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네이드 /LEMONADES
딸기 - 코코넛

뉴 여름

/STRAWBERRY- COCONUT
코코넛 밀크, 코코넛 시럽,
딸기 퓨레, 레몬 프레쉬, 신선한 딸기, 소다워터

280 ₽ 350 ml

파인애플 - 자몽

/PINEAPPLE-GRAPEFRUIT
신선한 파인애플, 신선 자몽, 자몽 주스,
파인애플 주스, 레몬 후레쉬,
수제 설탕 시럽, 소다수

280 ₽ 350 ml

나무딸기 - 바질
/RASPBERRY- BASIL
나무딸기, 바질, 레몬 쥬스,
설탕 시럽, 소다워터

280 ₽ 350 ml

/BANANA-MINT
신선한 바나나, 민트, 레몬 주스,
바나나 시럽, 소다

280 ₽ 350 ml

타라곤 - 키위

/TARRAGON-KIWI
수제 타라곤 시럽, 레몬 주스, 신선한 키위, 소다

280 ₽ 350 ml

우유 칵테일 /MILK SHAKES
켈리스 밀크쉐이크

초콜릿 - 땅콩

350 ₽ 300 ml

350 ₽ 300 ml

/KELIS MILKSHAKE
아이스크림, 우유, 딸기, 캐러멜 시럽,
석류 시럽, 휘핑 크림

/CHOCOLATE-PEANUT
아이스크림, 우유, 초콜릿 토핑,
구운 땅콩, 휘핑 크림

바나나와 바닐라

뉴올리언스

350 ₽ 300 ml

350 ₽ 300 ml

/BANANA WITH VANILLA
아이스크림, 우유, 바나나,
바닐라 시럽, 휘핑 크림

/NEW ORLEANS
아이스크림, 우유, 코코아, 오레오 쿠키,
코코넛 밀크, 수제 휘핑 크림

스무디 /SMOOTHIES
내 주인 오렌지
/ORANGE MY LORD
나무딸기, 바질, 레몬 쥬스,
설탕 시럽, 소다워터

애플과 라스베리
/APPLE AND RASPBERRY
나무 딸기, 사과, 오렌지

300 ₽ 250 ml

300 ₽ 220 ml
민트 딸기

바나나

300 ₽ 250 ml

300 ₽ 250 ml

/STRAWBERRY WITH MINT
딸기, 복숭아 주스, 바나나, 민트

/BANANAS
바나나, 파인애플, 파인애플 주스, 라임

주스 /FRESH JUICES
사과주스
190 ₽ 250 ml

파인애플주스
300 ₽ 250 ml

/APPLE

오렌지 주스
190 ₽ 250 ml

/ORANGE

당근주스
190 ₽ 250 ml

/CARROT

셀러리주스
300 ₽ 250 ml

/PINEAPPLE

/CELERY

자몽주스
250 ₽ 250 ml

/GRAPEFRUIT

레몬주스
120 ₽ 100 ml

/LEMON

물과 탄산 음료 /WATER AND CARBONATED DRINKS
코카콜라
100 ₽ 250 ml

/COCA-COLA

스프라이트
100 ₽ 250 ml

/SPRITE

물과 탄산 음료 /WATER AND CARBONATED DRINKS
토닉
90 ₽ 250 ml

레드 불
150 ₽ 250 ml

쥬스
100 ₽ 250 ml

바이칼 진주

/TONIC

/RED BULL

/ASSORTED JUICES

해로게이트
180 ₽ 250 ml

/BAIKAL PEARL

비 탄산수 / 탄산수

100 ₽ 250 ml
/HARROGATE

페리 어

/PERRIER

탄산수

180 ₽ 250 ml

수지 차 /HOME TEA
꿀 우유 푸에르

/PU-ERH ON MILK WITH HONEY
농장 꿀과 뜨거운 우유에 끓인 5 년산
팰래스 푸에르

260 ₽ 450 ml

월귤 나무 - 민트

/COWBERRY-MINT
수제 월귤 나무 잼, 민트,
레몬 주스와 실론 페코 홍차의 기준으로 작성

260 ₽ 450 ml
홈 과일
/HOME FRUIT
신선한 과일과 꿀이 향기로운 실론 페코 홍차

260 ₽ 450 ml

딸기와 꿀

/STRAWBERRY AND HONEY
허니부쉬, 루이보스, 잇 꽃 ,
수제 딸기 잼, 농장의 꿀이 함유

260 ₽ 450 ml

수지 차 /HOME TEA
바다 갈매 나무속

/SEA-BUCKTHORN
홍 실론 페코 차 및 하이랜드 녹차의 혼합,
바다 갈매 나무속 잼, 꿀, 레몬 쥬스

260 ₽ 450 ml

차 /TEA
하이랜드
160 ₽ 550 ml

녹색 재스민
160 ₽ 550 ml

/HIGHLAND

팰래스 푸에르
160 ₽ 550 ml

/PALACE PU-ERH

우유 울룽
160 ₽ 550 ml

/MILK OOLONG

오리지날 버가못
160 ₽ 550 ml

/GREEN JASMINE

실론 페코
160 ₽ 550 ml

/CEYLON PEKOE

요구르트 블랙베리
160 ₽ 550 ml
/BLACKBERRY IN YOGHURT

/ORIGINAL BERGAMOT

커피 /COFFEE
에스프레소
100 ₽ 30 ml

/ESPRESSO

아메리카노
120 ₽ 200 ml

우유아메리카노
130 ₽ 200 ml

카푸치노
150 ₽ 200 ml

라프
200 ₽ 250 ml

라테
160 ₽ 300 ml

/AMERICANO WITH MILK

/RAF

/AMERICANO

/CAPPUCCINO

/LATTE

셰프와 바매니저의 우정은 미친 협력에 반영되었다.
DAB는 요리와 이상적인 조합을 위하여 만들어진 예기치
않은 재료가 들어있는 8 개의 칵테일을 손님
주의와 맛 수용체에 제공한다.
바 및 요리의 걸작품을 먹고 마시고 영감을 얻어보십시오.

매일 22:0 0 부 터

먼스터 매리

/MONSTER MARY

위험한 미녀가 위장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 버거, 감자 칩, 작은 오이 피클,
올리브,블로디 마리아 반리터. 매리는 귀하 배가 고픈 것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580 ₽

둘체 무에르테
/DULCE MUERTE
수제 타라곤 리큐어,
레드 버몬트,
코코아 리큐어,
초콜렛 트뤼플.
포기하세오!

360 ₽

치킨 포르스
/CHICKEN FORCE
믿을 수없는 참신이 우리 술집에
나타났습니다! 호두 기름이 풍부한
보드카, 호두 시럽, 수제
크랜베리 잼, 계란 흰자,
크랜베리 비터, 레몬 후레쉬.
이미 "헨니펜니"버거와
친구가되고 손님의
머리를 돌렸다.

360 ₽

우유 플러스
/MILK PLUS
우리 바텐더는 이 크림 칵테일을 올드 바렐,
트리플세크, 크림 및 비밀 재료를
첨가하여 럼버잭 버거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했다.

360 ₽

스톤
사우어
/STONE SOUR

우리는 이스터 섬과 그
우상인 모아이의 신비를
밝혀냈습니다.
비밀 엘릭서의 성분:
페루 피스코, 화이트 와인,
레몬 후레쉬, 아마레토 시럽,
달걀 흰자, 후추 및 파르메산 치즈.

480 ₽

체리 바렐 스프리츠
/CHERRY BARREL SPRITZ
이것은 감옥에서 탈출하여
유리 잔에있었습니다. 아페롤,
오크 배럴에서 숙성된 수제
체리 리큐어, 아마레토 시럽,
스파클링 드라이 와인,
오렌지 비터, 민트,
신선한 오렌지와 달콤한
체리를 기반으로 만든
칵테일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마음을 얻은
아페롤스프리츠에
대한 비꼬는 말입니다.
토마토와 파르메산
치즈 파삭파삭 브루
스케트와 함께 제공
하고 귀하의 복부를
정복하겠다.

590 ₽

칵테일 메뉴/COCKTAIL MENU
쿠즈네칙

/GRASSHOPPER

민트 리큐어와 코코아 리큐어,
차가운 크림, 아이스크림

뉴
여름

390 ₽

문샤인

/MOONSHINE

뉴
여름

버터플라이 피 티 파란색
타이 차에 진, 레몬 프레쉬, 토닉,
바닐라 시럽과 달걀 흰자

380 ₽

산트로페

/SAINT-TROPEZ

딸기 아페리티프, 드라이 버몬트,
버번, 귤 시럽, 신선한 박하와 금귤

뉴
여름

370 ₽

물렌루즈

/MOULIN ROUGE

럼과 고지 열매로 만든 수제 팅크,
수박 시럽, 신선한 민트와 오이,
레몬 프레쉬

뉴
여름

380 ₽

부기 우기

/BOOGIE WOOGIE

할리 퀸

/HARLEY QUINN

로컬 코스모폴리탄

마이타이 다양성
오렌지 리큐어와 함께 오크 배럴에서 숙성된
럼의 여러 종류 혼합물, 라임 후레쉬, 신선한
파인애플, 아몬드 시럽, 신선한 민트

월귤나무 열매로 수제 담근술, 오렌지 리큐어,
수제 크랜베리 잼, 라임 후레쉬

360 ₽

360 ₽

DAB사우어

/DAB SOUR

DAB 은 추천합니다

아페롤, 진, 바닐라시럽, 레몬 주스,
앙고스투라 비터, 난백

350 ₽

민트 줄레프

/MINT JULEP

370 ₽

350 ₽
겨울 체리

/WINTER CHERRY

390 ₽

300 ₽

파인 줄레프

/SCARLETT

진, 마라시치노 리큐어, 크림,
체리주스, 아이스크림

아메리칸 위스키, 소다,
설탕 분말, 민트

진, 홈 메이드 파인 콘 잼,
민트, 레몬 쥬스,
설탕 분말

스칼렛

화이트 로마와 고지베리, 신선한 키위와
혼합된 타라곤 시럽, 레몬 후레쉬,
그레나딘 시럽, 바닐라설탕

/PINE JULEP

페니실린 칵테일
/PENICILLIN
스코틀랜드 위스키, 생강 시럽, 레몬 주스,
꿀, 섬 위스키 플로아트, 난백

390 ₽

레드불 칵테일 /RED BULL COCKTAILS
애프릴 매직

/APRIL WITCHCRAFT

멜랑콜리아의 의학
/REMEDY FOR MELANCHOLY

럼, 레몬 후레쉬, 아몬드 시럽,
트로픽 레드불, 말린 살구

무알콜

레몬 후레쉬, 신선한 과일 및 허브 시럽,
크랜베리 레드불, 수제 크랜베리 잼,
계피, 링곤 베리, 민트

350 ₽

350 ₽

샹그리아 및 크루션 /SANGRIAS AND WINE PUNCHES
트로픽 샹그리아
/TROPICAL SANGRIA

여름

베리 산그리아
/BERRY SANGRIA

화이트 드라이 와인, 앙고스투라 비터,
코코넛 및 복숭아 시럽, 레몬 프레쉬,
신선한 복숭아 및 라임, 파인애플

드라이 백포도주, 레몬 쥬스,
베리 믹스 및 체리, 오렌지,
계피를 사용하여 만든 시럽을

350 ₽

350 ₽
감귤 크류숸

/CITRUS CRUCHON

드라이 발포성 포도주, 과일 믹스,
레몬 주스, 설탕 시럽 및 오렌지 비터

350 ₽

블러드 메리 컬렉션 /BLOODY MARY COLLECTION
마리야 안투아네따 바베큐 매리
/MARIE ANTOINETTE

보드카, 향신료, 레몬 주스, 토마토 주스

300 ₽

/BBQ MARY

스코틀랜드 위스키, 향신료, 레몬 주스,
토마토 주스, 특별 바베큐 소스

300 ₽

맥주 칵테일 /BEER COCKTAILS
사이드 월커

/SIDEWALKER

짐빔애플, 레몬쥬스, 사과시럽,
라이트 맥주

/MINT BEER

라임, 민트, 설탕 시럽,
라이트 맥주

370 ₽

생강 맥주

민트 맥주
300 ₽

/GINGER BEER

라이트 맥주, 수제 생강 시럽,
레몬 주스, 설탕 시럽

오크앤드엘

/AUCH'N'L

오켄토샨 위스키, 레몬 주스,
설탕 시럽, 라이트 라거

300 ₽

350 ₽

샷 세트 /SHOT SETS
나무 딸기 크림 파이

/RASPBERRY CREAM-PIE
보드카, 나무 딸기, 레몬 주스, 꿀, 휘핑 크림, 바질

1000 ₽ 6*40 ml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PINEAPPLE EXPRESS

화이트 럼, 열정 과일 퓨레, 파인애플 주스, 레몬 주스,
코코넛 시럽, 신선한 파인애플

1000 ₽ 6*40 ml

우리브랜드 음료

/BRANDED INFUSIONS

바텐더 또는 웨이터에게 음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900 ₽ 1/6 shots

칵테일 바카디 마티니 /BACARDI|MARTINI COCKTAILS
봄베이 토닉

/BOMBAY TONIC

봄베이 사파이어,토닉, 라임, 아이스

450 ₽

마티니 토닉

/MARTINI TONIC ROSSO
마티니 로쏘, 토닉, 오렌지, 아이스

350 ₽
/MARTINI TONIC

마티니 비앙코, 토닉, 라임 후레쉬, 아이스

350 ₽

마티니 토닉 로쏘
바카디 쿠바 리브레
/BACARDI CUBA LIBRE

바카디 카르타 오로, 콜라, 라임 후레쉬, 아이스

400 ₽

칵테일 바카디 마티니 /BACARDI|MARTINI COCKTAILS
바카디 무치토

/BACARDI MOJITO

바카디 카르타 블랑카, 설탕 시럽, 소다수,
신선한 민트, 라임 후레쉬, 아이스

380 ₽

마티니 네그로니
/MARTINI NEGRONI
마티니 로쏘, 마티니
레세르바 비터, 진,
오렌지, 아이스

400 ₽

베르무트 /VERMOUTH
마티니 로소

/MARTINI ROSSO

마티니 비앙코

/MARTINI BIANCO

250 ₽ 40 ml

250 ₽ 40 ml

마티니 드라이

돌린 루즈

250 ₽ 40 ml

300 ₽ 40 ml

돌린 블랑 /DOLIN BLANC
250 ₽ 40 ml

돌린 드라이 /DOLIN DRY
300 ₽ 40 ml

/MARTINI EXTRA DRY

/DOLIN ROUGE

아일랜드 위스키 /IRISH WHISKEY
제임슨 /JAMESON
300 ₽ 40 ml

다블리너 /DUBLINER
350 ₽ 40 ml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SCOTCH BLENDED WHISKEY
블랙보틀
/BLACK BOTTLE

420 ₽ 40 ml

시바스 리갈 12년산

/CHIVAS REGAL 12 Y.O.

380 ₽ 40 ml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 /SCOTCH BLENDED WHISKEY
듀아르스15년

/DEWAR’S 15 Y.O.

스코틀랜드 샘물과 함께 제공함

380 ₽ 40 ml

MALT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 /BLENDED
SCOTCH WHISKEY

라프로익 10년

/MACALLAN FINE OAK 12 Y.O.

/LAPHROAIG 10 Y.O.

450 ₽ 40 ml

480 ₽ 40 ml

만키 쇼울더

/AUCHENTOSHAN AMERICAN OAK

/MONKEY SHOULDER

350 ₽ 40 ml

450 ₽ 40 ml

미국산 위스키 /AMERICAN WHISKEY
잭다니엘

잭다니엘 허니

300 ₽ 40 ml

330 ₽ 40 ml

메이커스 마크

잭대니얼 싱글 배럴

/JACK DANIELS

/JACK DANIELS HONEY

/MAKER'S MARK

/JACK DANIELS SINGLE BARREL

300 ₽ 40 ml

330 ₽ 40 ml
몬타나 부르봉
/MONTANA BOURBON

400 ₽ 40 ml

풍성한 버본 /FLAVOURED BOURBON
짐빔 레드스태그

짐빔 애플

280 ₽ 40 ml

280 ₽ 40 ml

/JIM BEAM RED STAG

/JIM BEAM APPLE

코냑 /COGNAC
쿠르부와지에 VS

쿠르부와지에 VSOP

330 ₽ 40 ml

430 ₽ 40 ml

/COURVOISIER VS

/COURVOISIER VSOP

브랜디 /BRANDY
올드 배럴 VSOP

토레스 5 년산

/OLD BARREL VSOP

/TORRES 5 Y.O.

220 ₽ 40 ml

250 ₽ 40 ml

럼 /RUM
론 데 제레미

바카디 카르타 네그라

/RON DE JEREMY

/BACARDI CARTA NEGRA

바카디 그란
레제르바 8년

/BACARDI CARTA DE ORO

220 ₽ 40 ml

300 ₽ 40 ml

/BACARDI GRAN RESERVA 8 Y.O.

280 ₽ 40 ml

바카디 카르타 오로

220 ₽ 40 ml

바카디 카르타 블랑카

/BACARDI CARTA BLANCA

220 ₽ 40 ml

럼 /RUM
오크하트 오리지날
250 ₽ 40 ml
/OAKHEART ORIGINAL

블랙웰 파인
250 ₽ 40 ml
/BLACKWELL FINE

카차카 사가티바 푸라 플랜테이션 자마이카
250 ₽ 40 ml
450 ₽ 40 ml
/CACHACA SAGATIBA PURA

/PLANTATION JAMAICA

세일러 제리
300 ₽ 40 ml
/SAILOR JERRY

비터 /BITTERS
샴배리제
250 ₽ 40 ml
아페롤
220 ₽ 40 ml

베헤로브카
220 ₽ 40 ml
캄파리
220 ₽ 40 ml

/CHAMBERYZE

/BECHEROVKA

/APEROL

/CAMPARI

압생트
440 ₽ 40 ml

/MARTINI RISERVA BITTER

/ABSINTHE

마티니 레제르바 비터
220 ₽ 40 ml

리큐어 /LIQUEURS
아마레또
/AMARETTO

300 ₽ 40 ml

슈즈 데 오트레푸아
260 ₽ 40 ml

/SUZE D'AUTREFOIS

리큐어 /LIQUEURS
삼부카
250 ₽ 40 ml
바일리스

드람부이
250 ₽ 40 ml
칼루아

250 ₽ 40 ml

250 ₽ 40 ml

예거마이스터

말리부

280 ₽ 40 ml

250 ₽ 40 ml

/SAMBUCA

/DRAMBUIE

/KAHLUA

/BAILEYS

/JAGERMEISTER

/MALIBU

보드카 /VODKA
핀란드

핀란드 북부 열매

190 ₽ 40 ml

190 ₽ 40 ml

핀란드 크랜베리

베다

190 ₽ 40 ml

180 ₽ 40 ml

/FINLANDIA NORDIC BERRIES

/FINLANDIA

/FINLANDIA CRANBERRY

/VEDA

벨루가 노블
/BELUGA NOBLE

220 ₽ 40 ml
100%
BLUE AGAVA
테킬라 100% 블루 어게이브 /TEQUILA

엘 히마도 블랑코

/EL JIMADOR BLANCO

№1 MEXICAN TEQUILA

280 ₽ 40 ml

레겐다 레드
밀라크로 실버
/LEGENDA DEL MILAGRO SILVER

280 ₽ 40 ml

100%
BLUE AGAVA
테킬라 100% 블루 어게이브 /TEQUILA

레겐다 레드 밀라크로 레포사도

/LEGENDA DEL MILAGRO REPOSADO

300 ₽ 40 ml

진 /GIN
헨드릭

/HENDRICK'S

390 ₽ 40 ml
볼스 쥬니버

/BOLS GENEVER

350 ₽ 40 ml
에비에이션

/AVIATION

280 ₽ 40 ml

비피터

/BEEFEATER

250 ₽ 40 ml
봄베이 사파이어

/BOMBAY SAPPHIRE

300 ₽ 40 ml

제네로우스

/GENEROUS

350 ₽ 40 ml

제네로우스

/DRAUGHT
BEER

후가르덴

스파텐

290/410 ₽ 300/500 ml

270/380 ₽ 300/500 ml

벨 위유 크리크

바드

280/390 ₽ 300/500 ml

170/270 ₽ 300/500 ml

/HOEGAARDEN

/BELLE-VUE KRIEK

/KOZEL CERNY

170/270 ₽ 300/500 ml

/SPATEN

/BUD

말스 와이젠 라이트
(필터링되지 않은 맥주)
/MALZ WEIZEN NON-FILTERED LAGER BEER

200/310 ₽ 300/500 ml

병 맥주 /BOTTLED BEER
코로나 엑스트라

벡스

220 ₽ 330 ml

230 ₽ 300 ml

/CORONA EXTRA

무알콜

/BECK’S

공예 맥주 /CRAFT BEER
우리의 특별한 공예 맥주의 품종 및 가용성에
대한 귀하의 종업원이나 장례식장에 확인하십시오

붉은 포도주 /RED WINE
네로다볼라

카버네 소비뇽

250/1250 ₽ 150/750 ml
메를로

260/1300 ₽ 150/750 ml

드라이 /NERO D'AVOLA DRY

드라이 /CABERNET SAUVINGNON DRY

드라이 /MERLOT DRY

280/1400 ₽ 150/750 ml

백포도주 /WHITE WINE

피노 그리지오 디오시

보르도

350/1750 ₽ 150/750 ml

270/1350 ₽ 150/750 ml

/PINOT GRIGIO DOC

세미스위트 /BORDEAUX SEMI-SWEET

위우라

드라이 /PINOT GRIGIO IGT DRY

280/1400 ₽ 150/750 ml

드라이 /VIURA DRY

240/1200 ₽ 150/750 ml

샤르도네
드라이 /CHARDONNAY DRY

300/1500 ₽ 150/750 ml

발포성 포도주

/SPARKLING WINE

마티니 프로세코

마티니 아스티

500 ₽ 150 ml

500/1900 ₽ 150/750 ml

프레스켈로 로제

프레스켈로 퓨

270/1350 ₽ 150/750 ml

270/1350 ₽ 150/750 ml

/MARTINI PROSECCO

드라이 /FRESCHELLO ROSE DRY

스위트 /ASTI MARTINI SWEET

드라이 /FRESCHELLO PIU DRY

큐브 돌체

스위트 /CUVEE DOLCE SWEET

1350 ₽ 750 ml

팔찌를
위한 샷
우리는 모든 클럽의 팔찌를 브랜드 샷으로 변경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03:00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