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NKS

JUICES

freshly squeezed orange juice 7,000

오렌지 주스 - 주문 즉시 만들어 드리는 신선한 생 오렌지 주스
bills greens - spinach, cucumber, green apple,
ginger, celery, chia and coconut water 7,700

빌즈 그린 - 싱싱한 녹색 채소로 만든 빌즈 건강 주스

COFFEE, TEA, CHOCOLATE

yeo woon blend by Biroso Coffee:

bills beets - beetroot, carrot,
fennel and apple 7,700

비로소 커피 하우스 블렌드 여운:

빌즈 비트 - 건강에 좋은 붉은 비트와 달콤한 사과,
당근이 어우러진 빌즈 건강 주스

espresso, macchiato, piccolo latte, long black 5,000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피콜로 라떼, 롱블랙

latte, flat white, cappuccino 6,000, mocha 6,600

sunrise - berries, banana, yoghurt
and orange 8,800

라떼, 플랫화이트, 카푸치노 / 모카

선라이즈 - 베리, 요거트, 바나나와 생 오렌지 주스

add extra shot + 500

샷 추가

homemade almond milk 5,500

decaf +500

홈메이드 아몬드 밀크

디카페인 커피

add homemade almond milk + 1,000

홈메이드 아몬드 밀크 추가

SMOOTHIES

pour through – single origin of the month 8,000

bills raw – homemade almond milk, lsa,
raw cacao, banana and honey 7,700

싱글 오리진 핸드드립 커피

빌즈 로우 - 홈메이드 아몬드 밀크에
달콤한 바나나와 꿀이 들어간 빌즈 곡물 스무디

iced long black / iced latte 6,000

green goddess – pear, avocado,
greens and chlorophyll 9,500

cold brew iced coffee 6,000

그린 가데스 – 배, 아보카도, 녹색 채소, 클로로필

콜드브루 아이스 커피

pineapple and kale, coconut water
and coriander 8,800

tea by ronnefeldt:
darjeeling summer gold, english breakfast,
earl grey, fruity chamomile 6,500

아이스 롱블랙 / 아이스 라떼

파인애플 케일 스무디, 코코넛 워터, 고수

로네펠트 티 - 다즐링 섬머골드, 잉글리쉬 브랙퍼스트,
얼그레이, 오렌지꽃잎 카모마일

FRAPPES, SHAKES

organic lemon myrtle tea 6,500

오가닉 레몬머틀티

raspberry and acai frappe 8,800

아사이베리, 라즈베리, 후레쉬 라임 프라페

fresh mint tea 5,500

후레쉬 페퍼민트티

matcha and vanilla ice cream frappe 8,800

마차, 바닐라 아이스크림 프라페

freshly harvested burdock tea 5,500

따뜻한 햇우엉차

espresso, avocado and
vanilla ice cream frappe 7,700

에스프레소, 아보카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프라페

iced freshly harvested burdock tea 6,600

아이스 햇우엉차 - 라임의 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아이스티

salted caramel shake 7,700

홈메이드 솔티드 캬라멜 쉐이크

almond milk masala chai 8,000

fudge chocolate shake 7,700

마살라 차이티 - 홈메이드 아몬드 밀크가
어우러진 마살라 차이티

BILLS HOMEMADE SODAS

빌즈 핫 초콜렛 – 초콜렛 버튼을 직접
녹여 마시는 핫 초콜렛

홈메이드 퍼지 초콜렛 쉐이크

bills hot chocolate 6,600

juniper and tonic 7,700

주니퍼 토닉

matcha latte 6,500

마차 라떼

lemonade 6,600

빌즈 홈메이드 레몬에이드 - 생 레몬과 스파클링
워터로 만든 건강한 레몬에이드

iced matcha latte 7,000

아이스 마차 라떼

hibiscus and lime soda 7,700

히비스커스 라임 소다

bills ginger ale 7,700

빌즈 홈메이드 진저 에일

passionfruit soda 7,700

패션후르츠 소다

sparkling water (500ml) 6,000
스파클링 워터 - 산 펠레그리노 (500ml)

-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you are allergic to any food items.

-

특정 음식에 대해 알러지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담당 서버에게 문의 바랍니다.

•

All drinks available take away (except alcoholic beverages).

•

모든 음료는 take-away 가능합니다. (단, 주류 제외)

DRINKS

SPARKLING

prosecco

zardetto extra dry, veneto, italy

12,000

58,000

champagne

billecart-salmon extra brut nv, france

140,000

champagne

billecart-salmon brut rosé nv, france 		

198,000

WHITE

pinot gris

rapaura springs, marborough, new zealand 		

55,000

sauvignon blanc

greyrock, marlborough, new zealand

58,000

sauvignon blanc

mt hector, wairarapa, new zealand

sauvignon blanc

cloudy bay, marlborough, new zealand 		

98,000

chardonnay

wirra wirra adelaide, mclaren vale, australia

10,000

59,000

12,000

61,000

12,000

63,000

RED

pinot noir

greyrock, marlborough, new zealand

pinot noir

saint clair pioneer block 14, marlborough, new zealand 		

82,000

shiraz

pocketwatch, central ranges, australia

		

69,000

shiraz

plantagenet, great southern, australia 		

108,000

shiraz

two hands angel’s share, mclaren vale, australia 		

105,000

cabernet sauvignon

farmer’s leap random shot, south aus, australia

10,000

59,000

BILLS COCKTAILS

white peach bellini 13,000

화이트 피치 벨리니

classic bloody mary 15,000

클래식 블러디 메리

ginger and shiso mojito – rum, shiso,
ginger, lime 14,000

진저 시소 모히토

passion fruit caipiroska - vodka,
passion fruit 12,000

패션후르츠 카이프로스카

cold drip coffee negroni – gin, vermouth,
aperol and cold drip coffee 13,000

콜드드립 커피 네그로니

umeshu martini – umeshu, gin and vermouth 13,000

우메슈 마티니

skinny margarita – tequila, lime,
orange and soda 13,000

스키니 마가리타

cucumber and rosemary mulholland –
gin, st germain, cucumber and lemon 15,000

큐컴버 로즈마리 머홀랜드

shochu spritz – lemon myrtle shochu, vermouth,
lime, grapefruit and soda 13,000

쇼추 스프리츠

amaro highball – bulleit rye whisky, montenegro
amaro, lemon, ginger and soda 15,000

아마로 하이볼

• classic cocktails and mixers available on request.
고객의 요청에 의한 클래식 칵테일도 가능합니다.

BEER

kloud, korea (draught) 5,000

클라우드 생맥주

coopers green pale ale, australia 8,000

쿠퍼스 그린 페일 에일

coopers sparkling ale, australia 8,000

쿠퍼스 스파클링 에일

coopers vintage ale, australia 9,500

쿠퍼스 빈티지 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