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SO SPECIALE DELLO CHEF

CHEF SPECIAL COURSE
Antipasto Speciale Freddo Dello Chef
Chef's Special Cold Appetizer
주방장 특선 차가운 전채
Antipasto Speciale Caldo Dello Chef
Chef's Special Warm Appetizer
주방장 특선 따뜻한 전채
Zuppa
Daily Soup
오늘의 수프
Pasta Speciale Dello Chef
Chef's Special Pasta
주방장 특선 파스타
Sgroppino alla Rucola
Lemon Rucola Sherbet
레몬 셔벗
Manzo Koreano o Costoletta di Agnello o Pesce del Giorno
Korean beef (tender, sirloin) or Lamb chop or Fish Serve with
Abalone and Vegetable
1. 양 갈비와 전복구이 100,
2. 생선과 전복구이 100,
3. 한우등심과(100g) 전복구이 100,

(50g추가 시 115,)

4. 한우안심과(100g) 전복구이 100,

(50g추가 시 115,)

Dessert con formaggio
Chef special dessert with cheese
오늘의 디저트와 치즈
Café o Althaus tea
Coffee or Althaus tea
커피 또는 알트하우스 잎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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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러지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Let us Know in Advance. If you have any
Food Allergy or Dietary Issues

WINE PAIRING
와인 페어링 4 glass + 50,000 won
(1~6번 중 4종 와인 선택 , 중복 불가)
1잔씩 주문 가능
4 out of 1 to 6 Wine Selection, No Redundancy
You can Order One Cup
750ml/Bot . 375ml/Half. 100ml/G
1. Champagne Drappier,
Carte d＇Or Brut NV
샴페인 드라피에, '까르뜨 도르 브륏' NV

109,

2. Paolo Scavino,
Langhe Bianco ‘Sorriso’
파올로 스카비노, 랑게 비앙코 ‘소리소’

62,

15,
90ml

33,

11,

3. The Pinot Project
더 피노 프로젝트

62,

33,

11,

4. Pio Cesare, Dolcetto d’Alba
피오 체사레, 돌체토 달바

62,

33,

11,

5. Pio Cesare, Barbera d’Alba
피오 체사레, 바르베라 달바

69,

35,

12,

126,

65,

16,

6. Dominio de Pingus, PSI
도미니오 드 핑구스, 피에스아이

WHISKY PAIRING
위스키 페어링 (30ml 3 glass + 32,000 won ) (45ml 3 glass + 41,000 won )
(You can Order One Cup 1잔씩 주문 가능)
500ml/Bot . 30ml/G.
1. Glenfiddich12 글렌피딕 12년산
배 맛이 감도는 신선하고 상쾌한
향이 특징
2. Glenfiddich15 글렌피딕 15년산
스페인 셰리통, 아메리카 버번 통
새 오크통 등 세 가지 다른 형태
오크통에서 15년 이상 숙성된 원액을
솔레라 배트라 불리는 큰 오크통에 담아
두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크통
아래 쪽 절반가량의 위스키를 솔레라 툰이라
불리는 오크통으로 다시 옮겨 담은 후 재
숙성을 거쳐 병입 한다. 진한 과일 향과
함께 달콤한 바닐라 맛이 특징이다

114,

143,

3. Glenfiddich18 글렌피딕 18년산
위스키 전문가를 위해 만들어진
싱글몰트 위스키로 장기간 숙성을
통한 셰리우드의 달콤함이 전통적인 오크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은은한 사과 향이
혀 끝에 돌아 온 입안에 퍼지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95,

45ml/G

9,

11,

11,

13,

14,

19,

QUATTRO 360,

DUETTO 120,

( For 4 People, 4인 세트 )

( For 2 People , 2인 세트 )

Antipasto misto all’Italiana
Mix antipasto Italian style
이탈리아 모둠 전채

Insalatina Mista
Mixed Green Salad
그린 샐러드(2Dish)
Balsamic or Caesar dressing
(발사믹 또는 시저 드레싱 택일)

Pizzetta napoletana(D.O.P)
Napoli pizza tomato buffalo
mozzarella basil
나폴리타나 피자
Zuppa di pesce mare chiaro
Seafood soup
모둠 해산물 스튜
Fiorentina di manzo 1 kg.
T-bone steak 1 kg
in Siena style sauce
시에나식 발사믹 소스를 곁들인
티본스테이크 1Kg

*Tomato salad and roasted potatoes
and chopper-bean
are served.
토마토 샐러드와 구운 감자,
작두 콩이 제공됩니다.
Dessert dello chef
Chef’s special dessert
주방장 특선 디저트
Café o tea
Coffee or Althaus tea
커피 또는 알트하우스 잎차

*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The amount includes a tax of 10%

Margherita
Margherita
마르게리타 핏자
Zuppa del Giorno
Daily Soup 2 Dish
오늘의 수프(2Dish)
Choose 1 the menu
Pasta, Risotto
파스타 또는 리조또 메뉴 중 택1
(pasta3,5번 risotti 1번제외)
Choose 1 the menu
Bistecca di Manzo Hanu o
Ossobuco o Pesce del Giorno
Korean Beef Steak (150g)
Sirloin or Tenderloin or Ossobuco
Fish of the Day with Vegetable
1. 오늘의 생선요리
2. 샤프란 리조또와
송아지 정강이 찜 요리
3. 한우 등심 스테이크(150g)
4. 한우 안심 스테이크(150g)
중 택1
Chef's Special Dessert
주방장 특선 디저트(2Dish)
Coffee or Sanpellegrino
Ade or Daily Wine
Choice 2
1.커피 2.에이드 3. 오늘의 와인
중 택2
4인 2세트까지 주문 가능합니다.

기념일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
Concierge Service
사랑하는 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알라또레에서 표현해드립니다.
마음을 수놓은 케이크와
꽃다발, 와인으로 꾸민 아름다운 테이블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예쁘게 놓아드립니다.
메뉴+♡(30, ~ )

이용안내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3길8 더 모임빌딩 5층 T. 02-324-0978
[월~일]
Lunch 11:00~15:00 (Last order 14:00)
Dinner 17:00~22:00 (Last order 21:00)
Break time 15:00~17:00
정기 휴무: 없음 (명절 당일 휴무)
주차: 발렛 파킹 가능 (2시간 무료 주차, 추가 시 30분당 2천원)

www.allatorre.co.kr
Wi-Fi ID: allatorre G2 or G5 / PW: a123456789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3길8 더모임빌딩 5층
T. 02-324-0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