~êÉää~=áå=`~êêçòò~?=pçÑí=mÉêëáããçå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까로짜", 홍시

`ÜáîÉI=aêáÉÇ=mÉêëáããçåI=jáÅêç=iÉ~îÉë==

차이브, 곶감, 마이크로 샐러드

çê=

또는

?jçîáÉ=~Äçìí=dêçïíÜ=çÑ=içÄëíÉê?

"랍스터 성장 영화"

i~åÖçìëíáåÉI=mê~ïåI=içÄëíÉêI=qçã~íç=`ÜìíåÉó

랑구스틴, 새우, 랍스터, 토마토 쳐트니

cÉååÉä=gìäáÉååÉI=^ééäÉ=`Üáé

펜넬 쥬리안, 사과 칩

dêáääÉÇ=`~ä~ã~êáI=_ê~åÇ~ÇÉ=mìêÉÉ==

그릴 한치, 브랑다드

mÉéÉêçåÅáåçI=p~äãçêáÖäáç=p~ìÅÉ

페페론치노, 살모릴리오 소스

`çêå=`ÜáääÉÇ=pçìéI=`çêå=fÅÉ=`êÉ~ã=

차가운 옥수수 스프, 옥수수 아이스크림

`ä~ëëáÅ=mçéJÅçêå

클래식 팝콘

qçã~íç=pÜÉêÄÉíI=d~êäáÅ=qìáäÉ====

토마토 샤벳, 마늘 튜일

_~äë~ãáÅ=oÉÇìÅíáçå

농축 발사믹

hçêÉ~å=e~åïçç=qÉåÇÉêäçáå

국내산 한우 안심

^ëëçêíÉÇ=dêáääÉÇ=sÉÖÉí~ÄäÉëI=oÉÇ=ïáåÉ=p~ìÅÉ

여러가지 그릴 야채, 레드 와인 소스

çê

또는

pÉ~êÉÇ=dê~ó=jìääÉíI=dê~éÉÑêìáíI=nìáåç~==

숭어구이, 자몽, 퀴노아

iÉãçå=gìëI=máÅâäÉÇ=_ÉÉí=

레몬 주스, 피클 비트

pçÑí=`~ãÉãÄÉêíI=m~êãÉë~å=`ÜÉÉëÉ=`Üáé

부드러운 카망베르, 파마산 치즈 칩

qáê~ãáJëìI=kçìÖ~íáåÉI=qêìÑÑäÉ=fÅÉ=`êÉ~ã=

티라미수, 누가틴, 트러플 아이스크림

?iÉ=mÉíáí=cçìê?

"쁘디 푸흐"

j~Å~êçåI=gÉääóI=cáå~åÅáÉê

마카롱, 젤리, 피낭시에

`çÑÑÉÉ=çê=qÉ~

커피 또는 차

====çÑÑÉêë=äçÅ~ä=êáÅÉ=~åÇ=^ìëíê~äá~å=ÄÉÉÑ=ÄçåÉK
NMB=q^u=ïáää=ÄÉ=~ÇÇÉÇ

씨네드쉐프에서는 국내산 쌀과 호주산 사골을 사용합니다.
10%의 세금이 가산됩니다.

감자 아이스크림, 비시수아즈, 레몬 콩피

mçí~íç=fÅÉ=`êÉ~ãI=sáÅÜóëëçáëÉI=iÉãçå=`çåÑáí
j~ëÜÉÇ=mçí~íçI=tÜáíÉ=_~äë~ãáÅ=oÉÇìÅíáçå

으깬 감자, 화이트 발사믹 레덕션

?jçòò~êÉää~=áå=`~êêçòò~?=pçÑí=mÉêëáããçå==
`ÜáîÉI=aêáÉÇ=mÉêëáããçåI=jáÅêç=iÉ~îÉë=

차이브, 곶감, 마이크로 샐러드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까로짜", 홍시

dêáääÉÇ=`~ä~ã~êáI=_ê~åÇ~ÇÉ=mìêÉÉ
mÉéÉêçåÅáåçI=p~äãçêáÖäáç=p~ìÅÉ

그릴 한치, 브랑다드

_ìÑÑ~äç=jçòò~êÉää~I=wìÅÅÜáåáI=_Éää=mÉééÉê
eçåÉó=jìëÜêççãI=U=vÉ~êë=_~äë~ãáÅ=sáåÉÖ~ê

버팔로 모짜렐라 치즈, 돼지 호박, 파프리카

ONIMMM

OOIMMM

NVIMMM

페페론치노, 살모릴리오 소스

OMIMMM

새송이 버섯, 8년산 발사믹 식초

SOUP
차가운 콘 스프, 콘 아이스 크림

`çêå=`ÜáääÉÇ=pçìéI=`çêå=fÅÉ=`êÉ~ã
`ä~ëëáÅ=mçéJÅçêå

클래식 팝콘

`~ìäáÑäçïÉê=pçìéI=`~ê~ãÉäáòÉÇ=låáçå=C=^ééäÉ
pÜêáãéI=`ìêêó=mçïÇÉê

새우, 커리 파우더

`çäÇ=qçã~íç=pçìéI=qçã~íç=gÉääóI=_~ëáä

차가운 토마토 스프, 토마토 젤리, 바질

컬리플라워 수프, 카라멜 양파 & 사과

NOIMMM

NOIMMM

prjjbo=abifdeq=fk=`fkbj^

prjjbo=abifdeq=fk=`fkbj^

STARTERS

FISH
숭어구이, 자몽, 퀴노아

pÉ~êÉÇ=dê~ó=jìääÉíI=dê~éÉÑêìáíI=nìáåç~==
iÉãçå=gìëI=máÅâäÉÇ=_ÉÉí

레몬주스, 피클 비트

kçêïÉÖá~å=p~äãçåI=iÉåíáä=o~Öçìí=
qçã~íç=p~äë~I=`ÜÉêîáä==

토마토 살사, 쳐빌

노르웨이 연어, 렌틸 라구

호주산 블랙 앵거스 꽃등심
여러가지 그릴 야채, 레드와인 소스

hçêÉ~å=e~åïçç=qÉåÇÉêäçáå
^ëëçêíÉÇ=dêáääÉÇ=sÉÖÉí~ÄäÉëI=oÉÇ=ïáåÉ=p~ìÅÉ

여러가지 그릴 야채, 레드와인 소스

^ìëíê~äá~å=t~Öóì=cä~åâ==========
^ëëçêíÉÇ=dêáääÉÇ=sÉÖÉí~ÄäÉëI=oÉÇ=ïáåÉ=p~ìÅÉ

여러가지 그릴 야채, 레드와인 소스

국내산 한우 안심

호주산 와규 플랭크

====çÑÑÉêë=äçÅ~ä=êáÅÉ=~åÇ=^ìëíê~äá~å=ÄÉÉÑ=ÄçåÉK

POIMMM

SIDE DISHES
j~ëÜÉÇ=mçí~íçI=`êÉ~ã

으깬 감자, 크림

UIMMM

cêÉåÅÜ=cêáÉI=_ä~Åâ=mÉééÉê

프렌치 프라이, 블랙 페퍼

TIMMM

DESSERTS
여러가지 베일 밀푀유

^ëëçêíÉÇ=_Éêêó=jáääÉJcÉìáääÉ
_äìÉ=_Éêêó=^åÖä~áëÉI=t~ë~Äá=fÅÉ=`êÉ~ã

블루 베리 앙글레즈, 와사비 아이스크림

j~êáå~íÉÇ=mÉ~ÅÜI=`Ü~ãé~ÖåÉ=p~Ä~óçåÉ

마리네이드 복숭아, 샴페인 사바욘

NQIMMM

NQIMMM

qáê~ãáJëìI=kçìÖ~íáåÉ=

티라미슈, 누가틴

NQIMMM

m~åå~=`çíí~I=o~ëéÄÉêêó=pÜÉêÄÉí=
j~êáå~íÉÇ=t~íÉêãÉäçåI=`ä~ëëáÅ=`êìãÄäÉ

파나코타, 산딸기 샤벳

NQIMMM

마리네이드 수박, 클래식 크럼블

NOIMMM

BEEF
^ìëíê~äá~å=_ä~Åâ=^åÖìë=oáÄÉóÉ=
^ëëçêíÉÇ=dêáääÉÇ=sÉÖÉí~ÄäÉëI=oÉÇ=ïáåÉ=p~ìÅÉ

PTIMMM

RSIMMM

SMIMMM

QOIMMM

====çÑÑÉêë=äçÅ~ä=êáÅÉ=~åÇ=^ìëíê~äá~å=ÄÉÉÑ=ÄçåÉK

씨네드쉐프에서는 국내산 쌀과 호주산 사골을 사용합니다.

씨네드쉐프에서는 국내산 쌀과 호주산 사골을 사용합니다.

NMB=q^u=ïáää=ÄÉ=~ÇÇÉÇK=10%의 세금이 가산됩니다.

NMB=q^u=ïáää=ÄÉ=~ÇÇÉÇK 10%의 세금이 가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