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oating food menu 

 

Caesar salad 시저 샐러드 / 22 

(베이컨-돼지고기:수입산)  

garlic crouton, bacon, whole romaine, home-made caesar dressing  

갈릭크루통, 베이컨과 홈메이드 드레싱을 곁들인 시저샐러드  

 

Asparagus salad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 25 

(프로슈토-돼지고기:이태리산, 베이컨-돼지고기:수입산) 

fried egg, prosciutto, fresh mozzarella, sherry vinaigrette 

튀긴계란, 프로슈토, 베이컨드레싱을 곁들인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Whole fried brie 브리치즈 튀김 / 27 

caramelized onion, apple, walnut, dry fig, thyme  

카라멜라이즈양파, 호두캔디, 건무화과를 곁들인 브리치즈튀김 

 

Fried calamari 깔라마리 튀김 / 28  

Jalapeno aioli, lemon wedge 

할라피뇨 아이올리를 곁들인 깔라마리 튀김  

 

Mushroom slider 머쉬룸 슬라이더 / 25 

(프로슈토-돼지고기:이태리산)  

button mushroom, prosciutto, cherry tomato, tomato sauce 

양송이버섯, 프로슈토, 방울토마토, 토마토소스를 넣은 미니 버섯버거  

 

Shrimp & chorizo 쉬림프 & 초리조 / 25 

(초리조-돼지고기:스페인산)   

garlic, thyme, pepperoncino, tomato sauce 

스파이시한 갈릭오일로 조리한 새우와 초리조  

 
 

Creamy shrimp gratin 새우 그라탕 / 28 

(베이컨-돼지고기:수입산) 

zucchini, brussel sprout, baby potato, onion, shrimp, bacon, fresh cream, mozzarella cheese 

여러가지 아채와 베이컨, 새우를 넣은 그라탕 

 
 

 



상기 요금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Meat sauce rigatoni pasta 리가토니 파스타 / 25 

(소고기:호주산, 프로슈토-돼지고기:이태리산) 

meat sauce, ricotta cheese, pistachio, prosciutto, mint 

미트소스를 곁들인 리가토니 파스타  

 

Spinach fettuccine carbonara 까르보나라 / 25 

(베이컨-돼지고기:수입산)   

fresh cream, bacon, black pepper, grana padano 

시금치 페투치니 까르보나라  

 

Pan seared sirloin steak 채끝등심 스테이크 / 54   

(소고기:호주산)   

baby potato, asparagus 

구운 알감자와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채끝등심 

 

Roasted chicken 치킨 오븐구이 / 38   

(닭고기:국내산)   

brussel sprout, raisin, hazelnut, lemon 

건포도살사, 미니양배추를 곁들인 닭가슴과 닭다리  

Beef & vegetable platter 소고기&모둠야채 플래터 / 60  

(소고기:호주산)  

sirloin, zucchini, brussel sprout, onion, french fries, romaine   

등심, 야채구이, 감자튀김, 샐러드 플래터  

 

Cold cut & Cheese plate 콜드 컷 & 모둠 치즈 / 60 

(프로슈토-돼지고기:이태리, 초리조-돼지고기:스페인, 살라미-돼지고기:미국산) 

Prosciutto, chorizo, salami, emmental, edam, gorgonzola, brie, dry fruit, nuts, olive 

프로슈토, 초리조, 살라미, 에멘탈, 에담, 고르곤졸라, 브리, 건과일과 넛츠 

 

Truffle french fries 감자 튀김 / 20 

grana padano, black pepper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곁들인 감자튀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