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RITS & BEERS

All prices include a 10% VAT. | 모든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or guests with food allergies or specific dietary requirements, please ask to speak to a manager. | 음식 알레르기 또는 특별한 식이 조절식이 필요한 고객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eggs or meat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 *날것 또는 덜 익힌 계란이나 고기를 섭취하면 식중독의 위험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WHISKY

PREMIUM WHISKY

Glass

Bottle

Ballantine's 30 Years Old (700ml)

74.0

1.800.0

35.0

424.0

22.0

420.0

43.5

847.0

35.0

605.0

22.0

420.0

22.0

420.0

14.5

255.0

MALT WHISKY

Glass

Bottle

The Glenlivet 15 Years Old (700ml)

15.5

303.0

13.5

270.0

13.5

270.0

발렌타인 30년 | バレンタイン30年

Ballantine's 21 Years Old (500ml)
발렌타인 21년 | バランタイン21年

Ballantine's 17 Years Old (700ml)
발렌타인 17년 | バランタイン17年

Johnnie Walker Blue Label (700ml)
죠니워커 블루 라벨 | ジョニーウォーカー ブルーラベル

Royal Salute 21 Years Old (700ml)
로얄 살루트 21년 | ロイヤルサルート21年

Dewar's 18 Years Old (750ml)
듀어스 18년 | デュワーズ18年

Chivas Regal 18 Years Old (700ml)
시바스 리갈 18년 | シーバスリーガル18年

J&B Reserve 15 Years Old (700ml)
제이엔비 리저브 15년 | J＆Bリザーブ15年

더 글렌리벳 15년 | グレンリベット15年

The Glenlivet 12 Years Old (700ml)
더 글렌리벳 12년 | グレンリベット12年

Glenfiddich 12 Years Old (700ml)
글렌피딕 12년 | グレンフィディック12年

COGNAC

Remy Martin X.O (700ml)

Glass

Bottle

29.0

545.0

12.5

230.0

29.0

545.0

23.0

485.0

레미마틴 X.O | レミーマルタンX.O

Hennessy V.S.O.P (700ml)
헤네시 V.S.O.P | ヘネシーV.S.O.P

Hennessy X.O (700ml)
헤네시 X.O | ヘネシーX.O

Martell Cordon Bleu (700ml)
마르텔 꼬르동 블루 | マーテルコルドンブルー

BEER

BEERS FROM AROUND THE WORLD
Guinness (330ml)

기네스 | ギネス

16.0

Tsingtao (330ml)

칭따오 | チンタオ

11.5

Newcastle Brown Ale (330ml)
Krombacher weizen (500ml)

뉴캐슬 브라운 에일 | ニューキャッスル ブラウンエール

Heineken (330ml)
Kloud (330ml)

11.5

하이네켄 | ハイネケン

9.0

클라우드 | クラウド

파울라너 | パウラナー

Pilsner Urquell

12.5

산미구엘, 페일 필스너 | サンミゲール ビール

IMPORTED DRAFT BEER
Paulaner

15.0

크롬바커 바이젠 | クロムバッハ ヴァイツェン

San Miguel Pale Pilsen (320ml)

필스너 우르켈 | ピルスナー·ウルケル

13.0

(S)350ml

(L)500ml
(L)500ml

15.0

18.0

15.0

18.0

MENU

Ham & Cheese platter

79.0

jamon, salchichon, assorted cheese, fruits

프리미엄 스페인 햄과 치즈 플래터 | プレミアムスペインのハムとチーズの盛り合わせ

Korean Beef Cubed Steak (180g)

75.0

한우 찹스테이크 | 韓国牛 チョップステーキ

Sea urchin roe, Caviar, Scallop

65.0

성게알과 캐비어 관자 | ウニとキャビア貝柱

Grilled King Prawn and Vegetable (4EA)

63.0

왕새우구이와 구운야채 | 焼き海老と野菜

Seasonal fresh fruit platter

60.0

신선한 계절과일 | 季節の果物

House made assorted sausage with house salad

49.0

소시지 모둠과 하우스 샐러드 | ソーセージ盛り合わせとハウスサラダ

Small cheese platter
스몰 치즈 플래터 | スモールチーズの盛り合わせ

40.0

MENU

Buffalo wing & Crispy drumstick with celerystick

39.0

버팔로 치킨 윙과 크리스피 봉 | チキンウィングともも肉

Assorted Fried (French Fries, Cheese Sticks, Fried Shrimps, Chicken Tenders)

39.0

모둠튀김 (프렌치프라이, 치즈스틱, 새우튀김, 치킨텐더)
揚げ物盛り合わせ（ケイジャンフライドポテト、チーズスティック、エビフライ、チキンテンダー）

Burrata cheese salad

39.0

브라타 치즈와 루꼴라 샐러드 | ブラータチーズ とルコルラサラダ

Mini Fresh Mozzarella Cheese with Cherry Tomato , Basil Pesto

37.0

바질 페스토와 발사믹 글레이즈를 곁들인 미니프레쉬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
ボッコンチーニ チーズ サラダ

Deep fried octopus bites

32.0

문어 바이츠 튀김 | タコバイツ揚げ

Premium Dried Snack

27.0

프리미엄 마른안주 (육포, 촉촉한 먹태, 말린 과일, 브라질 너트, 자색고구마 말랭이)
プレミアムドライスナック (ビーフジャーキー、干し明太、ドライフルーツ、ブラジルナッツ、紫さつまいもの切り干し)
*사정에 따라 메뉴 품목이 일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メニューは、 事情により一部変更されることがございます。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Nacho Chips with Guacamole and Cheese Sauce

26.0

과카몰리와 치즈소스를 곁들인 프레쉬 나쵸칩
グアカモリーとチーズソースを添えたフレッシュナチョチップ

햄(하몽,살치촌) 스페인산 | 닭고기 태국산 | 돼지고기(소시지) 국내산
먹태 러시아산 | 치킨텐더 태국산 | 육포 소고기 87.05% (외국산:호주산,미국산,뉴질랜드산등) | 찹 스테이크 소고기 국내산

B E ER BUCKET
PROMOTION MENU

더 특별하게 여름 칠링
강렬한 태양, 여름 무더위를 시원한 맥주가 주는 기쁨으로 칠링하세요.
다양한 매력의 글로벌 맥주를 H9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 Heineken 3+1

34.5

• Kloud 5병 + 버팔로 치킨 윙과 크리스피 봉

69.0

• 세계맥주 5병 선택 + 버팔로 치킨 윙과 크리스피 봉

75.0

Choice of Any 5 Bottles
Guinness / Tsingtao / Newcastle Brown Ale / Krombacher Weizen / San Miguel / Heineken / Kloud / Terra

It can’t apply with other discount program | 중복 할인 불가 상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