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이플래터

바삭플래터

반반플래터

12시간 염지 숙성 후 숯불에 구운 닭과 상큼한 드레싱을 
곁들인 야채 그리고 고소한 또띠아를 꼬치의품격
시그니처 소스와 함께 즐기는 메뉴

12시간 염지 숙성 후 바삭하게 튀긴 닭과 상큼한 드레싱을 
곁들인 야채 그리고 고소한 또띠아를 꼬치의품격
시그니처 소스와 함께 즐기는 메뉴

12시간 염지 숙성 후 바삭하게 튀긴 닭과 숯불구이
닭을 한번에 즐긴다! 상큼한 드레싱을 곁들인 야채
그리고 고소한 또띠아를 꼬치의 품격 시그니처
소스와 함께 즐기는 메뉴

감자튀김 종류는 계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KEWERED CHICKEN Grilled skewers platter

PLATTER

대표메뉴

추가 금액으로 맛 변경 및 또띠아 추가 가능!
플래터 디핑소스 추가_ 500



SKEWERED CHICKEN Grilled skewers

구이꼬치류│Grilled skewers

골드마늘 구이꼬치

풍미가득한 마늘소스와 어우러지는 
마늘 후레이크가 듬뿍!

블랙데리 구이꼬치 

부드럽게 살살 녹는 단짠의 정석 데리야끼
소스와 같이 즐기는 꼬치

핫데리 구이꼬치

맵단짠! 마성의 밸런스 감칠맛 나는 핫데리야끼소스

양념 / 매콤양념 구이꼬치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달달한 꼬품 BEST 메뉴

소금 구이꼬치

육즙 가득한 닭다리살에 짭쪼름하고 담백한 꼬치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추 구이꼬치

매콤~한 맛이 입안 얼얼하게 만드는 매운맛

辛

택1 : 파 꼬치 / 순살 꼬치



SKEWERED CHICKEN

바삭꼬치류│Crispy skewers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골드치즈 바삭꼬치

단짠의 정석 치즈가루가 듬뿍 !

블랙데리 바삭꼬치

달달한 데리야끼소스와 어울리는 가다랑어포로
풍미를 살린 꼬치

품격 바삭꼬치

육즙과 바삭함이 두배! 꼬품만의 특별한 튀김 꼬치 

어니언 바삭꼬치

크리미한 어니언소스와 어니언 후레이크를 함께 바삭!

골드마늘 바삭꼬치

한국인이 좋아하는 최고의 맛! 환상적인 풍미를 더해주는
달콤한 마늘소스와 바삭한 후레이크를 즐길수 있는 꼬치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달콤한 양념 소스 

양념 / 매콤양념 바삭꼬치

파 바삭꼬치

꼬품에서만 맛볼수 있는 특별한 시그니처 메뉴
느끼함을 확 잡아주는 대파와 함께 바삭!

고추 바삭꼬치

매콤한 소스와 청양고추를 동시에 즐길수 있는
알싸~한 맛의 꼬치

辛

Crispy skewers

SIGNATURE



SKEWERED CHICKENSKEWERED CHICKEN Fried chicken

치킨류│Fried chicken

후라이드 순살치킨

고추 순살치킨

깨끗한 기름에 튀긴 겉바속촉 담백한 순살 후라이드  

닭다리살을 깨끗한 기름에 튀겨 매콤한 청양
고추와 고추 소스가 더해진 매콤한 치킨 

닭다리살을 깨끗한 기름에 튀겨, 
달콤한 마늘 소스를 더한 골드 마늘 듬뿍 치킨

닭다리살을 깨끗한 기름에 튀겨, 매콤 달달한 
양념소스를 더한 추억의 양념 순살 치킨

골드마늘 순살치킨

양념 순살치킨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뭘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양념반 ! 후라이드 반!

양념반 후라이드반



SKEWERED CHICKEN Set menu

세트메뉴 │Set menu

구이꼬치 4종 SET

황후의 품격 SET

닭 부속꼬치 SET 간단 안주 SET

품격 SET 

신사의 품격 SET

골라 먹는 재미! 구이 4총사가 뭉쳤다!
[소스 선택 : 양념, 데리야끼, 골드마늘, 신고추]

치킨과 달콤한 로제떡볶이는 찰떡 궁합

쫄깃한 무뼈 닭발과 담백한 염통꼬치를 한 번에!
[닭발 5p 염통5p 세트]    

일품 안주! 쫄깃한 닭발과 고소한 은행!
[닭발 5p 은행5p 세트]

치킨과 한치가 만나 더욱 고소해졌다!

탱글탱글한 가마보꼬 어묵과 함께 즐기는
후라이드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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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WERED CHICKEN

BEST



SKEWERED CHICKEN Side menu

조개홍합탕 

꼬치어묵탕

매콤홍합탕 

김치우동어묵탕

푸짐하고 신선한 홍합과 조개를 가득 넣어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홍합탕  

개운한 국물과 다양한 어묵을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꼬치 어묵탕

신선한 홍합과 조개가 들어간 속이 풀리는 얼큰한 홍합탕

꼬품만의 별미메뉴! 어묵과 함께 즐기는 칼칼한 맛의 김치우동 
 

먹태 한치와 땅콩 로제 떡볶이 
바삭하고 고소한 먹태 생맥주 쭉~쭉
들어가는 국민 안주

씹을수록 고소한 한치와 땅콩의 만남 쫄깃한 밀떡과 진한 치즈맛이 부드럽게
어우러진 떡볶이

탕│Soup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드│Side menu

BEST



SKEWERED CHICKEN Side menu

사이드│Side menu

추가메뉴│추가메뉴는 꼬치메뉴 구매 시 구매 가능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닭똥집볶음

염통꼬치(5개)

닭발꼬치(5개)

은행꼬치(5개)

직화에 구워 식감도 향도 
일품인 닭똥집 볶음

염통을 직화로 구워 데리
야끼 소스와 즐기는 담백
한 염통 꼬치

숯불 향 가득 담아 직화로 
구운 쫄깃한 무뼈 닭발

다이어트 간식으로 좋은 
식감이 일품인 은행 꼬치

반건조 노가리(1개) 

치즈볼(4개)    어묵꼬치(1개) 

파인샤베트    

소떡소떡(1개)    

쥐포와 땅콩

옛날 감성 자극하는 구수함이 가득~한 노가리

부드러운 치즈가 바삭한 볼에 
가득 들어간 메뉴

탱글한식감 속은 촉촉한
어묵 꼬치  

시원한 파인애플맛 샤베트가 파인애플 통째로! 

이제는 국민간식! 소떡소떡과 
양념소스가 만난 최고의 간식 

쫀득~한 쥐포와 고소한 땅콩 조합은 인정!

우동사리 추가

디핑소스 추가

* 토핑 추가 *



SKEWERED CHICKEN Beverage and alcohol

음료 및 주류│Beverage and alcohol

음료

탄산음료

하이볼

봄베이하이볼 [6%]

듀어스하이볼 [5%]

샷 추가

※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이 불가합니다.

주류

소주      

맥주                 

생맥주  500cc    

매실원주 375ml

쏘토닉SET 소주1병+토닉워터 2개 +레몬+ 얼음

서울의밤 ALC.25% 375ml 서울의밤 + 토닉워터 2개 + 레몬+ 얼음 

서울의밤 ALC.40% 375ml 서울의밤 + 토닉워터 2개 + 레몬+ 얼음

토닉워터 

레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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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베이 특유의 이국적인 향과
상큼 레몬의 환상적인 조합

부드러움, 달콤함을 모두 담은
위스키 하이볼



한국인의 품격
한국 전통방식으로 만든 소주로

목넘김이 부드럽고 시원한 맛이 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