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SE

Allatorre serve pane con lievito madre Natura & Tradizione
We serve bread with mother yeast Nature & Tradition
알라또레는 천연 발효종으로 90시간 저온 숙성한 반죽을 사용하여
빵과 피자 도우를 준비합니다.

Chef. Franco Sommariva
2018.03

COURSE MENU
CORSO A

100,

WINE PAIRING ( 4종 55, )
Insalatina di rucola e polpo
Rucola and octopus salad
루꼴라와 문어샐러드
Fegato grasso salsa marsala
Goose liver with onion compot , marsala sauce
마르샬라 소스의 거위간과 양파
Zuppa di stagione
Seasonal soup
오늘의 수프
Risotto porcini e tartufo nero
Porcini risotto with black truffle
포르치니 버섯 리조또와 검은 송로버섯
Bocconcino di aragosta ,caponata siciliana
Lobster medallions on Sicilian caponata
시칠리아 카포나타를 곁들인 바닷가재
Sgroppino alla rucola
Lemon rucola sherbet
레몬셔벗
Manzo koreano o costoletta di agnello o pesce del giorno
Korean beef (tender, sirloin)or lamb chop or fish serve with
abalone and vegetable
*선택 1
1. 안심과(100g) 전복구이 2. 등심과 (100g) 전복구이
3. 생선과 전복구이
*Korean beef sirloin or tenderloin steak added at +15,
한우 안심 또는 등심 50g 추가 시 +15,
Dessert con formaggio
Chef special dessert with cheese
오늘의 디저트와 치즈
Café o Althaus tea
Coffee or Althaus tea
커피 또는 알트하우스 차

If you Replace a Main Menu to T-Bone Steak (1kg) ,
Additional charge can be raise according to number of person.
메인을 티본스테이크 (1kg) 로 변경 시
식사 인원에 따라 1인당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2인 +25, 3인 +15, 4인 +0

COURSE MENU
CORSO B

75,

WINE PAIRING ( 4종 50, )

Antipasto freddo del giorno
Cold appetizer of the day
차가운 전채

Antipasto caldo del giorno
Hot appetizer of the day
따뜻한 전채
Zuppa di stagione
Seasonal soup
오늘의 수프
Spaghetti mare
Seafood spaghetti (Sauce Choice 1)
해산물 스파게티(토마토, 크림, 올리브 오일 소스 중 택1)
Sgroppino alla rucola
Lemon rucola sherbet
레몬셔벗
Manzo koreano , ossobuco ,stinco di agnello ,pesce
Korean beef (tender loin /sirloin ),ossobuco,lamb shank,fish
serve with vegetable
*선택 1
1. 송아지 정강이 찜 요리 2. 양 정강이 찜 요리
3. 한우 등심 (100g) 4. 한우 안심 ( 100g) 5. 생선요리
Korean beef sirloin or tenderloin steak added at +15,
한우 안심 또는 등심 50g 추가 시 +15,
Dolce del giorno
Chef special dessert
오늘의 디저트
Café o Althaus tea
Coffee or Althaus tea
커피 또는 알트하우스 차

If you Replace a Main Menu to T-Bone Steak (1kg) ,
Additional charge can be raise according to number of person.
메인을 티본스테이크 (1kg) 로 변경 시
식사 인원에 따라 1인당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2인 +30, 3인 +20, 4인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