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CH MENU
MAI N
13,000

치킨 파스타 Chicken Pasta
부드럽고 고소한 닭다리살을 올린 바질 페스토 파스타

14,000

루꼴라 새우 파스타 Arugula Shrimp Pasta
토마토 소스에 신선한 새우와 루꼴라가 들어간 매콤한 파스타

15,000

명란 파스타 Pollock Roe Pasta
바다의 맛과 향을 가득 담은 먹물 파스타 면과 다양한 버섯을 곁들인 명란 파스타

13,000

카르보나라 Carbonara
최고급 파마산 치즈와 베이컨, 양파, 마늘을 함께 볶아 깊고 진한 크림소스 파스타

16,000

해산물 국물 파스타 Seafood Soup Pasta
토마토 소스에 새우, 꽃게, 갑오징어, 야채를 넣고 졸인 얼큰한 국물이 있는 파스타

16,000

볼로네제 파스타 Bolognese Pasta
다진 소고기, 양파, 걸쭉한 토마토 소스 함께 볶아 깊고 풍미가 진한 파스타

13,000

해산물 토마토 리조또 Seafood Tomato Risotto
홍합과 오징어, 새우 등의 해산물이 어우러진 토마토 리조또

15,000

퀘사디아 Quesadilla
다양한 버섯과 야채를 또띠아에 올려 치즈를 듬뿍 넣은 퀘사디아

13,000

게살 크림 리조또 Creamy Crab Risotto
부드러운 홍게 다리살과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듬뿍 넣은 크림 리조또

13,000

시져 샐러드 Caesar Salad
신선한 해산물, 적양파, 루콜라, 방울 토마토에 폰즈 드레싱을 곁들인 시져 샐러드

14,000

불고기 샐러드 Bulgogi Salad
호두, 파마산 치즈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인 불고기 샐러드

13,000

아보카드 샐러드 Avocado Salad
구운아몬드, 건크렌베리, 계란에 새콤한 과일 살사 드레싱을 곁들인 아보카도 샐러드

COURSE
더운빵, 오늘의 스프, 조리장 추천 샐러드, 메인(택1), 커피 또는 차

19,000

NOBELLA (2인 기준) 더운빵, 오늘의 스프, 조리장 추천 샐러드, 메인(택2), 커피 또는 차

38,000

ANTICO (4인 기준)

79,000

LIETO (1인 기준)

더운빵, 오늘의 스프, 조리장 추천 샐러드, 메인(택3), 퀘사디아, 조각케익, 커피 또는 차

LUNCH MENU
MAI N
Chicken Pasta

13,000

Basil pesto sauce, grilled chicken on top and spaghetti

Arugula Shrimp Pasta

14,000

Tomato sauce with shrimp and spaghetti

Pollock Roe Pasta

15,000

Soy sauce based, squid ink spaghetti with pollock roe on top

Carbonara

13,000

Basic cream pasta with bacon, garlic, pepper and fettuccine

Seafood Soup Pasta

16,000

Tomato sauce with various types of seafood, spaghetti,
dried peperoncino makes the soup pasta spicy

Bolognese Pasta

16,000

Minced beef in tomato sauce with mozzarella cheese and penne

Seafood Tomato Risotto

13,000

Various types of seafood in tomato sauce and cheese

Quesadilla

15,000

Salsa, bolognese sauce, cheese and tortilla

Creamy Crab Risotto

13,000

Crabmeat in cream sauce and cheese

Caesar Salad

13,000

Whole romaine, grilled paprika and bacon

Bulgogi Salad

14,000

Korean grilled marinated beef, mixed vegetables, sweet-style salad

Avocado Salad

13,000

Mixed vegetables, avocado, crispy bacon, boild eggs and croutons

COURSE
LIETO (For 1)

Bread, Daily Soup, Chef's Special Salad, Main Dish(choice1), Coffee or Tea

19,000

NOBELLA (For 2)

Bread, Daily Soup, Chef's Special Salad, Main Dish(choice2), Coffee or Tea

38,000

ANTICO (For 4)

Bread, Daily Soup, Chef's Special Salad, Main Dish(choice3), Quesadilla,
Various Piece Cake, Coffee or Tea

7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