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NKS
·몽키 47 500㎖ _180 ·몽키 47 슬로 진 500㎖ _180
독일 블랙 포레스트에서 100% 수작업으로 만든 최고급 진 몽키 47은 식전과 식후 입안에 청량감을 안겨줍니다. / 새로 나온 슬로진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선보입니다.
·몽키 토닉 몽키 47, 토닉 워터 _15
· New! 몽키 슬로 리모나타 몽키 47 슬로 진, 산펠레그리노 리모나타 _15
지상 최고의 진토닉 / 몽키 슬로와 상큼한 리모나타가 기가 막히게 어우러집니다.
·보드카 토닉 아우어보드카, 토닉워터 /·보드카 오렌지 아우어보드카, 오렌지주스 _9
·깜파리 소다 깜파리, 탄산수 /·깜파리 오렌지 깜파리, 오렌지 주스 _9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온, 달콤 쌉싸름한 빨강 리큐르 깜파리 베이스 칵테일들은 식전 입맛을 북돋아줍니다. / 깜파리가 처음이신 분들께 가장 무난한 칵테일입니다.

·아메리카노 깜파리, 마티니 로쏘, 탄산수 _10
밀라노 멋쟁이 파브리지오 콜롬보 씨가 퇴근후 자신만의 시간을 시작하는 칵테일 레시피입니다.

·화요 25 375㎖ _ 23 /병 _3 /샷 or 온더락 _5 /+토닉 or +오렌지주스
·화요 41 375㎖ _40 /병 _3 /샷 or 온더락 _5 /+토닉 or +오렌지주스
토닉을 섞어도 좋고 언더락으로, 혹은 샷으로 마셔도 좋은 술 화요. 가격 부담을 확 내려 드립니다.

·안동소주 23 300㎖ _8 /병 _2 /샷 or 온더락 _4 /+토닉 or +오렌지주스
구수한 곡향이 일품입니다. 언더락 잔에 얼음을 넣어 드시면 저희 음식과 한결 부드럽게 어우러집니다.

·한라산 / 대장부 _5 /병 _1 /샷 or 온더락 _3 /+토닉 or +오렌지주스
· New! 서울의밤 _9 /병 _2 /샷 or 온더락 _4 /+토닉 or +오렌지주스
·보해 복분자 _13 /병 _2.5 /샷 or 온더락 _4.5 /+토닉
·백화수복 냉 / 온 _4.5 /잔 · 화랑 _12 /병 _2 /샷
·매실원주 15 _16 /병 _3 /샷 or 온더락 ·매실원주 20 _25 /병 _5 /샷 or 온더락
화이트 와인에 매실 원액을 혼합해 만드는 기존 매실주와 달리 매실 원액 100%에 제주 벌꿀을 섞어서 만든 진짜 매실주입니다.

·하이네켄 생 350㎖ _7 ·필스너 우르켈 _6.5 ·카스 _5 ·몬티스 블랙 _8

·하우스 와인 화이트 아일랜드 이스터 샤도네 (칠레) / 레드 안타레스 까베르네 쇼비뇽(칠레) _8 /잔 49 /병
·샤또 보네 쇼비뇽 블랑 (프랑스) 750㎖ _59
강추! 싱그러운 과일향이 화사한 쇼비뇽 블랑 베이스의 보르도 출신 화이트 와인입니다. 무겁지 않아 식전과 식후에 두루 어울립니다.

·샤또 드 레스탕 보르도 (프랑스) 750㎖ _62
매우 부드러운 첫인상을 주는 드라이 레드와인입니다.

·바이 라피에르 (프랑스) 750㎖ _59
초강추! 샴페인 산지인 상파뉴 지방에서 불과 30분 거리에서 생산하는 최고수준의 크레망(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부드러운 기포와 크리미한 미네랄 향이 일품입니다.

·에스텔라도 로제 (칠레) 750㎖ _59
스페인의 저명한 와인가문 토레스가 칠레에서 생산하는 드라이한 로제 스파클링입니다. 달지 않고 향긋한 풍미가 다음 잔을 부릅니다.

·헨켈 트로켄 (독일) 200㎖ _18

달달한 맛이 나 식후에 입가심 용으로 좋습니다. 달콤한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모에샹동 (프랑스) 200㎖ / 375㎖ _39 / 79
·뵈브 클리코 (프랑스) 375㎖ _ 82

가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샴페인이죠. 가격은 더 편해졌습니다.

모에샹동 보다 산도가 높아서 시큼한 첫맛이 납니다.

·뤼나 블랑드블랑 (프랑스) 750㎖ _230
비교 불가 샴페인의 왕입니다. 기분좋은 우유향과 탄탄한 기포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집니다. 한국 수입이 곧 중단 됩니다. 빠르크에서 마지막 물량을 독점판매 합니다.

DRINKS
·Monkey 47 500ml _180
· New! Monkey Sloe Gin 500ml _180
·Monkey Tonic Monkey 47, Tonic Water _15
·

New!

Monkey Sloe Limonata Monkey Sloe Gin, San Pellegrino Limonata _15

·Vodka Tonic OUR vodka, Tonic Water ·Vodka Orange OUR vodka, OJ _9
·Campari Soda Campari, Soda Water ·Campari Orange Campari, OJ _ 9
·Americano Campari, Martini Rosso, Soda Water _10
·Hwayo 25 375㎖ _23 /B _3 /G _5 /+ Tonic Water or + OJ
·Hwayo 41 375㎖ _40 /B _3 /G _5 /+ Tonic Water or + OJ
Premium Korean Soju. Delicate taste. Goes along great with Tonic Water.

·Andong Soju 23 300㎖ _8 /B _2 /G _4 /+ Tonic Water or + OJ
Grainy taste, Tradtional recipe from Southeastern part of the Peninsular.

·Hallasan / DaeJangBu _5 /B _1/G _3 /+ Tonic Water or + OJ
Traditional Soju from Jeju Island. / Smooth & Lighter New Soju, Touch of Sake

· New! Seoul's Night _9 /B _2 /G _4 /+ Tonic Water or +OJ

·Bokbunjajoo Black Raspberry Wine _13 /B _2.5 /G _4.5 /+ Tonic Water
·Bakhwasubok _Hot or Cold _4.5 /G ·HwaRang _12 /B _2 /G
Korean Version of Sake.

·Maesilwonju 15 100% Plum Wine _16 /B _3 /G
·Maesilwonju 20 100% Plum Wine _25 /B _5 /G
Beautiful Korean Plum wine made following the traditonal recipe using 100% Korean Plum & Jeju honey.

·Heineken Draught 350㎖ _7 ·Monteith Black_8 ·Pilsner Urquell_6.5 ·Cass _5
·House Wine _8 /G _49 /B
White Island Easter Chardonnay (Chille)
Red Antares Cabernet Sauvignon (Chille
·Chateau Bonnet (France) 750㎖ _59 (Sauvignon Blanc + Semillon-Muscadelle, Fruity & Elegant)
·Chateau De L'estang (France) 750㎖ _62 (Castillon - Côtes de Bordeax)
·Bailly Lapierre (France) 750㎖ _ 59 (Superb Dry Sparkling from Bourgogne, Creamy & Mineral)
·Estelado Rosé (Chille) 750㎖ _59 (Dry Rose Sparkling, Flowery & Upbeating Acidity)
·Henkell Trocken (Germany) 200㎖ _18 (A bit Sweet Sparkling)
·Moet & Chandon (France) 200㎖ / 375㎖ _39 / 79
·Veuve Clicquot (France) 375㎖ _82
·Ruinart Blanc de Blanc (France) 750㎖ _230 the KING.

Prices Shown Above Are in THOUSAND of 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