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ease let us know in advance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issues.
알러지나 그 외 식이 조절식이 있는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류 (Eggs) , 우유  (Milk), 돼지고기 (Pork), 밀 (Wheat), 갑각류 (Crustacean)
조개류 (Shelfish), 소고기 (Beef), 토마토 (Tomato), 견과류 (Nut products)

오징어 (Squid), 닭 (Chicken), 카페인  (Caffeine)

KOREAN TEA  

Mugwort Tea - Tea Collective

Pumpkin Tea - Tea Collective   

Persimmon Leaf Tea - Tea Collective

 

Pine Needle Tea

よもぎ茶

カボチャ茶

 柿の葉茶

松葉茶

16,000

17,000

17,000

17,000

17,000

15,000

17,000

CAFE SPECIALTIES

Cacao 61% Chocolate - P.Chokko 
カカオ 61% チョコレート-P.Chokko
카카오 61% 초콜릿 

Sewpur Estate Assam Milk Tea - Rishi Tea
アッサムミルクティー Rishi Tea
세푸 에스테이스 아쌈 밀크티

16,000

16,000

쑥차

호박차

감잎차 

솔잎차

All milk based beverages are lactose free.
우유가 함유된 모든 음료는 락토프리 우유(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사용합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itron Tea

Jujube Tea

Ginger Tea

柚子茶

ナツメ茶

ショウガ茶

유자차

대추차

 생강차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ERBAL TEA 

Serenity - Tavalon
セレニティ - Tavalon
캐모마일, 페퍼민트, 레몬그라스, 루이보스, 바닐라를 블렌딩한 
매력적인 허브차

Royal Chamomile - Tavalon  
ロイヤルカモミール -  Tavalon
부드럽고 향긋하면서도 유쾌한 향을 선사하는 카모마일 꽃차

Marigold - 길은꽃차
マリーゴールド - 길은꽃차 -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은은한 꽃 향과 고소한 맛이 나는 꽃차

16,000

17,000

16,000

FRUIT & HERBAL TEA  

16,000Crimson Punch - Tavalon  
クリムソンポンチ - Tavalon
크랜베리, 체리, 히비스커스, 사과, 오렌지가 믹스되어 
새콤달콤한 맛의 허브차

Grapefruit Ade 
グレープフルーツエード
자몽 에이드

Lemon Ade 
レモネード
레몬 에이드

Orange Ade 
オレンジエード
오렌지 에이드

17,000

17,000

17,000

FRESH FRUIT ADE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IDE DISH

Special Dried Snacks

Fresh Fruit in Platter

Cheese Selection with Dried Fruits, Walnut and Sticks

35,000

38,000

40,000

特選ドライスナック

旬の果物の盛り合わせ

チーズの盛り合わせとクラッカー

특선 마른안주 육포 (쇠고기:외국산)

계절 과일

모둠 치즈와 크래커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raft Beer

Red Rock
レッドロック 레드락
섬세한 홉의 향기와 청량하고 깔끔한 피니쉬로 훌륭한 밸런스를
자랑하는 앰버 라거입니다.
ABV(알콜도수) 5.0%    IIBU(쓴맛) 15

 

Brewdog Punk IPA 
ブルドッグファンクIPA  브루독 펑크 IPA
뉴질랜드 홉의 풍부한 자몽, 파인애플, 리치 등의 열대과일 향과
쌉싸름하고 강렬한 피니쉬가 특징인 맥주입니다.
ABV(알콜도수) 5.6%  IBU(쓴맛) 35 

10,000

 

12,000

Craft Beer

Seoraksan Stout
ソラクサン スタウト 설악산 스타우트
풍부한 바디감, 비스킷 향과 흙 내음에 민트와 초콜릿 향이 가미됐으며,
드라이한 풍미, 커피의 맛과 보리의 밸런스가 조화되는 맥주입니다.
ABV(알콜도수) 5.6%  IBU(쓴맛) 37 

The Gentleman Lager
ジェントルマン·ラガー 더젠틀맨
홉을 충분히 사용하여 맛의 깊이를 더하였고, 알코올 도수는 높지만 
맛이 깔끔하고 음용성이 좋은 라거입니다.
ABV(알콜도수) 7.6%  IBU(쓴맛) 38 

10,000

12,000

All milk based beverages are lactose free.
우유가 함유된 모든 음료는 락토프리 우유(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사용합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FFEE

Espresso   

Affogato

14,000

17,000

エスプレソ

アフォガート

Americano

Einspanner 

Cappuccino 

Café Latte 

Vanilla Latte 

Caramel Macchiato

Café Mocha  

14,000

15,000

15,000

15,000

16,000

16,000

16,000

アメリカーノ

アインスパナー

カプチーノ

カフェラテ

バニララテ

キャラメルマキアート

カフェモカ 

에스프레소 

아포가또 (비앙코라떼, 달고나 중 택 1)

1910 Coffee  

I Love Paris 

15,000

15,000

アイラブパリ

パリが大好きです

BACHA DRIP COFFEE

1910 커피

아이 러브 파리

Seville Orange 15,000
セビリアオレンジ
세비아 오렌지

아메리카노

아인슈페너

카푸치노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키아또

카페 모카 



ROOIBOS TEA 

Rooibos Vanilla - Tavalon
ルイボスバニラ - Tavalon           
유기농 루이보스와 마다가스카르산 버번 바닐라빈을 블랜딩하여 풍부한 
맛과 향이 특징

16,000

DAMMANN FRERES TEA 

17,000Jardin Bleu 
ジャルダン·ブルー
"푸른 정원" 이란 의미로 풍부한 천연 루바브 향과 달콤한 딸기향이
엄선된 홍차가 조합된 가향티

17,000Pomme D'Amour Tea 
  ポム·ダムール·ティー
홍차와 달콤한 사과맛의 절묘한 조화와 마라스키노향이
특징인 가향차

17,000Gout Russe 
  痛風ルース
다만프레르의 장라퐁이 1950년 그의 부인을 위해 만든 최초의 가향티로,
 신선하고 풍부한 오렌지 향이 특징인 시그니처 가향홍차

BLACK TEA 

17,000Darjeeling - Tavalon
ダージリン  - Tavalon
인도 다즐링지역에서만 소량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홍차로,
청포도 특유의 향과 맛이 특징인 홍차

17,000Earl Grey Reserve - Tavalon
アールグレイ リザーブ  - Tavalon
천연 베르가못 오일을 블렌딩하여 은은한 향과 진한 여운을 남기는
배르가못향이 특징인 홍차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lueberry Juice
ブルーベリージュース
블루베리 주스

Persimmon Juice
熟柿ジュース
홍시 주스

Fresh Orange Juice
オレンジジュース
오렌지 주스

Fresh Tomato Juice
トマトジュース
토마토 주스

Fresh Kiwi Juice
キーウィジュース
키위 주스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FRESH FRUIT JUICE 

Sprite, Coke, Diet Coke
スプライト, コーラ, ダイエットコーラ
스프라이트, 콜라, 다이어트 콜라

Evian 
エビアン
에비앙

Perrier
ペリエ
페리에

10,000

10,000

13,000

SOFT DRINK 



Alla Diavola
Chorizo Picante, Peperoncino

Quattro Formaggio 
Assorted Cheese Pizza

32,000

35,000

チョリソ,ペペロンチノをトッピングしたやや辛いピザ

4種類チーズピザ

PIZZA 

21,000

23,000

SANDWICH

Club Sandwich (Lettuce, Tomato, Bacon, Chicken, Egg)

Homemade Avocado Burger

クラブサンドイッチ

 

手づくりアボカドバーガー

 

20,000

22,000

24,000

Caesar Salad

Salad of Marinated Salmon with Honey Sauce

Grilled Beef Striploin, Garlic and Green Salad

ロメインレタスを添えたシーザーサラダ

 

ホルスレディスィ,蜜,クリームで味付けしたサーモングラブラックスサラダ

グリルサーロインサラダ

SALAD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메인 레터스를 곁들인 시저 샐러드
베이컨(돼지고기:외국산)
 

홀스레디쉬, 꿀, 크림으로 맛을 낸 연어 그라브락스 샐러드

그릴향의 채끝등심구이 샐러드
채끝등심(쇠고기:국내산 한우)

클럽 샌드위치
베이컨(돼지고기:미국산), 닭고기(국내산)
 

수제 아보카도 버거
쇠고기(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초리조 피칸테, 페페론치노를 토핑한 매콤한 피자
초리초(돼지고기:스페인산)

네가지 모둠 치즈 피자           

All rates include 10% VAT.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ottle Beer

Paulaner Hefe-Weissbier
パウラーナー・ヘーフェ・ヴァイスビア 파울라너 헤페 바이스비어
망고와 파인애플의 맛과 향에 적당한 쓴맛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맥주입니다.
ABV(알콜도수) 5.5%

Kronenbourg 1664, Blanc
クローネンブルグ1664,ブラン  크로넨버그 1664,블랑
부드러운 청량감과 과일향, 상큼한 시트러스향까지 느낄 수 있는 
맥주입니다.
ABV(알콜도수) 5.0%

Corona
コロナ 코로나
쌀을 사용해 쓴 맛이 적고 가벼워 청량음료와 같은 깔끔한 맛을 
내는 맥주입니다.
ABV(알콜도수) 4.6%

Oedipus Pilsner
オイディプスピルスナー 오이디푸스 필스너
사츠홉과 100% 필스너 몰트를 발효한 깔끔한 바디의 
독일 스타일 필스너 맥주입니다.
ABV(알콜도수) 5.0%

9,000

Heineken 0.0
ハイネケンノンアルコール
하이네켄0.0은 기존 하이네켄과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공정을
통해 알콜만 추출하고 본연의 풍미와 향은 그대로 담은
논알콜 맥주입니다. 
ABV(알콜도수) 0.0%

10,000

10,000

10,000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