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ng Hours 10:00-19:00 Last Order 18:00

ALL DAY BRUNCH

BEVERAGES

단호박 스프 Sweet Pumpkin Soup with Cinamon
닭고기 육수, 단호박, 우유(국내산)

9,000

ICED는 500원 추가됩니다.

생과일 오렌지 주스

7,000

Fresh Orange Juice

시나몬을 곁들인 단호박 스프

양송이스프 & 크림 치즈 러스크

15,000

Cream of Mushroom Soup with Cream Cheese Rusk

베이컨(미국산), 닭고기 육수, 양송이(국내산)

생과일 청포도 주스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트러플 향을 첨가한 송이버섯 스프와 크림치즈,
크리스피 베이컨을 곁들인 멜바 토스트

파프리카 오일에 마리네이드한 새우와 신선한 야채 샐러드 (오이 드레싱)

16,000

수제 리코타치즈와 신선한 계절 야채, 견과류를 발사믹소스에 함께 버무린 달콤하고 상큼한 샐러드

아보카도 콥 샐러드 Avocado Cobb Salad
16,000
연어(노르웨이산), 닭고기(국내산), 아보카도(외국산/미국,필리핀,멕시코산)
식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아보카도, 연어, 치킨, 로메인에 참깨소스를 곁들인 샐러드

모짜렐라 토마토 파니니 Mozzarella & Tomato Panini
모짜렐라치즈(미국산), 토마토(국내산)

12,000

12,000

베이컨, 닭가슴살, 치즈가 어우러진 정통 클럽 샌드위치
기호에 따라 계란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리코타 핫케이크 Ricotta Cheese Pancakes
계란, 우유(국내산)

+1,000

마 주스

에스프레소

4,500

Espresso

아메리카노

5,000

Americano

카페 라떼

5,500

Café Latte

카푸치노

5,500

카라멜 마끼아또

6,000

Caramel Macchiato

바닐라 라떼

15,000

차

얼그레이 Earl Grey

Tea

카모마일 Chamomile
페퍼민트 Peppermint

18,000

얇은 파스타 반죽 사이로 다진 고기와 미트 소스가 어우러진 요리

루꼴라 & 프로슈토 피자 Rucola & Prosciutto Pizza
프로슈토(스페인산), 루꼴라(국내산)

8,000

Yam Juice

6,000

Vanilla Latte

부드러운 반죽에 계란 머랭과 수제 리코타치즈를 넣은 핫케이크에
메이플시럽과 설탕을 뿌린 후 버터조각을 올린 요리

라자냐 Lasagna
소고기(호주산), 면(이탈리아산), 우유(국내산)

7,000

Cappuccino

향신료에 24시간 양념해서 말린 토마토와 모짜렐라치즈를 더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정통 이탈리안 파니니 샌드위치

클럽 샌드위치 Club Sandwich
베이컨(미국산), 닭고기(국내산)

7,000

Fresh Green Grape Juice

쉬림프 샐러드 Graden Salad with Shrimp&Cucumber Dressing 13,000
새우(베트남산), 양상추, 파프리카(국내산)
리코타 치즈 샐러드 Ricotta Cheese Salad
양상추, 파프리카, 우유(국내산)

생과일 토마토 주스
Fresh Tomato Juice

21,000

신선한 루꼴라와 치즈, 풍미 가득한 하몽을 곁들인 최고급 피자

감베로니 스파게티 Gamberoni Spaghetti
16,000
새우(베트남산), 스파게티:듀럼밀세몰리나(인도네시아산), 오일(이탈리아산)
탱글한 식감의 새우가 감칠맛을 더하는 오일 파스타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예민하시면,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inform us on any food allergy or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디오븐’에서 판매하는 식빵, 파니니빵, 스프, 핫케이크, 피자 도우는 미국산, 캐나다산을 섞은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Service Charge and VAT included.

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