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피타이저

튀김 메뉴

�인분으로 적합합니다, 세트 포함 내역:

이베리안 햄 크로켓 나무 접시 세팅(�개) €��

특선 “피카-피카” (스낵) €��

이베리안 햄을 곁들인 미니 에어백
구운 정어리 마늘& 파슬리를 올림
찐 홍합

대구 브랑다드 훈연한 꿀과 송어알을 넣음
* * *

시링귀토 감자 튀김 매콤한 토마토 소스와 헤이즐넛 & 아이올리 €�
모듬 생선 튀김 €��

안달루시아식 오징어 아보카도 마요네즈 & 아이올리 €��
대구 크로켓 €��

안달루시아식 꼴뚜기 튀김 €��

클래식 가스파초 €�,�

샐러드

고수, 또띠아 칩 €��

시링귀토 샐러드 어린 잎 채소, 토마토, 당근, 적양파, 올리브, 샐러리

과카몰리 딥 아보카도, 샤워 크림, 할라피뇨, 토마토, 적양파,
이베리안 햄 “에어백” (��g) €��

칸타브리아 안초비 “���” 와 러스틱 브레드 & 토마토 (� 필레) €��
농어 세비체 칠리 타이거 밀크, 고수, 출페 콘 고구마 & 플랜
테인 칩 €��

붉은 참치 및 아보카도가 들어간 타르타르와 유자 폰즈 소스 & 와사비
마요네즈 €��

대구 브랑다드 훈연한 꿀과 송어알을 넣음 €��
구운 오징어 마늘과 파슬리를 올림 €��
갈리시아식 문어 €��

구운 정어리 마늘과 파슬리를 올림 €��
신선한 대하 구이 핫 플레이트 €��

꼴뚜기 튀김과 계란 프라이, 이베리안 햄, 파마산 & 바질 오일 €��

채식 요리

글루텐 프리

음식에 포함된 알러지 유발 재료 목록을 요청하세요
가격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따뜻한 퀴노아 볶음 새우, 아보카도, 망고 & 패션 프루트 및 비네그레트 €��
& 머스타드 비네그레트 €��

토마토 무침 참치 뱃살 & 적양파 샐러드 €��

“샤토” 드 시체스 대구, 참치, 안초비, 컬리 엔다이브 & 로메스코 소스 €��
샐러드에 추가해보세요:
- 참치 뱃살 + €�
- 아보카도 + €�

조개 & 해산물

홍합 (찜 혹은 라 마리넬라-선원식) €��
대합 (찜 혹은 라 마리넬라-선원식) €��

시링귀토 해산물 요리 새우* 노르웨이 랍스터, 구운 오늘의 생선

안달루시아 오징어, 튀긴 뱅어, 홍합, 찐 대합 & 랍스터 한 마리 €��
* �인분으로 적합합니다,

밥

�인당 가격
주문이 밀려 있지 않으면, �인분도 가능합니다
저희 식당의 모든 밥 메뉴는 글루텐 프리입니다 / 피데우아는 제외합니다

에스크리바 특별 생선 빠에야 혹은 피데우아* €��,�

바다와 땅 빠에야 혹은 피데우아* 치킨, 립, 노르웨이 랍스터, 홍합,
갑오징어, 채소 & 버섯 €��,�

발렌시아식 빠에야 치킨, 플랫 그린 빈, 그린 빈 & 레드 벨 페퍼 €��,�
버섯과 아스파라거스 빠에야 혹은 피데우아* €��,�
초록 채소 빠에야 혹은 피데우아* €��

블랙 라이스 혹은 피데우아* 생선, 대하, 갑오징어 & 대합 €��,�
크림 라이스 문어 대하 & 갑오징어 €��,�

라이스 앤 피쉬 수프 갑오징어, 홍합, 대하, 대합 & 생선 €��,�

라이스 앤 랍스터 수프 혹은 피데우아 갑오징어, 홍합, 대합 & 생선 €��

*피데우아 (카탈로니아 누들)

마카로니와 토마토 소스 & 갈은 파마산 €�
그릴드 치킨 칩과 함께 제공 €�

빵 메뉴

빵과 토마토 €�,�

러스틱 브레드 €�,�

글루텐 프리 빵 €�,�

디저트 메뉴

특선 디저트 트레이 (유닛) €�,�/€�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글루텐 프리, 무유당 디저트 €�,�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스쿱) €�,�

생선 메뉴

계절 생선 구이 채소와 함께 제공 €��

아귀 “수케” 스튜 대합, 홍합, 대하 & 노르웨이 랍스터 €��

맛있는 고기 메뉴

그릴드 비프 안심 프렌치 프라이와 함께 제공 €��

채식 요리

어린이 메뉴

글루텐 프리

음식에 포함된 알러지 유발 재료 목록을 요청하세요
가격 단위 € - 부가가치세 포함

제철 과일 €�,�

샹그리아
한 잔 €�

유리 병 (��cl) €��

카바 샹그리아 붉은 과일과 민트

유리 병 (�.�l) €��

화이트 와인 샹그리아 제철 과일 & 시트러스
레드 와인 샹그리아 제철 과일 & 시트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