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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ОРОГИЕ
ГОСТИ!

шеф-повар ресторана Novik Country Club
Антон Терентьев 

Welcome to Novik Country Club restaurant.
Our restaurant is an ideal place to enjoy tasty 
food and spend some quality time at the 
seashore with amazing views and great nature. 
Our menu based on the Far East fresh catch 
seafood. Also you can enjoy a great variety of 
aquarium seafood such as live crab, scallops, 
oysters and sea cucumber. We are proud of 
our dishes and are trying to emphasize the 
original flavour of the products and preserve 
all their health benefits & vitamins.
We use only locally produced products to 
cook famous dishes of Russian & European 
cuisine, spicing them up with our local 
“Primorsky” charm.

Chef of the Novik Country Club restaurant
Anton Terentiev 

Novik Country Club 레스토랑에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 볼 수있을 
뿐만 아니라 해변에서 시간을 잘 보내면서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메뉴의 기본은 신선한 극동 해산 
식품입니다. 우리 수족관에서 게, 가리비, 굴 
및 트레팡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리에서는 제품의 자연스러운 맛을 
강조하고 유용한 특성과 비타민을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현지 식품으로 유명한 러시아와 유럽 
요리를 준비하고 "해변" 맛을 추가합니다.

손님 여러분!
DEAR GUESTS!

meat-free dish
dish for 4 people

spicy dish

блюдо не содержит мяса блюдо на компанию 
от 4х человек

острое блюдо

"채식주의자" 배지 - 요리에는
 육류 제품이 들어 있지 않다 "패거리" 배지 - 4명 

이상을 위한  요리

 "맵다" 배지- 매운 요리

1



Any types of event servicing according to your desire.

CATERING SERVICE

Our kid's playroom is equipp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children over age 4. You can also use the services of the 
Nursing room. 

KID'S PLAYROOM WITH PROFESSIONAL TUTORWe are very pleased to welcome you in our cosy 
hotel if you would like to extend your stay.

HOTEL Our comfort summerhouses accommodate 50 people and more. 

SUMMERHOUSES RENTAL

Enjoy a bath-house on the pier, equipped with 
everything you need, and get a great opportunity 
of taking a deep in the sea.

BATH-HOUSE ON FIRE WOODS

Hiking path (2 km) along the seashore.

PROMENADE «PATH OF HEALTH» 
Boat docking, ship berthing, boat floating & scooter storage 
services are available. We will be pleased to deliver any dish 
from the menu on your boat moored alongside at our pier.

 BOAT DOCKING

Boats & cayaks of various sizes, rowing training 
available upon prior request .

SUP BOARD, CAYAKS & DRAGON CLASS 
SAILING BOATS RENTAL 

Обслужива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любого формата
по вашему желанию.

КЕЙТЕРИНГ 
И БАНКЕТ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Оборудована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в не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дети старше 4 лет. Вы также может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еленальной комнатой.

ДЕТСКАЯ КОМНАТА С ПЕДАГОГОМ
Уютная гостиница всегда к вашим услугам, 
если вы решили остаться у нас подольше.

ГОСТИНИЦА Беседки, в которых может комфортно разместиться как 
маленькая компания, так и большая - до 50 гостей.

АРЕНДА БЕСЕДОК

Баня на пирсе,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окунуться       
в море, оборудованная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РУСКАЯ БАНЯ НА ДРОВАХ

Пешая тропа вдоль берега моря 2 км.

ПРОГУЛОЧНАЯ «ТРОПА ЗДОРОВЬЯ»
Окажем услуги по швартовке, стоянке судов, спуску на 
воду и хранению гидроциклов. Любое блюдо из меню 
мы можем доставить на ваш катер, пришвартованный 
на нашем причале.

ШВАРТОВКА КАТЕРОВ

Лодки и каяки разных размеров,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у заказу возможно 
обучение гребле.

ПРОКАТ СПОРТИВНЫХ SUP ДОСОК, 
КАЯКОВ И ЛОДОК КЛАССА «ДРАКОН»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our 
Novik Country Club reception desk manager 
or contact us by phone +7-924-730-35-22

П        
     N C C
    +7-924-730-35-22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Novik Country Club 의 리셉션 데스크 또는
전화 번호 +7-924-730-35-22 로 관리자에게 문의 할 수 있습니다

O   :
М   :

요청시 모든 형식의 이벤트 제공.

케이터링 및 연회장 관리

4살 이상 아이들을 위한 시설. 베이비 케어 룸 사용.

교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방
아늑한 호텔은 귀하가 우리와 함께 더 오래 
머무르기로 결정하신다면 항상 귀하의 서비스에 
있습니다.

호텔
50명 편안하게 수용 할 수있는 텐트, 작은 텐트.

그릴텐트 렌트

부두에 목욕탕,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이어우드에 러시아 목욕탕

해변을 따라 하이킹 코스 2 KM.

산책 "건강의 길" 계류, 선박 주차, 수력 사이클의 시동 및 보관에 관한 서비스 
제공. 부두에 있는 정박한 보트에 메뉴에서 요리 배달 가능.

보트 계류

다양한 크기의 보트 및 카약, 사전 주문에 따라 
학습 가능.

패들버드, 카약 및 보트 
"DRAGON"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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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АРЫ
МОРЯ

SEAFOOD
해산물

1 шт., цена за 1 кг
whole crab, 

price per 1 kg

2200₶ 70₶
F 

게

Д  

Свежевыловленн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б; 
подается с лимоном и миксом салатов
Freshly-caught king crab served with lemon      
& salad mix
레몬과 샐러드 차린 극동 게

W    :

게와 원하는 소스 추천한다:

Р    
  :

Тартар
Tartar sauce
타르 타르

Айоли
Aioli sauce
아이올리

Дзадзики
Tzatziki sauce
자즈크

40 г/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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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바다 가리비

П  


Живой гребешок из аквариума; 
подается с маринованным имбирем, 
васаби, соевым соусом и лимоном
Fresh aquarium scallop served with 
pickled ginger, wasabi, soya sauce      
& lemon
절인 생강, 와사비, 간장, 레몬을 
차린 생 가리비

B P 

바다 가리비 구이

П  


Гребешок из аквариума, запеченный 
в раковине с сырным соусом
Fresh aquarium scallop baked in a shell 
with cheese sauce
치즈 소스와 구운 가리비

маленький 260₶

B P 

바다 가리비 구이

П  


Гребешок из аквариума, обожженный 
на сковороде до золотистой 
корочки; подается с лимоном, 
васаби и маринованным имбирем
Fresh aquarium scallop burnt on a 
frying pan for golden crust served with 
lemon, wasabi & pickled ginger
레몬, 와사비와 절인 생강을 차린 
프라이팬에서 가리비 구이

средний 300₶
большой 390₶

소형

중형

대형

за 1 шт. / per 1 pc

small

medium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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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30 г/g 900₶
Свежевыловленный трепанг с фирменным 
соусом, лимоном; подается с васаби                      
и маринованным имбирем
Freshly-caught sea cucumber with signature 
sauce, lemon, served with wasabi
and pickled ginger

와사비, 절인 생강, 특별 소스, 레몬과 차린 
트레팡

B  
5 분 트레팡

«П»  

200 г/g

990₶
Томленная в насыщенном бульоне 
с овощами свиная вырезка 
и свежевыловленный трепанг
Braised pork tenderloin & sea cucmber 
in a rich vegetable broth
국물에 구운 야채, 돼지고기 안심, 트레팡

P  &   
"S"
돼지고기 안심과 트레팡 스커블랸카

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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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바다 굴

П  


Живая приморская устрица; 
подается с лимоном и фирменным 
соусом
Fresh Primorsky oyster served with 
lemon & signature sauce

레몬과 특별 소스 차린 바다 굴

B P 

바다 굴 구이

П  


Приморская устрица, запеченная 
в раковине с ароматным маслом

Primorsky oyster baked in a shell 
with spiced butter

향기로운 기름으로 구운 바다 굴

280₶
за 1 шт. / per 1 pc6



1000 г/g
2650₶

Большое блюдо для любител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клешн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ба, дик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лосось, палтус, мидии, осьминог, креветка 
ботан, гребешок приморский, кальмар в ароматном масле.
Рассчитано на компанию от 4-х человек
Massive seafood platter for Far East seafood lovers with king crab 
claws, wild Far Eastern salmon, halibut, mussels, octopus, Botan 
shrimp, Primorsky scallop & spiced butter calamari. 
Perfect option for up to 4 people.
극동 해산물 애호가를 위한 플래터 : 극동 게의 발톱, 야생 극동 
연어, 넙치, 홍합, 문어, 새우, 바다 가리비, 아로마 오일의. 
오징어 4 인분

"N"  
해산물 플래터 "노빅"

М  «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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ЭКО
ТЫКВА

ORGANIC 
PUMPKIN

에코 호박

C      
&  
튀긴 해바라기 씨앗과 코코넛 우유가 
든 호박 크림스프

Т -  
  
  

250 г/g

360₶

P    
사워크림 호박 팬케이크

О    

180/40 г/g

280₶

140/15 г/g

280₶
Фермерская «японская» тыква, 
запеченная с курагой, яблоками и медом; 
подается с соусом манго-маракуйя
Baked Japanese pumpkin with dried 
apricot, apple & honey, served with 
mango & passion fruit sauce
말린된 살구, 사과, 꿀과 구운 "일본" 
호박. 망고와 열정 과일 소스 서비스

P   
과일과 구운 호박

Т,   

250 г/g

210₶

B   
  & 
밥, 꿀과 찐 호박죽

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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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ОЛОДНЫЕ
ЗАКУСКИ

COLD
STARTERS
전채

S  F E   
  &  
치즈 소스, 토스트와 얼간한 극동 연어

М  
    
  

80/150 г/g

500₶

350₶
100/140/80 г/g

S     , 
 ,  &  
구운 감자, 겨자 드레싱, 채소, 
토스트와 얼간한 청어

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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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г/g

560₶

500 г/g

650₶

Сыровяленые колбасы, козий сыр, сыр «Бри» 
и «Дор-блю», мед, кедровые и грецкие орехи
Dry cured sausages, goat cheese, Brie cheese, Dorblu cheese, 
honey, pine nuts & walnuts

소시지, 염소 치즈, 브리치즈, 도르블루치즈, 꿀, 호두

180/20 г/g

890₶

W F E  & P 
    &  
야생 극동 연어, 바다 가리비, 라임-치즈 소스 타르타르

Т    
    
 - 

H   &   
피클과 라드

Д   

A
안티파스티

А

10



САЛАТЫ SALADS
샐러드

350 г/g 650₶

480₶300 г/g

Обожженный приморский гребешок, приморские 
мидии, кальмар, хрустящий салат романо, салат 
айсберг, помидоры черри, пармезан; заправляется 
соусом песто и лаймовым соусом
Burnt Primorsky scallop, Primorsky mussels, calamari, 
crispy Romano salad, Iceberg salad, cherry tomatoes       
& Parmesan dressed with Pesto & lime sauce
조개 구이, 홍합, 오징어, 로마노 샐러드, 아이스버그 
샐러드, 체리 토마토, 파르메산, 페스토, 라임소스

W  
해산물 샐러드

Т   

230 г/g 450₶
Свежий салат романо и айсберг, куриное филе, помидоры черри 
и хрустящие гренки; заправляется пармезаном и соусом цезарь
Fresh Romano & Iceberg salad, chicken fillet, cherry tomatoes          
& crispy toasts dressed with Parmesan & Caesar sauce
신선한 로마노와 아이스버그 샐러드, 치킨 필레, 체리 토마토, 
바삭 바삭한 토스트, 파마산, 시저 소스

C C 
치킨 시저 샐러드

«Ц»  

200 г/g 650₶
Свежий салат романо и айсберг, креветки, 
помидоры черри и хрустящие гренки; заправляется 
пармезаном и соусом цезарь
Fresh Romano & Iceberg salad, shripms, cherry 
tomatoes & crispy toasts dressed with Parmesan 
& Caesar sauce
신선한 로마노와 아이스버그 샐러드, 새우, 체리 
토마토, 바삭 바삭한 토스트, 파마산, 시저 소스

S C 
새우 시저 샐러드

«Ц»  

Нежное фил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ба, авокадо, 
редис, помидоры, свежий горошек, зеленый лук, яйцо 
пашот; заправляется фирменным сметанным соусом
Soft king crab meat, avocado, radish, tomatoes, fresh 
spring peas, spring onion & poached egg dressed with 
signature sour cream sauce
극동 게, 아보카도, 무, 토마토, 신선한 완두콩, 파, 
데친 달걀, 특별 사워크림 소스

C 
게살 샐러드

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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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г/g 350₶

210 г/g 320₶

Свежие помидоры, брынза, шпинат, базилик; 
заправляется оливковым маслом, соком 
лимона и медом
Fresh tomatoes, brinsen cheese, spinach & basil 
dressed with olive oil, lemon juice & honey
신선한 토마토, 브리자, 시금치, 바질, 올리브 
오일, 레몬 주스, 꿀

T- 
3 종류의 토마토 샐러드

С    

Маринованная морская капуста, свежий 
сельдерей, огурцы, сыр фета; заправляется 
авторским соусом
Pickled seaweed, fresh celery, cucumbers & feta 
cheese dressed with signature sauce
절인 바다 케일, 신선한 샐러리, 오이, 태아 
치즈, 특별 소스

S 
바다 케일 샐러드

С   

170 г/g 450₶
Фил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ба, свежие 
и соленые огурцы, икра тобико, каперсы, лук, 
лимон; заправляется растительным маслом
King crab meat, fresh & pickled cucumbers, 
tobiko caviar, capers, onion & lemon dressed 
with vegetable oil
극동 게의 필렛, 오이, 절인 오이, 토비코, 
케이퍼, 양파, 레몬, 기름

"N" 
샐러드 "노빅"

С «Н»

200 г/g

420₶
R S
올리비에

О

Классический рецепт знаменитого салата 
с курицей и говядиной
Classic famous chicken & beef salad recipe
닭고기와 소고기 클래식 샐러드

12



СУПЫ SOUPS
수프

250 г/g

320₶

620₶
350 г/gПодается с рисом

Served with rice
밥 서비스

S T Y
해물 똠얌

Т-  

C  
버섯 크림스프

Г -

300 г/g

470₶
P  ( )
연해주 생선수프

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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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г/g

380₶

540₶300 г/g

350/50 г/g

370₶

Насыщенный мясной бульон с говяжьими 
фрикадельками, свежими шиитаке и кинзой
Rich meat broth with beef meatballs, fresh 
shiitake mushrooms & cilantro

소고기 미트볼, 신선한 표고 버섯, 실란트와 
고기 국물

M    & 
미트볼, 버섯, 허브 수프

С  , 
  

Палтус, дик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лосось в насыщенном 
рыбном бульоне на основе соуса биск с маслинами, 
вялеными томатами и каперсами
Halibut, wild Far Eastern salmon based on rich Bisque 
sauce fish broth with olives, sun dried tomatoes & capers

넙치, 올리브, 말린 토마토, 케이퍼, 물고기 국물에 야생 
극동 연어

F 
물고기 솔랸카

Р 

B  
쇠고기 보르시

Б  

14



РЫБА FISH
생선

за 100 г
per 100 g

160₶

250/30 г/g

480₶

120/80 г/g

640₶

G    
К-   

B      
П   -   

Парная камбала прибрежного улова. Приготовим по вашему желанию: 
поджарим до золотистой корочки, запечем по-домашнему или по-японски
Coastal catch fresh flatfish. According to your desire we shall be sincerely glad to 
cook it in the following ways: pan-fry with golden crust, homemade roast or 
Japanese recipe way.
신선한 넙치. 원하는대로: 황금 갈색까지 튀김, 집구이 방법, 일본 조리법

F E 
극동 넙치

Д 

타르 타르 소스와 구운 오징어

찹쌀 볶음밥과 된장 소스로 구운 넙치

780₶
300/150/150 г/g

M    ,  
  

빵과 스파클링 와인을 끓인 홍합

М,    , 
  

690₶
280 г/g

G     
&   

구운 고구마와 살사 베르데 소스로 
구운 문어

О     
   С 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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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 г/g

710₶

100/200 г/g

760₶

G  F E   
 A     
 
호박 퓌레, 아시아 스타일의 만다린 
매리네이드에 야생 극동 연어

Д  , 
   
   , 
  

S    

흑미와 훈제 넙치

К    

130/100 г/g

710₶

G  F E    
 &  
풋강낭콩, 베른 소스와 구운 야생 극동 연어

Д     
     

16



МЯСО MEAT
고기

300 г/g

540₶

200/120 г/g 470₶

B   , 
 &  
감자, 시금치와 버섯으로 만든 
쇠고기 안심

Г   , 
   

C  &     

고구마 매시, 바베큐 소스와 닭가슴살

К        

300/140 г/g 520₶
H    

가지 그릴과 반 닭

П    

350 г/g 690₶

"T "       
풍부한 고기 소스에 타이가 조리법에 송아지 
고기와 고사리

П      
   

17



540₶
380/190 г/g

M  
대리석 쇠고기 햄버거

Б   

Подается с картофелем фри и кетчупом
Served with french fries & ketchup
프렌치 프라이, 케첩 서비스

180/130/30 г/g

1450₶
L     & P 
구운 야채와 포르토 소스 양고기

К       

Каре ягненка, приготовленное на гриле, подается с печеным чесноком, 
помидорами и фирменным соусом
Grilled lamb chop served with baked garlic, tomatoes & signature sauce
그릴에 조리된 양고기.구운 마늘, 토마토, 특별 소스 서비스

18



190/160 г/g

1150₶
M      & P 
구운 가지와 포르토 소스 쇠고기의 메달리온

М      
   

за 100 г в сыром виде /
per 100 g of raw product /

640₶
R     & P 
구운 야채와 포르토 소스 리베 스테이크

Р      

Сочный говяжий стейк, приготовленный на гриле, подается с печеным 
чесноком, помидорами и фирменным соусом
Juicy grilled beef steak served with baked garlic, tomatoes & signature sauce
그릴에 조리된 육즙이 많은 쇠고기 스테이크.구운 마늘, 
토마토, 특별 소스 서비스

당100그램원료 제품 19



1000 г/g

3100₶
"N"  
고기 플래터 "노빅"

М  «Н»

Большое блюдо для любителей мяса: филе-миньон, половинка 
цыпленка, стейк свиной, каре молодого ягненка и запеченные овощи: 
баклажаны, цуккини, болгарский перец и чеснок; подается с томатным 
соусом. Рассчитано на компанию от 4-х человек
Massive meat platter for meat lovers with filet mignon, half chicken, pork 
steak, lamb chop & baked vegetables: eggplants, zucchini, bell pepper                         
& garlic. Served with tomato sauce. Perfect option for up to 4 people.
고기 애호가를 위한 플래터 : 필레 미뇽, 반 닭고기, 돼지 스테이크, 
양고기, 구운 야채 : 가지, 호박, 피망과 마늘. 토마토 소스 서비스. 
4 인분20



ТАНДЫР TANDOOR
탄두르

C  
치킨 필렛 샤슬릭

Ш   

250/120 г/g 590₶

P 
돼지고기 샤슬릭

Ш  

250/120 г/g 620₶

L 
양고기 샤슬릭

Ш  

250/120 г/g 720₶

C  
치킨 케밥

Л-  

200/120 г/g 590₶

B  
쇠고기 케밥

Л-  

200/120 г/g 590₶

L  
양고기 케밥

Л-  

200/120 г/g 720₶

Подается с лавашом, маринованным 
репчатым луком, листьями салата           
и шашлычным соусом
Served with flatbread, pickled onion, 
salad leaves and kebab sauce
피타 빵에 절인 양파, 양상, 샤슬릭 
소스 서비스

F
피타 빵

Л

1 шт. / 1 pc

50₶

21



СОУСЫEXTRAS
첨가제

С 
T 
자즈크 소스

С  
F  
허브 소스

А     
T &   
신선한 토마토와 고추 아즈카

С 
T 
살사 토마토

С 
P 
페스토 소스

40 г/g

70₶

40 г/g

70₶

40 г/g

70₶

40 г/g

70₶

40 г/g

70₶

22



ЛЕПКА WRAPPERS
만두

220/40 г/g

380₶
C ( )  
소고기 체브레크

Ч  

Подается с соусом дзадзики и томатной сальсой
Served with Tzatziki sauce & tomato salsa
자즈크 소스와 토마토 살사 서비스

240/40 г/g

480₶
C ( )   & 
연어와 넙치 체브레크

Ч    

Подается с соусом тартар и айоли
Served with tartar & Aioli sauce
타르타르 소스와 아이올리 서비스

23



250/50 г/g

420₶

540₶210/100 г/g

B 
쇠고기 만두

М  

Фирменные манты с начинкой из нежной 
говядины с луком; подаются с соусом айоли
Signature mantu stuffed with tender beef with 
onion, served with Aioli sauce
양파와 부드러운 소고기 든 아이올리 소스와 
만두

S 
해산물 만두 

М  

Фирменные манты с начинкой из креветки, 
дик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лосося и палтуса; 
подаются со сливочным соусом с икрой тобико
Signature mantu stuffed with shrimps, wild Far 
Eastern salmon & halibut dressed with cream sauce 
and Tobiko caviar
새우, 야생 극동 연어 및 넙치 든 크림 소스, 
토비코와 만두

290₶
200/50 г/g

V ()   &  
 &  
튀긴 버섯, 감자, 사워 크림 바레니키

В     
   

290₶
200/50 г/g

V ()   &   
&  
양배추, 양파, 사워 크림 바레니키

В     
  

350₶200/50 г/g
R  
소고기 만두

П  

Подаются на ваш выбор с бульоном или сливочным маслом
Served with your choice of broth or cream sauce
원하는대로: 국물이나 버터

24



470₶200 г/g

S &  
새우와 닭고기가 라비올리

Р    

ПАСТА PASTA
파스타 

350 г/g 460₶

700₶
220 г/g

W   
  
크림 소스에 야생 버섯와 
파파델 파스타

П  
   
  

310 г/g 610₶

B    

송아지 고기와 토마토 
소스 파파델 파스타

П  
    


270 г/g

420₶

H      
  
신선한 시금치, 완두콩, 
야채들, 파스타

Д    
    
  

S     &  
신선한 허브와 올리브 오일에 해산물 
파파델 파스타

П    
     

Паста, гребешки приморские, креветки, кальмары, 
мидии, лук, вяленые томаты; заправляется соусом 
биск и соусом песто
Pasta, Primorsky scallops, shrimps, calamari, mussels, 
onion & sun-dried tomatoes dressed with bisque            
& pesto sauce
파스타, 조개, 새우, 오징어, 홍합, 양파,건조 토마토, 
비스크 소스, 페스토 소스

25



ГАРНИРЫ
И ХЛЕБ

SIDE DISHES
고명 & 빵 

180/40 г/g 290₶
P    
사워 크림과 감자 팬케이크

К   

150 г/g 180₶
L- 
라드로 구운 감자

К,    

150 г/g 180₶
M 
으깬 감자

К 

150 г/g 160₶
R
밥

Р

350 г/g 420₶
T 
탄두리에 구운 야채

П   

100/30 г/g 90₶
T  A 
아이올리 소스 토스트

Г   

300/40 г/g

90₶
B 
빵 바구니

К   

Баклажаны, помидоры, цуккини, болгарский перец, фермерская 
тыква "японская", лук репчатый,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в тандыре
Tandoori eggplants, tomatoes, zucchini, bell pepper, Japanese 
pumpkin & onion
가지, 토마토, 호박, 피망, 농부 호박 "일본", 탄두리에서 요리한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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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СЕРТЫ DESSERTS
디저트

290₶ 130/10 г/g

450₶150 г/g

N 
케이크 "나폴레옹"

П «Н»

Воздушное слоеное тесто 
и сливочно-карамельный крем
Fluffy phyllo pastry & caramel cream
에어퍼프 페이스트리와 카라멜 크림

P 
디저트 "파블로바"

Д «П»

Нежная французская меренга с ванильным 
кремом на основе сливочного сыра маскарпоне; 

подается с сезонными ягодами и маршмеллоу
Soft French meringue with vanilla Mascarpone cream, 

served with seasonal berries and marshmallow

마스카포니 바닐라 크림과 부드러운 프랑스 머랭. 
제철 열매와 마시멜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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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130/30 г/g

R &   
디저트 "라즈베리와 화이트 초콜릿"

Д «М   »

Легкий лимонный бисквит, малиновое конфи, крем 
манго-маракуйя, нежный мусс на основе белого 
шоколада и ванили
Fluffy lemon sponge cake, raspberry confit, mango 
passion cream, soft milk chocolate & vanilla mousse
라이트 레몬 비스킷, 라즈베리 콘피트, 망고 열정 
과일 크림, 화이트 초콜렛과 바닐라 부드러운 무스

450₶150 г/g

S  
디저트 "여름 기분"

Д «Л »

Нежная французская меренга, легкий крем на основе 
итальянской меренги с маракуйей, ванильный крем 
на основе сливочного сыра маскарпоне, свежее 

манго и маршмеллоу из маракуйи
Soft French meringue, fluffy Italian meringue passion 
fruit cream, vanilla Mascarpone cream, fresh mango   

& passion fruit marshmallow
부드러운 프렌치 머랭, 열정 과일과 이탈리아 머랭 
가벼운 크림, 마스카포린을 바닐라 크림, 열정 

과일, 신선한 망고와 마쉬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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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140/20 г/g

290₶70/20/50 г/g

C 
케이크 "추아오"

Т «Ч»

Шоколадный бисквит без муки, крем на 
основе молочного шоколада и черной 
смородины с ликером «Крем де Касис»
Flourless chocolate cake with milk chocolate 
cream & blackcurrant with Cassis Liqueur
밀가루가없는 초콜릿 비스킷, 리큐어와 
블랙 커런트 밀크 초콜릿 크림

C    
아이스크림과 카라멜 케이크

К  
 

Нежный карамельный бисквит с кусочками 
карамели и шариком ванильного 
мороженого; подается с соусом 

манго-маракуйя
Soft caramel sponge cake with caramel toffee 
bits & vanilla ice cream scoop, served with 

mango & passion fruit sauce
마스카포니 바닐라 크림과 부드러운 프랑스 

머랭. 제철 열매와 마시멜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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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0 г/g

V
바닐라

В

100₶
50 г/g

S
딸기

К

100₶
50 г/g

C
초콜릿

Ш

100₶
50 г/g

L & 
라임과 바질

Л 
  100₶

50 г/g

L,  & 
레몬, 백리향, 캐러멜

Л,  
 

МОРОЖЕНОЕICE CREAM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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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MADE BERRY JUICE
ДОМАШНИЕ МОРСЫ

홈메이드 열매주스

COLD NON-ALCOHOLIC COCKTAILS
ХОЛОДНЫЕ БЕЗАЛКОГОЛЬНЫЕ КОКТЕЙЛИ

무알콜 콜드 칵테일

링곤베리
L
Б 70₶0,2 л/l

250₶1 л/l

바다 갈매 나무속
S 
О 70₶0,2 л/l

250₶1 л/l

LEMONADES 
ЛИМОНАДЫ

레모네이드

FRESHES
ФРЕШИ

프레쉬 주스

클래식 모히토 무알콜
C M -
К   350₶0,49 л/l

라스베리 모히토 무알콜
R M -
М   350₶0,49 л/l

크랜베리 모히토 무알콜
C M -
К   350₶0,49 л/l

홈메이드 레모네이드 "민트 오렌지"
H  "M-"
Д   «М-» 345₶1 л/l

홈메이드 레모네이드 "자몽"
H  "G"
Д   «Г» 345₶1 л/l

홈메이드 레모네이드 "피노 콜라"
H  "P C"
Д  «П К» 345₶1 л/l

생강 로즈마리 홍차
C    
Х     345₶1 л/l

애플
A
Я

오렌지
O
А
당근 (크림)
C ( )

М 
( )

당근 - 오렌지
C, 

М 
 

호박, 사과 당근
P, , 

Т, , 


호박, 레몬, 생강
P, , 

Т, , 


250₶
0,2 л/l

200₶
0,25 л/l

БАРDRINKS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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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АР SMOOTHIES
СМУЗИ

스무디

키위 - 라스베리
K-
К- 250₶0,35 л/l

비타민
V
В 250₶0,35 л/l

블루베리 - 요구르트
B-
Ч- 250₶0,35 л/l

바다 갈매 나무속
S 
О 250₶0,35 л/l

245₶0,3 л/l

MILKSHAKES
МОЛОЧНЫЕ КОКТЕЙЛИ

밀크 쉐이크

COFFEE
КОФЕЙНАЯ КАРТА

커피

초콜릿
C
Ш

딸기
S
К

바운티
B
Б

키위 바나나
K B
К-

에스프레소
E
Э

100₶
40 мл/ml

아메리카노
A
А

100₶
100 мл/ml

에스프레소 더블
E D

Э 


150₶
80 мл/ml

밀크 아메리카노
A  

А 
 

150₶
100 мл/ml

아이스크림 커피
G
Г

170₶
135 мл/ml

플랫 화이트
F 

Ф 


150₶
170 мл/ml

라떼
L
Л 180₶250 мл/ml

30₶30 мл/ml

카푸치노
C
К 170₶200 мл/ml

С  :  ,  , 
,  , ,  , 
, , , , , , , 
, , , 
S   :   , , ,  
, ,  , , , , , 
, , , , , , 
시럽 : 초콜릿 비스킷, 헤이즐넛, 멘톨, 소금에 절인 캐러멜, 
라벤더, 화이트 초콜릿, 수박, 팝콘, 라임, 초콜릿, 딸기, 코코넛, 
라즈베리, 석류 시럽, 라임, 바닐라, 캐러멜

195₶0,3 л/l

크림
C
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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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MADE TEA
ДОМАШНИЕ ЧАИ

수제 차

바다 갈매 나무속 - 로즈마리
S -
О- 390₶0,9 л/l

크랜베리 - 아니스
C-A
К- 390₶0,9 л/l

라스베리 - 바질
R-
М- 390₶0,9 л/l

건포도
C 
С 390₶0,9 л/l

진저 스비튼
G S
И  390₶0,9 л/l

HOT NON-ALCOHOLIC COCKTAILS
ГОРЯЧИЕ БЕЗАЛКОГОЛЬНЫЕ КОКТЕЙЛИ

무알콜 핫 칵테일

사과 주스와 와이트 멀드 와인
W     
Г     150₶0,2 л/l

포도 주스와 레드 멀드 와인
R     
Г     150₶0,2 л/l

HOT DRINKS
ГОРЯЧИЕ НАПИТКИ

핫 음료

마시맬로 코코아
B   
Ф    250₶0,2 л/l

핫 초콜릿
H 
Г  250₶0,2 л/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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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생강, 계피, 수레 국화가 들어있는 홍차의 혼합)

M (       
 ,   )

М
    
 ,   

중국 홍차 (꽃과 말린 과일의 향과 배와 자두의 맛)

D (      , 
       )

Д Х 
     ,
    

로얄 푸우차 (장시간 지속되는 차, 강장 효과)
R P (-     )

К 
  ,
  

얼 그레이 (베르가못 홍차)
E G (   )

Э Г 
   

카라멜 (카라멜, 바나나 및 코코넛 홍차)
C (   ,   )

К 
   ,   

알리 바바 (체리, 파파야, 
금잔화 및 장미 꽃잎의 열매 녹차의 혼합)

A B (      
 , ,    )

А-Б 
        ,
,    

GREEN TEA
ЗЕЛЕНЫЙ ЧАЙ

녹차

인삼 (녹색 큰 잎 차)
G (   )

Ж  
   

재스민 진주 (녹차 재스민 포함)
T J P (   )

Ж  
   

아침 별 
(산의 풀, 동백꽃, 레몬그라스, 멜론, 구아바 및 수레 국화)

M S 
(    ,  , 
 , ,   )

У  
  ,  , 
 , ,   

우유 우롱차 (강장제, 보온 효과)

M O 
(       )

체리 (체리, 딸기, 바나나, 라스베리)

C 
(   , ,   )

Ч 
   , ,   

애플과 석류 (석류의, 사과와 크림 요구르트)

A   
(      ,    )

Я  
    ,
   

라즈베리 민트 (나무 딸기, 건포도, 민트와 사과 조각)

R  
(   , ,     )

М   
   , , 
   

280₶0,9 л/l

280₶0,9 л/l

280₶0,9 л/l

280₶0,9 л/l

280₶0,9 л/l

280₶0,9 л/l

280₶0,9 л/l

280₶0,9 л/l

280₶0,9 л/l

М  
 ,  
   

280₶0,9 л/l

280₶0,9 л/l

280₶0,9 л/l

280₶0,9 л/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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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ON TAP
ПИВО РАЗЛИВНОЕ

생맥주

아사히 (일본) 라이트 맥주/흑맥주
A (J)  / 

А (Я) 
/

190₶0,3 л/l
290₶0,5 л/l

0,3 л/l
250₶0,5 л/l

A (극동 맥주) 라이트
A (F E ) 

А (Д ) 


170₶

0,3 л/l
440₶0,5 л/l
290₶

P (독일) 밀, 필터링되지 않은
P (G) , 

П (Г) 
, 

0,3 л/l
440₶0,5 л/l
290₶

B  B (벨기에) 밀, 필터링되지 않음
B  B (B) , 

Б  Б (Б) 
, 

BOTTLED BEER
ПИВО БУТЫЛОЧНОЕ

병 맥주

V K (체코 공화국) 
라이트 맥주/흑맥주

V K (C R)  / 

В К (Ч) 
/

180₶0,5 л/l

0,33 л/l

하얼빈 맥주 (중국)
H B (C)
Х (К)

150₶

BEER ALCOHOL-FREE
ПИВО БЕЗАЛКОГОЛЬНОЕ

무알콜 맥주

C (G)
C (독일)

К (Г)

210₶0,3 л/l

0,5 л/l

B ( N)
B (네덜란드)

Б (Н)

140₶

COLD DRINKS
ХОЛОДНЫЕ НАПИТКИ

콜드 음료

배 레모네이드
P 
Л  40₶0,2 л/l

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C-C, F, S
К-К, Ф, С 120₶0,5 л/l

실버 물 (탄산, 비탄산)
S  (, -)

В С 
, 

70₶0,5 л/l

BA 물 (탄산, 비탄산)
BA  (, -)

В BA 
, 

70₶0,5 л/l

주스 "리치" (사과, 체리, 오렌지, 토마토, 자몽, 파인애플)

"RICH"  (, , , , , )

С «RICH» 
, , ,
, , 

80₶0,2 л/l

70₶0,5 л/l

300₶1 л/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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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GUESTS!

W    &  
, ,  '  
,     
. T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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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   
’ .

S      . W 
      . I  
         
    “N S”   
  . 

O     ,    
      
    (     
 ). 

• I         
       500   
   20    
 & 1000       
.  
• I           
     300     
.
• 10%        
 20      & 1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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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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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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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
-: @.

A     RUB. T       
  . R      
   . P          
.

레스토랑의 규칙에 주의 하십시오.

손님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아이들과의 가족 휴가를 
장려하여 일반 담배, 전자 담배, 시가 및 물 담배와 같은 흡연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메뉴에는 담배가 없습니다.공원 내내 
흡연은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됩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 4 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님의 감독없이 
어린이 방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손에 앉을 작은 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개를 가지고 방문하면 부두에서 NOVIK BEREG 의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손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수영복이나 신발없이 레스토랑에 
들어가시지 않기 바랍니다.

• 알코올을 가져 오고 싶다면 "사용료"의 영향을 받으실 
것입니다. 20도 알코올 1 병당 - 500 루블, 강한 알코올 - 1000 
루블 내야 합니다.
• 케이크를 가져 오고 싶다면 "케이크 사용료"의 영향을 받으실 
것입니다. 케이크 1킬로당 - 300 루블 내야 합니다.
• 레스토랑 20명 이상 - 10 % , 베란다 15명 이상 - 15 % 부가세 
내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레스토랑의 테이블 예약이 선불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님의 편의를 위해 "실시간 
대기열 " 구성표가 작동합니다.

다른 손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가져온 음식과 
음료를 사용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레스토랑에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 @.

메뉴의 모든 가격은 루블로 표시됩니다. 이 메뉴는 광고 자료입니다. 제어 메뉴에 
대해  관리자를 물어 보실 수 있습니다. 웨이터에게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에 
대해 경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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