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플라워는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정성으로 우린 4가지 육수를 베이스로 조리합니다.
식사는 1인 1식 주문 부탁드립니다.*

작은접시
와일드 샐러드

16.

계절과 제철 식자재에 따라 변화합니다.

계절 샐러드

24.

부라타치즈, 제철과일, 샐러드

문어 아보카도 라임 샐러드

23.

마리네이드 문어, 방울토마토, 자이언트
강낭콩, 고수 (따로 요청 가능)

초코오징어 한마리와 보리

24.

그릴한 체리토마토, 보리샐러드, 오븐에서
장시간 구운 당근 토마토소스

면과 곡물류
훈연 마늘쫑 파스타

18.

훈연한 마늘쫑과 파마잔, 구운 마늘 하나를 통
째로 으깬 소스
바당바바름

26.

제주산 성게알로 담근 장, 감태, 고시히카리 쌀

19.

김 페스토, 성게알장, 계란 노른자로 버무린
냉파스타
블랙라벨 랍스터 파스타

숨비소리

가리비 보리 리조또

24.

부드러운 가리비, 새우, 탱글한 찰보리의 만남

45.

참나무로 훈연한 랍스터 테일, 해산물

트러플 들깨 궁채 파스타

28.

간 블랙 트러플, 궁채나물 , 들깨 소스의 녹진한
조합

* 랍스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큰접시
이베리코 플루마 갈비살 (200g)

39.

참나무에 구운 최상급 이베리코, 사과, 콜리
플라워 퓨레, 계절나물

제철 생선 플레이트

28.

달고기, 쪽파, 브라운버터 소스,
케이퍼, 샬롯피클, 콜리플라워 퓨레를
곁들인 생선 스테이크
한우 1+ 채끝등심 스테이크 (200g)

98.

짚과 참나무로 구운 최상급 1+ 한우 스테이크,
계절나물, 감자퓨레, 햇마늘

사이드 접시
아기 양배추

13.

트러플 훈연 김 감자튀김(Sweet/Savory)

10.

누른감자 & 치포틀레 에이올리

12.

서울 한우 타르타르 (3 pcs)

9.5

진
진

다과 DESSERT

10.

내방다방

자두 피낭시에, 얼그레이 아이스크림,
홍차젤리, 피칸*

남산 인절미

9.

근대 아이스크림, 인절미 머랭, 사과 콤
포트, 콩크림

SPECIAL TEA

A.C. Perch’s Teahandel 쿨 허벌 티

감초, 사과,레몬그라스

8.

민트 매니악 Mint Maniac.

페퍼민트, 자스민, 시나몬

8.

썸머 피에스타 Summer Fiesta

마테차, 감초, 오렌지

8.

Coffee

Espresso

에스프레소

5.

Americano (Hot/ Iced)

아메리카노

6.

HOUSE WINE
WHITE

Colobard, Sauvignon Blanc

15.

RED

French Merlot

15.

SPARKLING

Maccabeo, Parelada Cava

15.

VIN CHAUD (250ml) *시즌

과일과 각종 향신료를 넣고 끓인 와인

18.

BEER & COCKTAIL
BEER
Richmond Lager 리치몬드 라거

양조장이 위치한 버지니아 지역의 최고급
몰트와 홉으로 양조한 고소한 풍미가 좋은
언필터드 라거

10.

Hardywood Pils 하디우드 필스

스파이시함과 깔끔한 홉과 가벼운 바디감의
필스너

11.

Timmermans’ Peach Beer 피치 람빅

복숭아 천연의 향과 맛이 가득한 람빅 맥주

12.

Gin & Tonic

진과 토닉의 완벽한 비율

12.

Bellini

스파클링 와인과 복숭아, 꿀

15.

COCKTAIL

Wildflower Refresher
리프레셔는 와일드플라워만의 알콜 프리 칵테일 입니다.

*Pine-Basil Refresher 파인바질 리프레셔

파인애플, 바질, 라임의 상큼한 조화.

10.

딸기와 레몬을 듬뿍 넣은 에이드

9.

+ Gin 5.0
Citronberry Refresher시트롱베리 리프레셔

SOFT DRINKS
S.Pellegrino Sparkling Water (750ml)

10.

Coke /Zero Coke/ Cider

5.

Golden Medalist Apple Sparkler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