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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한 사냥군이 살고 있었
습니다. 그 사냥군 이름이 하리부였습
이다. 사냥군이 너무 똑똑하고 마음이 
착했습니다. 하리부는 혼자서 빵을 안 
먹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빵을 꼭 나누
었습니다. 하루종일 하리부의 집 문이 

열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오면 꼭 먹이었습니
다. 어떤 슬픔과 걱정이 있는 사람이 오
면 하라부랑 이야기하면 가벼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리부 있었습니다. 하리

부 집에 어서 오십시오.



야채

와인이랑

맥주랑

해산물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버섯

견과

유제품

малокалорийное

벼목식물

매운 것

소스

운동 영양

어떤 식품 알러르기가 있으면 웨이
터에게 알려주십시오



추운 전채요리



추운 전채요리

조지아의 절임반찬  

미크스 절임버섯

440 그램 /400 루블

200 그램 /300 루블

집에서 처럼 만든 느트리버석과 

국수버섯



추운 전채요리

신 푸성귀

신 야채와 푸
성귀

100 그램 /150  루블

370 그램  /300  루블

딜, 고수, 파, 파슬리



추운 전채요리

치즈

소고기 파스티
르마

300 그램 /550 루블

100 ÃÐ / 280 루블

다양한 조지아의 치즈와 

꿀, 포도, 아몬드

매운 욱포



추운 전채요리

아잡산다르

롤가지

200 그램 / 280 루블

210 그램 / 320 루블

가지, 토마토, 피망, 양

파 들어간다

견과와 토마토의 소스



추운 전채요리

어리젓

‘긴즈마리’ 청어

200 그램 / 400 루블

300그램 / 310 루블

맛있는 송어와 양파, 밀의 

토스트 들어간다

‘이바스’ 청어의 생선전, 조지

아의 양념과 프라이 감자 들어

간다



뜨거운 전채요리



뜨거운 전채요리

자른 양고기 갈비

ÒÈÃÐÎÂÀß ÊÐÅÂÅÒÊÀ 
Ñ ÑÎÓÑÎÌ “ÊÀÐÐÈ” 

치즈 토스트

자른 돼지고기 갈비

150 그램 / 450 루블

100 그램/30 그램 / 470 루블

80 그램 / 100 루블

고기와 고추와 양념과 같이 구워

진다

Горячая закуска из Тигровых 
креветок,завернутых в тесто 
Харумаки,  с соусом «Карри».



뜨거운 전채요리

양고기 돌마
160 그램/30 그램 / 300 루블

닭고기 날개

200 그램 / 350 루블

꿀 있는 매운 소스 



뜨거운 전채요리

튀김 해산물과 똠얌 
소스

200 그램 / 380 루블

새우와 오징어



뜨거운 전채요리

구운 미디아와 버섯과 치즈

얀개즈

150 그램 / 400 루블

115 그램 / 550 루블

빵 부스러기 구운 바닷가재와 크

림치즈 들어간다



뜨거운 전채요리

‘하루마키’ 양고기

‘하루마키’ 해산물

70 그램/30 그램 / 300 루블

95 그램/30 그램 / 350 루블

‘하루마키’ 반준과 양고기

‘하루마키’ 반준으로 싼 새우, 오정
어, 완두콩, 치즈 들어간다



샐러드



샐러드

아칙-추축 샐러드

10개야채 샐러드

200 그램 / 150 루블

220 그램 / 280 루블-

우즈베키스탄에 전통 샐러드. 체리 토마토, 

양파, 새 푸성귀와 올리브유가 들어간다

야채와 기름과 레몬 주스 



샐러드

사탕무와 크림치즈 샐러드

‘이메리딘스키’ 샐러드

170 그램 / 250 루블

180 그램 / 350 루블

샐러드 믹스, 볶은 사탕무와 크림

치즈, ‘나르사라브’소시 들어간다

야채와 ‘이메리딘스키’ 치즈, ‘다르

훈’으로 만든 소스 들어간다



샐러드

치킨 그릴 샐러드

똠카 샐레드 

228 그램 / 300 루블

150 그램 / 250 루블

샐러드 믹스, 야채, 치킨 그릴, 오랜

지, 잣, ‘나르사라브’ 소스 들어간다

상추, 에버카도우, 오이, 체리 토마토, 불

구르, 땅콩, 해바라기의 씨와 똠카소스 

들어간다



샐러드

신 야챠와 계란 샐러드             

바작 가지와 호두 샐러드

155 그램 / 250 루블

150 그램 / 250 루블

‘마시오니’ 소스 들어간다



닭고기 조지아의 시저 샐러드

260 그램 / 350 루블

샐러드 믹스, 채리 토마토, ‘제질’ 치즈, 불에서 

구운 닭고기, ‘제자리제’ 소스 들어간다

샐러드

새우 시저 샐러드

240 그램 / 400 루블

새우, 샐러드 믹스, 체리 토마토, ‘제질’ 치

즈, ‘시저’ 소스 들어간다



샐러드

해산물 샐러드

참치 ‘다다키’ 샐러드 페투치니 있는 아시아 샐러드 

200 그램 / 400 루블

220 그램 / 470 루블 270그램 / 330 루블

해산물 믹스, 야채, ‘다이-칠레’ 소스, ‘

하루마키’ 반준을 만든 바구니

오랜지 소스 소혀



샐러드

‘타슈켄트’ 샐러드

‘한’ 샐러드 

‘사나트’ 샐러드

250 그램 / 230 루블

230 그램 / 320 루블

250 그램 / 300 루블

맛있는 혀, 무, 오이, 계란, 집에서 처럼 만

든 마요네즈 들어간다

트레이드 샐러드이다. 볶

은 소고기, 믹스 모초, 토마

토, 오이

트레이드 따뜻한 셀러드이다. 가지, 

체리 토마토, 야생버섯, ‘다이-칠레’ 

소스 들어간다



일식



일식

‘똠얌’ 롤 

‘캘리포니아’ 롤

260 그램 / 350 루블

265 그램 / 420 루블

새우와 쌀 칩

‘더비코’ 알, 오이, 꽃게, 에버카도우



일식

‘하리부’롤

‘필라델피아’ 롤 

255 그램 / 330 루블

245 그램 / 300 루블

트레이드 롤이다. 송어 방아살, 크

람 치즈, ‘데비코’알, ‘파이’ 감자, 

푸성귀, 매운 소스 들어간다

크림 치즈, 오이, 에버카도우, 송

어 방아살



일식

‘가니-프라이’ 롤

‘바미’ 롤 ‘샤키-프라이’롤

230 그램 / 450 루블

260 그램 / 450 루블

155 그램 / 400 루블

크림 치즈, 왕게, 프라이 하는 롤이다

송어, ‘필라델피아’ 치즈 볶은 롤이다 밥 없는 프라이 롤이다. 송어, 에버

카도우, 파,’ 파이’ 감자, 매운 고추, ‘

우나기’ 소스 들어간다



일식

미디아 볶은 롤

닭고기 볶은 롤 ‘샤키-가너미’ 롤’

250 ÃÐ / 250 -

250 그램 / 250 루블 250 그램 / 400 루블

따뜻한 롤이다. 미디아, 오이, 크림 

치즈, 소스 들어간다

따뜻한 롤이다. 딹고기, 오이, 크램 

치즈, 소스 들어간다

‘ 우나기’ 소스 있는 따뜻한 롤이다. 오이, 

크림 치즈, 송어 방어살, 파, 잣



일식

‘데까’ 롤

‘야사이-드수라이’ 롤

‘ 야사이-샤끼’롤

260 그램 / 400 루블

230 그램 / 270 루블

270 그램 / 350  루블

‘ 파이’ 감자, 프라이 하는 참치, 오이, 크림 

치즈, 파, 김치 소스 들어간다

식사위 롤이다. 오이, 피망, 상추, 크림 

치즈, 에버카도우, 김치 소스 들어간다

식사의 롤이다. 피망믹스, 오이, 상추, 에버카

도우, 크림 치즈, 마리네이드에 절인 송어



국



국

‘슈르파’ 국

라미엔 국 ‘노른-슈르파’ 국 

430 그램 / 330 루블

350 그램 / 350 루블

400 그램 / 300 루블

양고기, 야채와 진국이다

집에서 처럼 만든 국슈와 야채, 양

고기 우즈베키스탄 국이다

소고기, 국수, 말고기



국 

닭고기 국

‘보르시’ 국

350 그램 / 180 루블

350 그램 / 250 루블

50 그램 / 100 루블

360 그램 / 200 루블

닭고기, 야채, 국수

소고기 수프 러시아 전통 국이다

*추가분: 훈제 가슴살

소고기와 미네랄 생수 있는 국이다

추운 ‘마서니’ 국



국

‘똠-얌-탈레’ 국

‘호-보’ 국 두부와 김치 있는 국

400 그램 / 370 루블

430 그램 / 350 루블 460 그램 / 270 루블

라오스와 태국에 전통 국이다. 신맛과 매운맛이 있

는 국이다. 닭고기 수프와 레몬그라스 갈란기, 라임

잎, 해산물, 버섯, 양파, 신 토마토

소고기 수프, 소고기, 쌀국수 두부, 매운 수프, 소고기, 버섯, 김치



국

‘하르죠’ 소고기국

‘바르그 슈르파’ 국

330 그램 / 340 루블

500 그램 / 550 루블

조지아 전통 맛있는 국이다. 소곡로 요

리하고 토마토, 밥, 마늘도 있는다

우즈베키스탄의 우하이다. 넙치, 송

어, 새우 들어간다



국

치즈 국

버섯 크림 국

호박 국

245 그램 / 330 루블

360 그램 / 250 루블

400 그램 / 300 루블

밋있는 크림치즈, 볶은 베이컨, 프렌

치 토마토 들어간다

부드러운 크림 수프이다. 닭고기 

국물, 크림, 야송이버섯, 양파, 프

랑스 송로 기름 들어간다

킬로칼로리가 거의 없는 국이다. 비타

민 많이 있고 섬유소도 있는다



빵



빵

‘쎠티’

‘농부의 쎠티’ 

레펴스카

라바슈

170 그램 / 70 루블

170 그램 / 70 루블

130 그램 / 50 루블

160 그램 / 60 루블

조지아의 빵이다. 버터랑 손님에

게 보인다. 양념도 들어간다

조지아의 빵이다. 효모 없는 반죽이다. 버

터랑 손님에거 보인다. 양념도 들어간다



빵

토마토와 돼지고기 하차푸리

‘메그렐’하차푸리

‘꿉다리’빵 

390 그램 / 350 루블

360 그램 / 450 루블

400 그램 / 430 루블

맛있는 삐로그이다. 

토마토와 돼지고기 들어간다

동그란 삐로그이다. 치즈 두개 들

어간다

똥그란 빵이다. 소고기, 치즈, 

고추, 살로 들어간다



빵

아자리야 하차푸리

베이컨 하차푸리

280 그램 / 350 루블

250 그램 / 350 루블

치즈 세 개, 계란, 버터, 들어간다



빵

해산물 아자리야 하차푸리

390 그램 / 450 루블

새우, 오정어, 가리비 들어간다



빵

푸성귀와 치즈 ‘구타브’ 

양고기 파이 ‘체벅’

양고기 ‘구타브’ 

소고기와 치즈 파이 ‘체
벅’ 

120 그램 / 180 루블

210 그램 / 150 루블

120 그램 / 180 루블

210 그램 / 160 루블



뜨거운 요리 



뜨거운 요리 

닭고기 힌칼리

양고기 힌칼리

돼지고기와 소고기  
힌칼리

가리비 힌칼리

새우 힌칼리

소고기 볶은 
힌칼리

90 그램/1 개  80 루블

90 ÃÐ/1 개 200 루블

90 ÃÐ/1 개 120 루블

90 그램/1 개 80 루블



뜨거운 요리 

사마르칸트 플러프
아칙-추축

석류

양파

‘가지’ 
300 그램 / 300 루블

50 그램 / 50 루블

30 그램/ 50 루블

30 그램 / 30 루블

50 그램 / 100 루블

중앙 아시아의 전통 요리이다. 

쌀, 고기, 야채, 양념, 솥에서 만

든 요리이다

추가분:



뜨거운 요리 

‘가잔-케밥’  

350 그램/ 550 루블

우즈베키스탄전통요리이다. 양고
기, 감자솥에서구운요리이다. 

양고기만두 ‘지즈-비즈’ 

250 그램/50 그램/ 350 루블 300 그램/ 450 루블

고기있는전통요리이다. 뜨거운김
으로익힌요리이다. 

후리이팬에서볶은소고기, 감자, 
양파이다. 



뜨거운 요리 

볶은라미엔

김치보꿈‘즈가르사이’

350 그램/ 380 루블

245 그램/ 350 루블

165 그램/ 350 루블

손으로만든국수, 소고기, 야채, 오
므렛들어간다. 

볶은돼지고기, 셀러리, 김치, 야
채, 시금치들어간다.

간장으로볶은쇠간, 푸성귀들어
간다.



뜨거운 요리 

‘츠그메루리’ 

‘차슈슈리’ 

240 그램/ 350 루블

280 그램/ 380 루블

조지아의전통요리이다. 닭고기, 크
림소스, 아드즈가소스, 마늘, 양념들
어간다

냄새좋은조지아의전통요리이다. 
볶은소고기, 토마토소스, 야채, 
양념들어간다.



뜨거운 요리 

‘차호흐비리’

조지아의 ‘러비오’ 

300 그램/ 360 루블

270 그램/50 그램/50 그램/ 300 루블

조지아의라구이다. 닭고기, 토마
토소스, 양념들어간다. 

볶은콩, 야채, 마늘, 양념들어간다. 그리고도
프렌치토스토베이컨손님에게보인다. 



뜨거운 요리 

‘포크커틀릿’

‘오드자후리’ 닭고기스테이크

190 그램/70 그램/30 그램/30 그램 450 루블

380 그램/ 350 루블

280 그램/30 그램/30 그램/30 그램/ 

450 루블

돼지고기, 프라이감자, 흰호
박, 살사소스들어간다. 

돼지고기로만든전통조지어의요리이다. 프라
이한감자, 푸성귀, 마늘, 영파들어간다.

닭고기다리, 체리토마토, 야생버
섯, 푸성귀들어간다. 



뜨거운 요리 

해산물밥

소고기혀, 야생버섯, 
크림소스

290 그램 450 루블

300 그램 520 루블

볶은밥, 새우, 오정어, 가리비들어
간다. 



뜨거운 요리 

해산물국수 ‘가르보나리제’

닭고기와참치국수

285 그램/ 500 루블 285 그램/ 350 루블

280 그램/ 300 루블

볶은해산물, 국수, 크림소스, 양념
들어간다.

국수,베에컨, 체리토마토, 콩, 
야생버섯, 시금치, 크림소스들
어간다. 

국수, 볶은닭고기, 에너키버섯, 
야채, ‘돈가슈’ 소스들어간다.



뜨거운 요리 

볶은똠양

‘파히타스’ 

310 그램/ 550 -

300 그램/ 300 루블

그릴한돼지고기, 야채, ‘다이
칠리’ 소스들어간다. 



뜨거운 요리 

커리슈위드닭고기

찐송어

150 그램/ 350 루블

280 그램/ 505 루블

청경채, 체리토마토, 흰호박, 
스위트피들어간다. 

쌀칩들어간다.



곁붙임

프라이 감자

그릴 야채

감자 퓌레

밥

볶은 감자와 버섯

그릴 야생버섯

그릴 감자와 살로

차이하나의 감자

140 그램/ 100 루블

345 그램/ 190 루블

200 그램/ 100 루블

150 그램/ 100 루블

400 그램/ 300 루블

230 그램/30 그램/ 250 루블

170 그램/ 150 루블

200 그램/ 170 루블



소스

석류 아드즈가 소스

40 그램/ 80 루블

매운 아드즈가   

40 그램/ 50 루블

드케마리 소스

40 그램/ 80 루블

전통 아드즈가

40 그램/ 50 루블

케첩 

40 그램/ 50 루블

살사 소스

40 그램/ 50 루블

커리

40 그램 / 80 루블

간장

40 그램/ 50 루블

사워크림

40 그램/ 80 루블

마요네즈

40 그램/ 80 루블

마시오니 소스 

40 그램/ 50 루블

치미추리 소스

40 그램/ 50 루블



그릴



그릴

닭고기와치즈소시즈

소고기와돼지고기트
레이드소시즈

양고기소시즈

돼지고기소시즈

소고기트레이드
소시즈

200 그램/30 그램/100 그램

200 그램/30 그램/100 그램 / 460 루블

200 그램/30 그램/100 그램/ 460 -

200 그램/30 그램/100 그램

200 그램/30 그램/100 그램

460 루블

460 루블

460 루블



그릴

소고기샤슬릭

이스칸데르

150 그램/100 그램/40 그램/ 600 루블

300 그램/ 550 -
양고기, 소고기, 치즈들어간다



돼지고기샤슬릭

양고기샤슬릭

180 그램 /100 그램 /40 그램/ 450 루블

150 그램/100 그램/40 그램/ 550 루블

그릴



닭고기샤슬릭

양고기갈비샤슬릭

170 그램/100 그램/40 그램/ 370 루블

230 그램/100 그램/40 그램/ 600 루블 

그릴



그릴

물고기샤슬릭

농어그릴

170 그램/40 그램/30 그램/ 450 루블

1 ØÒ   / 450 루블

감자, 석류아드즈가소스들어간다.



그릴

닭고기류랴-케밥양고기류랴-케밥
170 그램/100 그램/40 그램/ 300 루블170그램/100 그램/40 그램/ 450 루블

기주반스키샤슬릭

200 그램/100 그램/40 그램 / 650 루블

양고기류랴-케밥과소고기샤슬릭들어
간다.



그릴

샤슬릭모듬

800 그램/ 1800 루블

닭고기샤슬릭, 돼지고기샤슬릭, 

양고기샤슬릭, 양고기류랴-케밥



그릴

고기모듬

1200 그램/  2500 루블

닭고기샤슬릭, 돼지고기샤슬릭, 지즈-비
즈, 양고기갈비, 양고기류랴-케밥, 닭고
기류랴-케밥



그릴

매주라기타바카한마리
1 ØÒ / 370 루블

야생버섯그릴 감자그릴 
230 그램/30 그램 / 250 루블 170 그램 / 150 루블



후식



후식

동쪽의동화

나폴레옹아랍의밤

프랑스의후식이다. 꿀있는반족
이다. 사워크림와열매들어간다. 

얇은비스킷으로만든후식이다. 우ㅠ
ㅜ를끓여만든크림들어간다.

초콜릿비스킷과화이트초콜릿으로만
든크림들어간다. 그리고크림-바닐라
소스들어간다. 

170 그램/ 300 루블

150  그램/ 300 루블130 그램/50 그램/ 350 루블



후식

하리부 밀페이
견과와초콜렛으로만든트레이드후삭이
다. 체리의챔들어간다.

맛있는프랑스의후식이다. 치즈크림과열
매들어간다.

200 그램/50 그램/ 400 루블

120 그램/ 250 루블

사과의계곡 
맛있는사과, 얇은비스킷, 캐러
멜소스, 아이스크림들어간다. 

170 그램/50 그램/ 350 루블



후식

코스모스

바브로바 초클렛펀단

우유를끓여만든크림과열매소
스있는슈크림이다. 

치즈크림과열매있는가벼운머랭이다. 망고를
만든소스들어간다.

맛있는초코렛비스킷과중간에뜨거운초콜렛
을들어간다. ‘파리’ 아이스크림공과함께제
공된다.

160 그램/50 그램/ 360 루블

190 그램/ 350 루블 140 그램/50 그램/ 300 루블



후식

랴-미르디 아시아라이트
프랑스에서너무유명한후식이다. 초콜렛
크림으로만든비스킷이다. 치즈크림과블
루베리소스들어간다.

가벼운머렝이다. 치즈크림, 바닐라, 과일
들어간다.

175 그램/ 350 루블 170 그램/ 350 루블

크렘블린
블린으로만든후식이다. 초클렛-치
즈크림들어간다. 계피, 과일과 ‘파
리’ 아이스크림과함께제공된다. 

290 그램/ 350 루블



후식

처치켈라생과일

트레이드아이스크림 클레식아이스키림

까프까즈에옛날부터있는후식이다. 포도주스로
만들고주간에견과있는후식이다.

‘파리’ 아이스크림, 생과일, 마시멜로, 초클렛
들어간다.

80 그램/ 200 루블

900 그램/ 600 루블

250 그램/ 350 루블
200 그램/ 180 루블



아기 메뉴



150 그램 100 루블

츠즈페이스트

스파게티와파르마의치즈
들어간다. 

100 그램/ 30 그램 
150 루블

문어모습있는소
스즈

소스즈, 스위트콘, 케첩
제공된다.

아기 메뉴



265 그램 120 루블

270 그램 150 루블

닭고기수프

프리카데리카수프

닭고기, 계란, 국수들어간
다.

닭고기수프, 돼지고기와소
고기만든프리카데리카, 계

란들어간다.

아기 메뉴



180 그램/30 그램 
250 루블

100 그램/ 50 그램 
180 루블

감자퓌레와커
틀렛

시르니크

닭고기커틀렛, 감자퓌레, 
체리토마토, 푸성귀, 케

첩제공된다. 

코티지츠즈로만든과자
이다. 연우와열매챔들어

간다

아기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