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rkling wine

white wine

페리에 주에 벨에포크  Perrier Jouet Belle Epoque

클라우디 베이 소비뇽 블랑  Cloudy Bay Sauvignon Blanc

유럽 왕실의 대표 샴페인. 낮은 당도와 약간 무거운 바디감

신세계 화이트 와인의 선두주자. 산뜻한 풀 향과 가벼운 산미

465,000

115,000

스위트 듀 아이스와인, 375ml  Sweet Dew Ice Wine

캐나다에서 생산된 달콤한 디저트 와인
95,000

루이 자도 샤블리  Louis Jadot Chablis

프랑스 샤블리 지역의 특색 있는 화이트 와인. 낮은 당도와 중간의 산미
90,000

베린저 화이트 진판델 로제  Beringer White Zinfandel

미국의 대표 품종으로 만든 로제 와인. 아름다운 장미색과 중간 정도의 당도
45,000

칸티 모스카토  Canti Moscato

이탈리아에서 재배되는 달콤한 청포도로 만들어진 화이트 와인
25,000

모엣샹동 브뤼  Moet & Chandon Brut

세계적으로 유명한 샴페인의 대명사. 낮은 당도와 가벼운 바디감
135,000

프레시넷 카바  Freixenet Cava

스페인의 no.1 샴페인. 낮은 당도와 가벼운 바디감
50,000



house wine

코노 수르 게뷔르츠트라미너  Cono Sur Gewurztraminer

모나스테리오 호벤  Monasterio Joven

칠레에서 생산되며 아시안 요리와 잘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	

스페인에서 생산된 특색 있는 레드 와인. 중간 정도의 바디감, 낮은 당도

 glass  8,000
bottle  37,000

 glass  8,000
bottle  37,000

liQueur

호세 쿠엘보 에스페셜, 750ml  Jose Cuervo Especial 100,000

앱솔루트 보드카, 700ml  Absolut Vodka Plain 90,000

탱커레이 진, 750ml  Tanqueray Gin 80,000

red wine

클라우디 베이 피노누아  Cloudy Bay Pinot Noir

샤토 몽페라  Chateau Mont Perat

투 핸즈, 엔젤스 쉐어 쉬라즈  Two Hands, Angels' Share Shiraz

몬테스 알파 카버네 쇼비뇽  Montes Alpha Cabernet Sauvignon

트라피체, 말벡  Trapiche, Malbec

몽그라스 메를로  Montgras Merlot

비바 에스파냐  Viva Espana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와인으로 맑은 루비 빛을 띄며 중간 정도의 산미

‘신의 물방울’로 잘 알려진 와인. 로버트 파커의 극찬을 받은 레드 와인

수작업으로 포도를 수확하는 투 핸즈 와이너리의 와인
묵직한 바디감, 낮은 당도

칠레의 대표적 와이너리 몬테스에서 생산한 레드 와인 
묵직한 바디감, 낮은 당도

아르헨티나 토착 품종으로 만들어진 레드 와인 
중간 정도의 바디감, 낮은 당도

칠레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부드러운 바디감, 낮은 당도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템프라니요 베이스의 달콤한 레드 와인 

175,000

120,000

120,000

105,000

60,000

40,000

25,000



draft beer

스텔라 아르투아, 330ml  Stella Artois 9,000

bottle beer

코젤 다크, 500ml  Kozel Dark

크로넨버그 1664 블랑, 330ml  Kronenberg 1664 Blanc

제주 위트 에일, 330ml  Jeju Wit Ale

아사히, 330ml Asahi

써머스비 애플, 330ml  Somersby Apple Cider

코로나, 355ml  Corona

호가든, 330ml  Hoegaarden

클라우드, 330ml  Cloud

카스, 330ml  Cass

12,000

12,000

11,000

10,000

10,000

9,000

8,000

5,000

4,000

whiskY

로얄 샬루트 21년, 500ml  Royal Salute 21 years 315,000

글렌리벳 15년, 700ml  The Glenlivet 15 years

잭 다니엘, 500ml  Jack Daniel's

310,000

105,000



3,000

8,000

8,000

8,000

6,000   6,000

tea

soft drink

Coffee

아메리카노  Americano

쿠스미 아나스타샤  Kusmi ANASTASIA

콜라  Coke

사이다  Cider

진저 에일  Ginger Ale

토닉 워터  Tonic Water

오늘의 생과일 주스  Today Fresh Juice 

피지 워터  Fiji Water

산 펠레그리노  San Pellegrino

어린이 음료  Kids Beverage

쿠스미 아쿠아로사  Kusmi AQUAROSA, Decaffeine

쿠스미 다즐링 앤37  Kusmi DARJEELING N°37 

쿠스미 버베나 민트 루이보스  Kusmi VERBENA-MINT ROOIBOS, Decaffeine

쿠스미 로즈 루이보스  Kusmi ROSE ROOIBOS, Decaffeine

카페라떼  Café Latte

카푸치노  Cappuccino

5,000   5,000

8,000

3,000

3,000

4,000

3,000

5,000

5,000

5,000

8,000

6,000   6,000

얼그레이, 베르가못, 레몬, 라임

히비스커스, 레드베리, 블랙베리, 엘더베리

인디안 다즐링

레몬 버베나, 스피어민트, 루이보스

로즈, 루이보스

hot             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