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ISKY PROMOTION

위스키 1종 + 안주 1종

SET

상기 프로모션은 할인불가 상품입니다.

· 국내 프리미엄 위스키 중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 감귤 향이 코를 강하게 자극하는 복합적인 

    첫 느낌을 가진다. 

윈저 17년
450ml

WINDSOR

250,000KRW

골든블루 17년
450ml

GOLDEN BLUE

잘 익은 사과 향이 풍부하게 나며,

달콤한 바닐라 향이 부드러운 느낌과

그윽한 풍미에 코코넛 향의 부드러운 조화.

250,000KRW



WHISKY PROMOTION

프리미엄 위스키 2종 중 택1 + 안주 1종

SET

※상기 프로모션은 세금 포함된 가격입니다.
The Price Includes Tax.

발렌타인 21년
500ml 500ml

로얄 살루트 21년

370,000KRW



 

 

PREMIUM SNACKS
프리미엄 안주

Please inform us on any food allergy or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특정음식의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반응이 있는 고객께서는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

위 메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금 포함된 가격입니다.
The above menu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the prices include tax.

(소고기:호주산)

 50,000KRW

쇠고기 찹 스테이크
Chopped beef steak with salad

KRW

스페셜 치즈

45,000

Assorted cheese platter

KRW45,000

계절과일
Seasonal fresh fruits

 

 

모듬 소세지

KRW40,000

Assorted sausages

(돼지고기:국내산,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돼지고기-프로슈토:이탈리아산, 돼지고기-베이컨:수입산)

45,000

모듬 카나페
Canape Plate

KRW



KRW

 

 

Please inform us on any food allergy or food intolerance you may have to assist your needs.
특정음식의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반응이 있는 고객께서는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

위 메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금 포함된 가격입니다.
The above menu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the prices include tax.

(닭고기:태국산)

 40,000KRW

버팔로 닭날개구이&칠리소스
Chicken wing stick with chilli sauce

(오징어:원양산, 새우:베트남, 낙지:베트남, 가리비:중국)

 40,000KRW

바질페스토 해산물볶음
Stir-fried seafood with basil pesto

 

(소고기:호주산)

35,000KRW

스페셜 화덕 피자
Special pizza

KRW

(우육포:호주산, 오징어:원양산)

32,000

마른 안주
Dry sancks

PREMIUM SNACKS
프리미엄 안주

로즈 연어와 샐러드

40,000

Rose salmon and salad

(연어:노르웨이)



(700ml)

AMERICAN WHISKY 

300,000

SCOTCH PREMIUM 

(700ml) 800,000

(500ml) 550,000

(700ml) 2,400,000

720,000(700ml)

540,000(500ml)

540,000(700ml)

380,000(500ml)

(700ml) 920,000

(500ml) 660,000

(750ml)
480,000



MALT SCOTCH WHISKY

(700ml) 460,000

(700ml) 320,000

(700ml) 320,000

LOCAL PREMIUM WHISKY 

(500ml) 380,000

(450ml) 280,000

(450ml) 280,000

(700ml) 600,000



(750ml) 380,000

 (750ml) 280,000

TEQUILA

VODCA

(700ml)

(700ml)

260,000

260,000

(700ml) 260,000

(700ml) 920,000

COGNAC

JUICE

14,000

15,000

스미노프 애플

파인애플 쥬스PINEAPPLE JUICE

PERRIER 페리에

9,000

6,000



SCOTCH PREMIUM 

110,000발렌타인 30년

45,000조니워커블루

40,000로얄살루트 21년

40,000발렌타인 21년

30,000발렌타인 17년

25,000그렌리벳 15년

25,000호세 쿠엘보 1800

헤네시 엑스오

레미마틴 엑스오

45,000

45,000

발렌타인 3종
(17Y, 21Y, 30Y)

150,000

GLASS WHISKY

30,000

25,000

싱글톤18년

발베니 12년

SET

MALT SCOTCH WHISKY

TEQUILA

COGNAC

SINGLETON

GLENLIVET



세금 포함된 가격입니다.  The Price Includes Tax.

카스CASS 11,000(KOREA)

테라TERRA 11,000(KOREA)

기네스GUINNESS 15,000(IRELAND)

산미구엘SAN MIGUEL 15,000(PHILIPPINES)

칭따오TSINGTAO 15,000(CHINA)

호가든HOEGAARDEN 15,000(BELGIUM)

BOTTLE BEER
병맥주

DRAFT BEER

GUINNESS 기네스
62,000

425cc
1,700cc

18,000(IRELAND)

HEINEKEN 하이네켄 16,000
52,000

460cc
1,700cc

(DUTCH)

TERRA 테라 11,000
36,000

500cc
1,700cc

(KOREA)

PAULANER 파울라너 라거 16,000
52,000

330cc
1,700cc

(DUTCH)

STELLA 스텔라 16,000
52,000

400cc
1,700cc

(BELGIUM)

생맥주

ASAHI 16,000
52,000

410cc
1,700cc

(JAPAN) 아사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