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일 주스 

오키나와 현산 100% 시콰사 주스 1,200 엔 

이시가키지마 섬 생산 100% 파인애플 주스                    1,200 엔 

이시가키지마 섬 생산 패션후르츠 주스 1,200 엔 

100% 아세롤라 주스 1,200 엔 

망고 주스 1,000 엔 

무염 완숙 토마토 주스 1,000 엔 

손으로 짠 100% 오렌지 주스 1,600 엔 

 

 

과일 & 비네가 드링크  

망고 & 사과 식초 드링크 1,000 엔  

포도 ＆ 베리 식초 드링크 1,000 엔 

사과 식초 드링크 1,000 엔 

 

 

 

 

 

 

 

 



샴페인 & 샴페인 칵테일 

 

  루이 로드레 브뤼트 프르미에 

  Brut Premier/Louis Roederer 

 

  프레스티지・샹파뉴「크리스털」로 유명한 제조사, 

루이 로드레의 스탠더드 샹파뉴. 

  풍부한 향과 과일 맛, 진하고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글라스 2,000 엔/병 (750ml)  12,000 엔 

 

 

뵈브 클리코 퐁사르당 브뤼 

Ponsardin brut/Veuve clicquot   

 

1772 년 창업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품종. 깔끔하고 

풍요로롭고 산뜻한 맛과 부드럽게 거품이 이는 것을 

즐겨보세요. 

                          병(750ml) 15,000 엔 

 

 

망고 샴페인 칵테일 2,000 엔 

시콰사 샴페인 칵테일 2,000 엔 

패션후르츠 샴페인 칵테일 2,000 엔 

아세롤라 샴페인 칵테일 2,000 엔 

파인애플 샴페인 칵테일                                      2,000 엔 

키르 로얄                                   2,000 엔 

 

 

상기 금액은 세금 불포함 가격입니다. 소비세는 별도입니다. 봉사료는 받지 않습니다. 

 



아와모리  

 

본 섬의 북부              글라스      한 홉  

모토부초  가네야마 15 년 고주(古酒)  43 도   1,800 엔    5,000 엔 

  온나손  만자 고주(古酒)         43 도       1,000 엔      2,500 엔 

긴초  마쓰후지 한정고주(古酒) 43 도  1,200 엔   3,000 엔 

 

본 섬의 중부 

차탄초  차탄초로 고주(古酒)   25 도    1,200 엔    3,000 엔 

 

본 섬의 남부 

나하시  우미노쿠니 10 년 고주(古酒)   43 도 1,300 엔   3,500 엔 

  나하시  오모로   21 년 고주(古酒)   40 도  1,800 엔     5,000 엔 

 

 낙도의 주조장  

구메지마 섬  구미 18 년 고주(古酒)  43 도     1,500 엔    4,000 엔 

미야코지마 섬  기쿠노쓰유 V.I.P 골드 30 도  1,000 엔    2,500 엔 

이시가키지마 섬  오모토 고주(古酒)  43도   1,200엔    3,000엔 

하테루마지마 섬 아와나미   30 도             2,000 엔     －    

 

아와모리 칵테일 

아와모리와 과일주스나 차를 조화시킨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망고 ＆ 아와모리 1,000 엔 

시콰사 ＆ 아와모리  1,000 엔 

패션후르츠 ＆ 아와모리 1,000 엔 

아세롤라 ＆ 아와모리 1,000 엔 

파인애플 ＆ 아와모리      1,000 엔 

산삔차(재스민차) ＆아와모리     1,000 엔 

우롱차 ＆아와모리      1,000 엔 

웃친차(심황차)＆아와모리       1,000 엔 

아와모리 하이볼        1,000 엔 

 



소주  

고구마 소주                                 잔        한 홉 

도미노호잔       가고시마 25 도  1,000 엔   2,500 엔 

 

보리 소주 

깃초무          오이타 25 도              1,000 엔    2,500 엔 

 

쌀 소주 

야마세미          미야자키 25 도 1,000 엔    2,500 엔 

 

니혼슈  

데와자쿠라 유키만만 다이긴조(大吟醸)  아마가타  ＊찬술로도 즐겨주세요. 2,400엔 

고시노칸바이 벳센다이긴조(別撰本醸造) 니가타  ＊찬술이나 데운 술로도 즐겨주세요.  1,800엔 

 

 

매실주 

우메야 매실주         （잔） 1,000 엔 

유자 매실주          （잔） 1,000 엔 

시콰사 매실주           （잔）                      1,000 엔 

 

맥주  

오리온맥주        （작은병）             900 엔 

아사히 슈퍼드라이 （작은병）        900 엔 

에비스 맥주      （작은병）          900 엔 

기린 프리          （작은병）무알콜 맥주         900 엔 

프리미엄 몰츠 생맥주 글라스        1,000 엔 

 

*위스키, 브랜디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세금 불포함 가격입니다. 소비세는 별도입니다. 봉사료는 받지 않습니다. 



레드 와인 

레 마에스트렐레/산타 크리스티나 안티노리 

Le Maestrelle/ Santa Cristina Antinori  

 

보랏빛을 띤 루비색, 짙고 풍부한 향과 울림이 있는 바디감으로 좋은 

타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글라스 1,800엔/병(750ml) 10,000엔 

 

쥬브레 샹베르땡/르네 르끌레르 

Gevrey chambertin/Rene Leclerc   

 

프랑스 보르고뉴를 대표하는 레드와인. 깊이 있는 색조, 깊고 

기품있는 향을 함께 갖춘 추천드리는 일품입니다. 

병(750ml) 15,000엔 

 

화이트 와인 

캄포그란데 오르비에토 클라시코/산타 크리스티나 안티노리 

Campogrande Orvieto Classico/Santa Cristina Ａｎｔｉｎｏｒｉ 

 

생생한 밝은 색조와 신선한 플루틴 맛이 특징. 폭넓은 요리에 

곁들이기 좋은 매운맛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글라스 1,800엔/병(750ml) 10,000엔 

 

뿔리니 몽라쉐 프리미에르/올리비에 르플레브 

Puligny-Montrachet  1Cru /Olivie lefｌaive    

 

매운맛의 화이트와인의 왕이라 불리는 뿔리니 몽라쉐. 맑은 황금색, 

기품 있는 상큼한 산미가 특징이다. 

병(750ml) 15,000엔 



*그 밖에도 와인 목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드링크   

미네랄워터 페리에 750ml（스파클링）   1,000 엔 

미네랄워터 수르지바 750ml （네츄럴） 1,000 엔            

코카콜라 500 엔 

진저에일                                                     500 엔 

우롱차 500 엔 

산삔차(자스민차) 500 엔 

웃친차(심황차) 500 엔 

 

 

 

커피・홍차   

브랜드 커피 800 엔 

카페오레 900 엔      

카푸치노 900 엔 

에스프레소 800 엔 

다르질링 800 엔 

로즈힙 900 엔 

카모마일 900 엔 

 

 

상기 금액은 세금 불포함 가격입니다. 소비세는 별도입니다. 봉사료는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