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 음료

메뉴

파라다이스에서의 특별한 시간
아름다운 해변, 바다향기, 부드러운 모래, 그리고 따스한 햇살,
이 모든 것과 함께하는 음식과 음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할 것입니다.
세일링클럽푸꾸옥에서는 베트남 외에도 프랑스, 인도, 이태리 음식까지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요리에 어울리는 신선한 주스와 스무디, 칵테일
그리고 향기로운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요리에는 항상 신선하고 최고의 품질의 재료만을 고집합니다.
가족과의 파티, 친구 혹은 연인과의 시간 또는 혼자 하는 가벼운 식사까지
세일링클럽푸꾸옥은 여러분의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식

BREAKFAST
진저브레드 그래놀라
GINGERBREAD GRANOLA
홈메이드그래놀라, 그릭요거트 , 열대과일

스무디 볼
SMOOTHIE BOWLS

그린가디스
GREEN GODDESS
아보카도, 망고, 바나나, 코코넛밀크, 꿀,
블랙/화이트 참깨, 귀리

아보카도 & 연어 토스트
AVO & SALMON TOAST
구운연어, 무피클, 딜 크렘 프레슈, 토마토, 수란,
수제치아바타

세일링 샥슈카
SAILING SHAKSHUKA
(아랍 국가들과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의 전통요리)
매콤하고 진한 토마토 소스에 구운 계란, 버섯, 병아리콩 ,
페타치즈 , 베이컨, 플랫브레드

라즈베리 블리스
RASPBERRY BLISS

바나나 팬케이크

라즈베리, 바나나, 망고, 그릭요거트, 코코넛밀크,

BANANA PANCAKES

블랙/화이트 참깨, 그래놀라

통밀, 바나나, 그리고 피넛 버터가 들어간 팬케이크에
카라멜소스와 구운 땅콩이 토핑되어 있는바나나 브륄레

트로피칼 바이브
TROPICAL VIBE

수란 토스트

망고, 파인애플, 라즈베리, 패션프루츠, 호두,

POSH POACHED EGGS ON TOAST

대추야자, 두유, 귀리, 민트, 그래놀라

사워도우 토스트 , 수란 , 버섯소테(볶음또는튀김) ,
트러플 오일, 파마산치즈 , 생로켓 (허브)

영국식 조식
ENGLISH BREAKFAST
얇게저민베이컨, 계란프라이, 돼지고기, 구운방울토마토,
버섯구이, 구운치아바타

스타터 & 타파스
STARTERS & TAPAS

농어&패션프루츠 세비체

훈제 버팔로 윙

SEABASS PASSION FRUIT CEVICHE

SMOKEY BUFFALO WINGS

망고, 칠리 & 오이 살사, 새우크래커

아시아 스타일의 양배추 샐러드 제공

베트남식 레인보우 서머 롤

팬에 구운 뇨키 & 칠리 새우

VIETNAMESE RAINBOW SUMMER ROLLS

PAN-FRIED GNOCCHI & CHILI PRAWNS

신선한 새우 & 두부 롤과 땅콩 디핑 소스

올리브 , 토마토 , 바질

말레이식 돼지고기 스프링 롤

소금과 후추가 곁들

CAPE MALAY BEEF SPRING ROLLS
칠리처트니 소스 제공

어진 오징어 튀김
SALT & PEPPER SQUID

*처트니(chutney)는 과일이나 채소에 향신료를 넣어 만든
인도의 소스

라임 마요네즈와 함께 제공

새우 & 돼지고기 만두

마늘과 페타치즈 플랫브레드

PRAWN & PORK WONTONS

GARLIC AND FETA FLATBREAD

망고, 칠리 & 오이 살사, 새우튀김

올리브유로 노릇노릇하게 익힌 양파 , 로켓(허브)

샐러드&볼
SALAD & BOWLS

에이전 덕 샐러드

구운 닭고기 시저 샐러드

ASIAN DUCK SALAD

GRILLED CHICKEN CAESAR SALAD

5가지 양념을 한 구운 오리 가슴살, 오렌지, 민트, 금귤,
바나나 꽃, 당근, 달콤새콤한 피시 소스

로메인 상추, 바싹 구운 베이컨, 방울토마토, 치아바타 크루
통, 앤초비 딜 소스, 파마산 치즈

카프리제 샐러드

스윗포테이토, 펌프킨 앤

CAPRESE SALAD
부라타 치즈와 토마토, 구운바질 페스토, 아보카도,
생로켓(허브), 농축 발사믹 소스

수박 & 페타치즈 샐러드

칙피 부다 볼
SWEET POTATO, PUMPKIN AND
CHICKPEA BUDDHA BOWL
구운 고구마, 호박, 비트, 퀴노아, 샬롯, 버섯, 칠리 라임 소
스를 곁들인 병아리콩, 씨앗 볶음, 아보카도 훔무스 드레싱

WATERMELON AND FETA SALAD
비트뿌리, 수박, 페타치즈, 구운 아몬드, 민트, 로켓(허브),
베리 발사믹 비네그레트 소스

연어구이 & 아보카도 샐러드

크리스피 토푸 앤 바얼리 볼
CRISPY TOFU AND BARLEY BOWL
구운두부 , 보리 , 당근 , 스위트콘 , 그린 빈스 ,
방울 토마토, 고수, 크리미 땅콩소스

SEARED SALMON & AVO SALAD
녹색 야채 , 페타치즈 , 올리브 , 토마토, 토스트

스파이시 살몬 포케 볼
SPICY SALMON POKE BOWL
오이와 망고에 마리네이드 한 연어 , 아보카도 , 구운 샬롯
토핑 , 고수 , 구운 참깨 , 폰즈 마요, 야채를 믹스한 초밥

클래식 투나 포케 볼
CLASSIC TUNA POKE BOWL
파인애플에 재워 둔 참치, 풋콩, 빨간 무, 아보카도, 오이, 고
수토핑, 참깨, 구운 샬롯, 야채를 믹스한 초밥

그릴 하우스
GRILL HOUSE

모든 고기는 호주산 최상급 소고기이며 소스와 사이드메뉴를 선택하여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 SIDES
립아이 (300G)

그릴드 멕시칸 콘 온 더 콥

RIBEYE (300G)

GRILLED MEXICAN CORN ON THE COB
페타치즈 , 대파

안심 (200G)
TENDERLOIN (200G)

트러플 마카로니 앤 치즈
TRUFFLE MAC & CHEESE

우둔살 (300G)
RUMP (300G)

해산물 볶음밥
SEAFOOD FRIED RICE

페리페리 베이비 치킨 (불닭)
PERI PERI BABY CHICKEN

프렌치프라이 / 웨지 감자

오븐에 바삭하게 구운 치킨과 포르투갈식 페리페리소스,
선택 가능한 사이드 메뉴가 함께 제공

FRENCH FRIES/POTATO WEDGES

모닝글로리
돼지 갈비
PORK RIBS
한국식 돼지갈비 구이
웨지감자와 아시아 스타일의 양배추 샐러드를 함께 제공.

MORNING GLORY

타임을 곁들인 버섯 소테
SAUTÉED ASIAN MUSHROOMS WITH THYME

(400G) / (800G)
트러플 매쉬 포테이토
TRUFFLE MASHED POTATOES

소스 SAUCE
푸꾸옥 후추소스, 버섯소스, 치미추리
PQ Pepper • Mushroom • Chimichurri

그린 샐러드
GREEN SALAD
상추, 오이, 방울토마토, 올리브, 페타치즈, 아보카도 , 폰즈소스

베트남 음식
LOCAL FAVOURITES
베트남식 해산물 커리
VIETNAMESE SEAFOOD CURRY
스팀 라이스와 함께 제공

분팃느엉
BÚN THIT NƯỚNG
국수, 느억맘 소스, 견과류, 돼지고기 꼬치, 스프링 롤, 신선한 베트남 허브, 야채 피클

보룩락/소고기 볶음
BÒ LÚC LẮC / SHAKING BEEF
우둔살 소테, 후추, 양파, 새콤달콤소스, 스팀라이스

갸 샤오 핫 디우/ 치킨 캐슈넛
GA XAO HAT DIEU / CHICKEN CASHEW NUT
풍미가득한 프라이드치킨, 피망, 양파, 파인애플, 캐슈넛, 대파, 스팀라이스

플래터
PLATTERS

베지테리언 메제 플래터
VEGETARIAN MEZZE PLATTER
팔라펠, 훔무스, 차지키, 오이, 당근, 페타치즈, 올리브, 로켓(허브), 방울토마토, 플랫 브래드

이탈리안 안티파스토 보드
ITALIAN ANTIPASTO BOARD
치즈모듬, 저린고기모듬, 과 일, 라즈베리 콤폿, 로즈마리로 재운 올리브, 딜 피클, 아티초크, 믹스너츠,
씨앗 , 로켓(허브), 치아바타 토스트

에이전 플래터
ASIAN PLATTER
소금과 후추를 곁들인 오징어튀김,새우 & 돼지고기 만두, 베트남식 레인 보우 서머 롤,
삶은 돼지고기 바오 , 레몬그라스를 곁들인 치킨 바오, 베트남식 그린 망고 샐러드

쉐프 추천요리
CHEF’S COMFORT CORNER

발사믹 소스 오리 가슴살 구이

세서미 크러스티드 투나 스테이크

BALSAMIC GLAZED CRISPY DUCK BREAST

SESAME CRUSTED TUNA STEAK

스팀 라이스와 함께 제공

딜 크러스트 포테이토 , 다진 콘 살사, 참치스테이크

뉴질랜드산 홍합

페스토 탈리아텔레

NEW ZEALAND GREENLIP MUSSELS

PESTO TAGLIATELLE

화이트 와인 & 크림소스를 곁들인 찐 홍합, 토스트

방울토마토 볶음 , 잣 , 애호박 , 페타치즈

페리페리 크림 소스 새우

크리미 씨푸드 마리나라 위드 탈리아텔레

CREAMY PERI PERI PRAWNS

CREAMY SEAFOOD MARINARA WITH TAGLIATELLE

마늘, 칠리, 토마토 와 크림이 곁들어진 새우소테,
스팀라이스

새우, 오징어, 홍합, 토마토, 칠리, 마늘 , 오레가노(허브)

붉은 도미 오븐 구미

세일링 피쉬 앤 칩스

OVEN BAKED RED SNAPPER

SAILING FISH & CHIPS

보리가 들어간 버섯 리조또, 구운 쿠민, 체리토마토

맥주와 버터를 넣은 튀김 생선, 와사비 타르타르 ,
칠리잼, 감자튀김

모로코 치킨 & 퀴노아

5가지 양념의 돼지 목살 구이

MOROCCAN CHICKEN & QUINOA

CRISPY ROASTED 5 SPICE PORK NECK

구운 호박과 고구마, 살구와 대추야자, 페스토요거트

콜리플라워 퓨레, 메이플시럽에 구운 구아바, 청경채 소테,
푸꾸옥 후추와 자두 소스

(베지테리언 옵션 가능)

버거&바오
BURGERS & BAOS

세일링 클럽 베이컨 앤 치즈버거
SAILING CLUB BACON & CHEESEBURGER
바짝 구운 베이컨, 카라메 소스로 볶은 양파, 피클, 칠리 잼,
홈메이드 번, 감자튀김

트리플 C 버거

TRIPLE C BURGER
닭 가슴살 구이, 카망베르, 크렌베리, 바짝 구운 베이컨, 카라멜
소스로 볶은 양파, 로켓(허브), 홈메이드 번, 감자튀김

돼지 고기 바오

SLOW BRAISED PORK BAO
삶은 돼지 목살, 대파 콩피, 땅콩, 구운 마늘 아이올리

치킨 바오

BAO CHICKA BAO BAO
레몬그라스와 함께 구운 치킨 , 해선장 , 생강피클,
스리라차 소스, 마요네즈

그린웨이 바오
GREEN WAY BAO

두부 튀김, 버섯 소테, 해선장, 생강피클, 스리라차 소스, 마요네즈

샌드위치 &랩
SANDWICHES & WRAPS
미트볼 반미
MEATBALL BANH MI
베트남식 바게트, 되재고기 미트볼, 계란 프라이, 피클, 고수,
스위트 칠리 소스

아보카도 & 살몬 토스트
AVO & SALMON TOAST

연어 스프레드, 으깬 아보카도, 수란, 무 피클, 딜 크렘 프레슈,
토마토, 홈 메이드 치아바타

펌프킨 앤 시나몬 랩

PUMPKIN AND CINNAMON WRAP
소프트 홈메이드 랩, 시나몬 호박 구이, 페타 치즈,
채 썬 오이와 당근, 두카, 로메인 상추 훔무스, 차지키

BLT 치킨 랩

BLT CHICKEN WRAP
홈메이드 랩, 바짝 구운 베이컨, 구운 치킨, 로메인 상추,
방울토마토, 마요네즈 페스토

이탈리안 전통 스타일 피자
ARTISAN ITALIAN STYLE PIZZAS

마르게리타
MARGHERITA

토마토 베이스 , 모짜렐라 치즈 , 바질

나폴리타나
NAPOLITANA

토마토 베이스, 앤초비, 칠리, 마늘, 올리브,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씨푸드

SEAFOOD
토마토 베이스, 모짜렐라 치즈, 여러가지 해산물, 칠리, 마늘,
고수, 라임

5 치즈

5 CHEESE
토마토 베이스,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까망베르치즈,
브리 치즈, 블루 치즈

BFA
토마토 베이스, 모짜렐라 치즈, 베이컨, 페타 치즈, 아보카도

테루아르
TERROIR

토마토 베이스, 모짜렐라 치즈, 버섯, 베이컨, 마늘, 트러플 오일,
파마산 치즈, 로켓 (허브)

미스테이큰 블루스
MISTAKEN BLUES

토마토 베이스, 모짜렐라, 우둔살 육포, 블루치즈, 발사믹 소스
에 버무린 볶은 양파, 로켓 (허브)

디저트
DESSERTS

레몬 치즈 케이크

LEMON CHEESECAKE
라즈베리 셔벗 , 비스킷 크럼블

데커던트 초콜릿 브라우니 바

DECADENT CHOCOLATE BROWNIE BAR
솔티드 피넛 버터 아이스크림 , 커피 비스킷 크럼블 , 라즈베리

말바 푸딩

MALVA PUDDING
바닐라 아이스크림, 셰프가 직접 만드는 남아프리카 전통 디저트

패션 프루츠 무스

PASSION FRUIT MOUSSE
초콜릿 아이스 크림 , 비스킷 크럼블

열대 과일 플래터

EXOTIC FRUIT PLATTER
칠리소금과 생강청이 함께 제공

아이스크림 셀렉션

ICE CREAM SELECTIONS

초콜릿

아이스크림

셔벗

ICE CREAM

SORBET

Chocolate

바닐라

Vanilla

코코넛

Coconut

녹차(마차)

Green Tea (Macha)

푸꾸옥 후추를 곁들인 블랙커런트

Blackcurrant With Phu Quoc Pepper

망고

Mango

딸기

Strawberry

라즈베리

Raspberry

음료

트와이닝 티
TWININGS TEA

골든 팁드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GOLDEN TIPPED ENGLISH BREAKFAST

런던 스트랜드 얼그레이
LONDON STRAND EARL GREY

로즈 가든 블랙 티
ROSE GARDEN BLACK TEA

이그자틱 망고 앤 진저 그린티
EXOTIC MANGO & GINGER GREEN TEA

버딩 메도우 캐모마일
BUDDING MEADOW CHAMOMILE

라바짜커피
LAVAZZA COFFEE

뜨거운 커피 또는 아이스 커피로 주문 가능

에스프레소

카페 라떼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ESPRESSO

AMERICANO

카푸치노

CAPPUCCINO

CAFÉ LATTE

ICED LATTE

카페 모카

CAFÉ MOCHA

베트남 커피
VIETNAMESE COFFEE

뜨거운 커피 또는 아이스커피로 주문 가능

베트남에 커피는 19세기 프랑스가 점령하던 때에 처음 소개되었고, 그 이후 베트남은 세계에서 로부스타 원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트남 커피는 독자적인 스타일로 발전되어 왔고 모
닝 커피 한 잔은 베트남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아보세요.

아이스 화이트 커피 (Ca phe sua da)
핫 화이트 커피 (Ca phe sua nong)
아이스 블랙커피 (Ca phe den da)
핫 블랙 커피 (Cap he den nong)

레드 티 에스프레소
RED TEA ESPRESSO

-

카페인 프리
풍부한 황산화 물질 함유
무설탕
건강함 (면역력을 높임, 해독작용)
오직 남아프리카에서만 생산되는 100% 프리미엄 레드 루이보스 티
레드 에스프레소는 루이보스 차의 풍부한 진수를 담아내며
일반 루이보스 보다 10배는 강한 우디와 플로럴 계열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 레드 티 에스프레소
CLASSIC RED TEA ESPRESSO
오리지널

• 바닐라 • 카라멜 • 차이

Original • Vanilla • Caramel • Chai

아이스 레드 라떼
ICED RED LATTES

오리지널

• 바닐라 • 카라멜 • 차이

Original • Vanilla • Caramel • Chai

수퍼푸드 라떼

SUPERFOOD LATTES
비트

• 터메릭(울금) • 말차

Beetroot • Turmeric • Matcha

레드 에일
RED ALE
레드 티 에스프레소

• 진저 에일

Red Tea Espresso • Ginger Ale

소프트 드링크
SOFT DRINKS

토마스 헨리 토닉

코카콜라 330ML

토마스 헨리 엘더플라워 토닉

코카콜라 라이트 330ML

토마스 헨리
그레이프프루트 레몬에이드

코카콜라 제로 330ML

THOMAS HENRY TONIC

COKE 330ML

THOMAS HENRY ELDERFLOWER TONIC

THOMAS HENRY GRAPEFRUIT LEMONADE

COKE LIGHT 330ML

COKE ZERO 330ML

스프라이트 330ML
SPRITE 330ML

토마스 진저 비어

THOMAS GINGER BEER

환타 오렌지 330ML
FANTA ORANGE 330ML

토마스 헨리 슬림 토닉

THOMAS HENRY SLIM TONIC

레드불 330ML
REDBULL 330ML

슈웹스 소다 330ML

SCHWEPPES SODA 330ML

락 샌디

ROCK SHANDY

슈웹스 토닉 330ML

SCHWEPPES TONIC 330ML

비트/ 터메릭(울금) / 말차
Sprite / Soda / Bitters

슈웹스 진저 에일 330ML

레드 에일

SCHWEPPES GINGER ALE 330ML

RED ALE

루이보스 에스프레소/ 진저 에일
Rooibos Espresso / Ginger Ale

미네랄 워터
MINERAL WATER

페리에 - 스파클링 워터

PERRIER - SPARKLING WATER
330ml / 750ml

라비에 - 스틸 워터
LAVIE - STILL WATER
450ml / 750ml

스무디
SMOOTHIES

저희의 슈퍼푸드 스무디와 신선한 혼합 쥬스는 견과류, 씨앗류, 심장 건강에
좋은 오일과 같은 다른 영양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과일과 채소와 함께
블렌딩하여 하루 중 어느 때라도 활력을 드립니다.

드래곤 프루츠
DRAGON FRUIT
레드 드래곤 프루츠 , 베리 , 코코넛 워터 , 바나나

망고
MANGO
망고 , 패션 프루츠 , 코코넛 워터 , 대추야자

퍼시픽 패션
PACIFIC PASSION
패션 프루츠 , 파인애플 , 코코넛 밀크 , 바나나 , 그릭 요거트

파워 하우스
POWER HOUSE
바나나 , 피넛 버터 , 두유 , 그릭 요거트

피냐 콜라다
PIÑA COLADA
파인애플 , 바나나 , 코코넛 밀크

프레시 믹스 주스
FRESH MIXED JUICES
필링 굿
FEELING GOOD
파파야 , 그린 오렌지 , 파인애플 , 패션 프루츠

베지 픽스
VEGGIE FIX
비트 , 시금치 , 셀러리 , 오이 , 생강 , 당근

프리티 핑크
PRETTY PINK
레드 드래곤 프루츠 , 파인애플 , 사과 , 알로에

브릴리언트 비트
BRILLIANT BEETROOT
비트 , 배 , 라임 주스 , 라즈베리

프레시 주스
FRESH JUICES

파인애플
Pineapple

비트
Beetroot

수박
Watermelon

당근

Carrot

라임

Lime

패션 프루츠

Passion Fruit

코코넛

Fresh Coconut

오렌지

Orange

헬시 얼터너티브
HEALTHY ALTERNATIVES

홈메이드 아이스 티
HOMEMADE ICE TEAS
잔 / 피처

Glass / Pitcher

진저 아이스 티

살구 아이스 티

GINGER ICED TEA

APRICOT ICED TEA

얼그레이 티, 라임, 꿀, 생강

얼그레이 티, 라임, 꿀, 살구 시럽, 레몬

서머 버블리
SUMMER BUBBLY

오이 , 민트 , 바질 , 스파클링 워터

Cucumber • Mint • Basil • Sparkling Water

수박 & 드래곤 프르츠 , 스파클링 워터

Watermelon and Dragon Fruit • Sparkling Water

망고 & 믹스 베리 , 스파클링 워터

Mango and Mixed Berry • Sparkling Water

코코넛 & 라임 , 스파클링 워터

Coconut and Lime • Sparkling Water

아이스 롤리 /
팝시클 (아이스 캔디)
ICE LOLLY / POPSICLES

달콤함, 만족감, 상쾌함과 즐거움이 가득, 더운 여름날 최고의 선택!

프루티

부지

망고 앤 리치

모히토

MANGO AND LYCHEE

MOJITO

망고 & 리치 , 연유 , 설탕

민트 , 라임 , 럼 , 갈색 설탕

베리 블레이즈

피냐 칼라다

BERRY BLAZE

PINA COLADA

믹스 베리 , 수박 , 민트 , 라임

파인애플 , 코코넛 밀크 , 럼

패션 파워

데낄라 선라이즈

PASSION POWER

TEQUILA SUNRISE

패션 프루츠 , 코코넛 밀크 , 요거트 , 설탕

오렌지 , 석류즙 , 라임 , 테킬라

FRUITY

BOOZY

프루츠 쉐이크
FRUIT SHAKES

바닐라 & 바나나
VANILLA & BANANA
바닐라 아이스크림 , 바나나 , 우유 , 휘핑 크림

바닐라 & 망고
VANILLA & MANGO
바닐라 아이스크림 , 망고 , 우유 , 휘핑 크림

밀크 쉐이크
MILK SHAKES

초콜릿
CHOCOLATE
초코 아이스크림, 우유, 휘핑 크림

피넛 버터

PEANUT BUTTER
피넛 버터 아이스크림, 우유, 휘핑 크림

딸기

STRAWBERRY
딸기 아이스크림, 우유, 휘핑 크림

솔티드 카라멜
SALTED CARAMEL
바닐라 아이스크림, 솔티드 카라멜 크럼블

버블즈
BUBBLES

마티니 프로세코

MARTINI PROSECCO (잔 / 병)
잘 익은 복숭아와 아삭한 사과향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음. 드라이하고 과일 맛이 강함. 프로세코, 이태리 산

톰마시 필로도라 프레스코

TOMASSI FILODORA PROSECCO (잔 / 병)
클래식 이탈리안 프레스코, 풍부한 과일향과 여운이 길고 부드러운 마무리. 베네토, 이태리 산

뀌베 장-루이 브뤼

CUVÉE JEAN-LOUIS BRUT (병)
옅은 금빛의 고운 거품, 하얀 과일을 연상시키는 짙은 과일향이 특징. 프랑스 산

보테가 로제 브뤼

BOTEGGA ROSE BRUT (병)
빅스 베리 향과 독특한 꽃 향기. 적당한 산미와 신선하고 섬세한 목넘김. 롬바르디아, 이태리 산

루이 로드레 샴페인

LOUIS ROEDERER CHAMPAGNE (병)
섬세하고 우아한 목넘김과 화이트 초콜릿 향의 부드러운 맛. 샹파뉴, 프랑스 산

Bubbles

화이트
WHITE

비치하우스 쏘비뇽 블랑

사나마 샤도네이

THE BEACH HOUSE SAUVIGNON BLANC
(잔 / 병)

SANAMA CHARDONNAY
(잔 / 병)

가볍고 산뜻하며, 트로피칼 패션 프루츠, 파인애플 그리고

복숭아와 파인애플, 사과의 아로마. 적당한 산도와

감귤향. 웨스턴 케이프, 남아프리카 산

깔끔한 끝 맛을 즐길 수 있음. 라펠 밸리, 칠레 산

알란 스콧 쏘비뇽 블랑

힐-스미스 에스테이트 샤도네이

ALLAN SCOTT SAUVIGNON BLANC
(잔 / 병)

HILL-SMITH ESTATE CHARDONNAY
(병)

트로피컬 과일과 허브 향,강한 풍미의 패션 프루츠와 드라

우아하고 적당한 핵 과일 맛과, 그레이프 프루츠의

이한 끝 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음. 말버러, 뉴질랜드 산

산미의 균형이 좋음. 애들레이드 힐스, 호주 산

얄룸바 피노 그리지오

크래기 레인지 쏘비뇽 블랑

YALUMBA PINOT GRIGIO
(병)

CRAGGY RANGE SAUVIGNON BLANC
(병)

상쾌하고 생기 넘치는 향. 구운 사과와 배 껍질의 맛은

잘 익은 감귤과 신선한 사과 향이 레이어 되어 풍부한 목넘

많은 찬사를 받고 있음. 보르도, 프랑스 산

김과 드라이한 텍스처를 느낄 수 있음. 말버러, 뉴질랜드 산

또 르 그라비에르 - 세미용 /
쏘비뇽 블랑 / 무스카델

비눔 슈냉 블랑

CHATEAU LE GRAVIERE - SEMILLION /
SAUVIGNON BLANC / MUSCADEL
(병)
꿀의 풍미, 하얀 복숭아와 살구 그리고 멜론 향. 부드럽고
은은한 맛

VINUM CHENIN BLANC
(병)
밝고 생동감 넘치는 슈냉은 감귤의 강렬함과 섬세한 비와
하얀 복숭아의 향으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음.
스텔렌보스, 남아프리카 산

로제
ROSÉ

비치하우스 로제
THE BEACH HOUSE ROSE
(잔 / 병)
부드러운 핑크 컬러로 잘 익은 과일 향과 장미 꽃잎향을
느낄 수 있음
웨스턴 케이프, 남아프리카 산

샤또 드 펌플론느 로제
CHATEAU DE PAMPELONNE ROSE
(병)
우아한 장미향을 기반으로 꽃과 과일향을 느낄 수 있음.

스위트
SWEET

샌드맨 페드로 히메네즈
SANDEMAN PEDRO XIMINEZ
(잔 / 병)

레드
RED

비치하우스 쉬라즈. 무르베드르. 비오니에

THE BEACH HOUSE SHIRAZ. MOUVERDRE. VIOGNIER (잔 / 병)
부드러운 벨벳 같은 탄닌의 구조와 블랙 프루츠의 향 그리고 독특한 스파이시.

제라르 베르트랑 까베르네 쏘비뇽

GERARD BETRAND CABERNET SAUVIGNON (잔 / 병)
강렬한 과일 아로마 캐쉬, 레드 커런트, 살구 향을 가짐. 랑그도크루시용, 프랑스 산

알란 스콧 피노 누아

ALLAN SCOTT PINOT NOIR (잔 / 병)
체리의 달콤한 과일 향은 코코아의 쓴맛과 완벽하게 어우러짐. 말버러, 뉴질랜드 산

로스 발도스 멜롯

LOS BOLDOS MERLOT (병)
따뜻하고 묵직한 바디감과 건포도와 블랙베리의 강렬한 맛, 은은한 바닐라 향을 느낄 수 있음. 센트럴 밸리, 칠레 산

암포라 보르도 블랜드

AMPHORA BORDEAUX BLEND (병)
잘 익은 과일의 신선하고 독특한 향. 일반적이지 않은 스타일로 숙성되어 특별한 과일의 맛을 느낄 수 있음.
보르도, 프랑스 산

안티노리 키안티 클라시코

ANTINORI CHIANTI CLASSICO (병)
신선하고 향긋한 탄닌의 향을 느낄 수 있음. 토스카나, 이태리 산

마르께스 데 까세레스 크리안자 리오하 템프 /
그라시아노

MARQUES DE CECERAS CRIANZA RIOJA TEMP/ GRACIANO (병)
약간 높은 알콜 도수와 좋은 밸런스의 산도와 숙성도. 검은 자두와 건포도의 맛을
가볍게 느낄 수 있음. 라 리오하, 스페인 산

얄룸바 바로사 까베르네 쉬라즈

YALUMBA BAROSSA CABERNET SHIRAZ (병)
블랙 프루츠의 리치함과 오크통으로 숙성된 풍부한 향과 여운이 오래남는 마무리.
스테이크와 잘 어울리는 와인. 바로사 밸리, 호주 산

더 와이너리 오브 굿 호프 래드포드 데일 쉬라

THE WINERY OF GOOD HOPE RADFORD DALE SYRAH (병)
우아한 스파이시와 핀보스의 아로마 그리고 잘 익은 레드 프루츠와 고기 향의 흥미
로운 조합을 통해 그리피 하면서도 유연한 텍스쳐를 느낄 수 있음.
웨스턴 케이프, 남아프리카 산

노틸러스 오파와 피노 누아

NAUTILUS OPAWA PINOT NOIR (병)
숙성된 자두와 블랙베리의 향과 풍미있는 스파이시 그리고 여운이 오래 남는 토스
티한 오크향. 우아하고 쥬시한 느낌. 레드 프루츠의 풍미와 부드럽고 질 좋은
탄닌을 동반한 감초맛을 가볍게 느낄 수 있음.

비어 온 탭
(생맥주)
BEER ON TAP

윙킹 씰

WINKING SEAL

루스터 비어

인도차이나에서 영감을 받은 크래프트 비어로 맥주가 잔에
따라질 때에는 마치 폭풍이 일어나는 순간과 같은 장면을
만들어 냅니다. 메이드 인 사이공.

루스터 블론드 330ML

130,000

ROOSTER BEER
ROOSTER BLONDE 330ML

세일링 클럽 드래곤 프루츠 330ML
SAILING CLUB DRAGON FRUIT 330ML

델타 브루어리

DELTA BREWERIES

555 크림 에일
555 CREAM ALE

진저 에일

GINGER BEER

비어 바틀

사이다

BEER BOTTLE

사이공 사이다

사이공 스페셜 330ML

CIDER

SAIGON CIDER

SAIGON SPECIAL 330ML

타이거 330ML
TIGER 330ML

시즈널 브루즈

SEASONAL BREWS
직원에게 문의 주세요

하이네켄 330ML
HEINEKEN 330ML

코로나 330ML
CORONA 330ML

클래식 칵테일
CLASSIC COCKTAILS

모히토

스위티 패셔네이트

MOJITO

SWEETY PASSIONATE

바카디 카르타 블랑카 , 민트 , 갈색 설탕 , 라임 & 소다

볼스 보드카 , 패션 프루츠 , 석류 & 바닐라

피냐 콜라다

블러디 메리

PINA COLADA

BLOODY MARY

바카디 카르타 블랑카 , 코코 시럽 , 코코넛 밀크 크림 ,
파인애플

보드카 , 특제 홈메이드 토마토 주스 믹스

롱 아일랜드 아이스 티

에스프레소 마티니

LONG ISLAND ICED TEA

ESPRESSO MARTINI

보드카 , 럼 , 진 , 데낄라 , 트리플 섹 , 라임 , 콜라

볼스 보드카 , 깔루아 커피 리큐르 & 라바짜 에스프레소

네그로니

데낄라 선셋

NEGRONI

TEQUILA SUNSET

봄베이 사파이어 진 , 캄파리 비터 , 마티니 로쏘 베르무트

데낄라 , 오렌지 주스 , 크렘 드 카시스

올드 패션

사우스 사이드

OLD FASHIONED

SOUTH SIDE

와일드 터키 버본 , 앙고스투라 비터스 , 설탕

봄베이 사파이어 진 , 갈색설탕 시럽 , 라임 , 민트 , 비터

스프리츠 칵테일
SPRITZ COCKTAILS
그레이프 프루츠 스프리츠
GRAPEFRUIT SPRITZ
스파클링 로제 , 토마스 헨리 그레이프 프루츠 레몬에이드

아페롤 스프리츠
APEROL SPRITZ
아페롤 , 마티니 프로세코 , 소다 & 오렌지

트위스트 온 클래식
TWIST ON CLASSIC

더 그라우스 NO.2

세일링 클럽 사워

THE GROUSE NO.2

SAILING CLUB SOUR

페이머스 그라우스 위스키, 로쏘 베르무트 , 트리플 섹,
앙고스투라 비터스, 라임, 오렌지, 민트, 콜라, 진저 에일

와일드 터키 버본, 살구 시럽, 체리 브랜디 리큐르, 라임,
계란 흰자

몬순

퍼플 터틀

MONSOON

PURPLE TURTLE

시나몬 인퓨즈드-봄베이 진, 로쏘 베르무트, 로즈마리 시럽,
라임, 생강

바카디 카르타 블랑카, 블루 큐라소 리큐르, 그레나딘,
라임 & 소다 워터

G & T 칵테일
G & T COCKTAILS

클래식 G&T

오이 - 로즈마리 G&T

CLASSIC G&T

CUCUMBER - ROSEMARY G&T

봄베이 사파이어 진 , 토닉

봄베이 사파이어 진, 로즈마리 , 오이 , 토닉

푸꾸옥 블랙 & 화이트 페퍼 G&T

파인애플 G&T

PHU QUOC BLACK & WHITE PEPPER G&T

PINEAPPLE G&T

봄베이 사파이어 진 , 푸꾸옥 페퍼콘 , 시나몬, 토닉

봄베이 사파이어 진 , 파인애플 주스 , 토닉

겟 유어 드링크 온
GET YOUR DRINK ON

잼 자르
샹그리아 잼 자르
SANGRIA JAM JAR
오드 캅-까베르네 쏘비뇽 , 보드카 , 트리플 섹 , 라임 , 오렌지 , 파인애플 & 소다

코스모 잼 자르
COSMO JAM JAR
보드카 , 트리플 섹 , 크랜베리 주스 , 라임

볼스 잼 자르
BOLS JAM JAR
볼스 보드카 , 레드불 , 스프라이트 , 민트 , 라임

샷
SHOTS
1잔 / 5잔

에거밤
JAGER BOMBS

예거마이스터
JÄGERMEISTER

데킬라
TEQUILA

삼부카
SAMBUCA

프로즌 다이커리
FROZEN DAQUIRI’S

바텐더에게 주간 블렌드를 물어보세요
ASK OUR BARMEN FOR THE WEEKLY BLEND

아시안 특주
ASIAN FLAVA

사케
SAKE

소주
SOJU

에 프 터 “8”
드링크
AFTER “8” DRINKS
돈 페드로
DON PEDRO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당신이 선택한 리큐르를 혼합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알콜 디저트.
깔루아 , 베일리스 , 아이리쉬 위스키 , 크라켄 럼 ,
예거마이스터

나이트 캡
NIGHTCAPS

하루를 되새기며 술과 함께 달콤한 디저트를 함께 즐기세요.

커피 꼬냑
COFFEE COGNAC
다크 초콜릿 트러플과 오렌지 사탕

레드 에스프레소 & 베일리스
RED ESPRESSO AND BAILEYS
화이트초코 퍼지에 주입된 루이보스

럼 알렉산더
RUM ALEXANDER
초콜릿과 호두 퍼지

세일링클럽과 함께 하는 여행!
세일링클럽과 함께 하는 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