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LD

HOT

윙 5개당 / 순살 7개당 1가지 맛 선택 가능
CHOOSE 1 FLAVOR PER 5 WINGS / 7 BONELESS WINGS  

No Sauce  소스 없음
심플하고 깔끔하게 소스 없이!
Simple and basic

Parmesan Garlic  파마산 갈릭
치즈와 마늘이 만났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요?
Cheese and garlic, what’s not to love?

Honey Butter  허니 버터
100% 꿀과 버터의 조화, 그리고 갈릭후레이크 토핑으로 은은한 마늘향까지!
A perfect marriage between honey and butter, 
and let's not forget the garlic flakes on top!

Smokehouse  스모크하우스
달콤하고 스모키한,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바베큐
Sweet and smoky, easy to love

Korean Glaze  코리안 글레이즈
된장과 고추장을 담아 한국을 맛으로 표현하다!
Traditional flavor of korea reimagined with fermented soybean paste 
and red pepper paste

Classic Buffalo  클래식 버팔로
미국 본토의 새콤한 핫소스를 느낀다. 신맛에 놀랄 수 있지만 놀란 만큼 매력적인 중독성이 강한 맛!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Favorite of all wing and chicken lovers around the world

Hot Buffalo  핫 버팔로
새콤한 버팔로를 더욱 맵고 강렬하게, 중독성도 두 배!
Spicier version of classic buffalo that gives you more addictiveness

Amazinger  어메이징거
달콤한 맛과 서서히 올라오는 매운맛이 일품인 특제 소스!
Nekkid wings’ signature sauce with a hint of ginger. 
Simply amazin'!

Jerk  저크
26가지 재료의 오묘한 맛의 향연. 캐리비안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도전!
Deliciously complex flavor of the caribbean. 
We be spicy

SINGLE

DOUBLE

PARTY

Lemon Pepper  레몬 페퍼
새콤한 레몬향과 후추의 감칠맛이 일품!
Mild. Simple. Delicious

Soy Wasabi  소이 와사비
단짠단짠한 간장맛에 코를 쏘는 와사비 디핑소스의 조화
Soy sauce with a wasabi dip. Familiar yet new

Amazinger Xtra  어메이징거 엑스트라
어메이징거가 뿔났다. 매운맛으로 화끈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Amazinger on fire. Can you take the heat?

Yang-yum  양념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 양념맛
Original fried chicken flavor all Koreans love

FLAVORS

Cajun Dry Rub  케이준 드라이럽
짭쪼름한 케이준이 담백한 드라이럽으로 탄생!
Salty Cajun meets plain dry rub! 

PLATTER
16.5

32.0

62.0

SINGLE 싱글
윙 10개 (2가지 맛 선택)  +  사이드 1개 선택  +  딥 1개 선택  +  셀러리와 당근 1개  +  피클무 1개 
10 WINGS (2 FLAVORS) + 1 SIDE + 1 DIP + 1 CELERY & CARROTS + 1 PICKLE RADISH 

DOUBLE 더블
윙 20개 (4가지 맛 선택)  +  사이드 2개 선택  +  딥 2개 선택  +  셀러리와 당근 2개  +  피클무 1개 
20 WINGS (4 FLAVORS) + 2 SIDES + 2 DIPS + 2 CELERY & CARROTS + 1 PICKLE RADISH 

PARTY 파티
윙 40개 (8가지 맛 선택)  +  사이드 4개 선택  +  딥 3개 선택  +  셀러리와 당근 3개  +  피클무 2개
40 WINGS (8 FLAVORS) + 4 SIDES + 3 DIPS + 3 CELERY & CARROTS + 2 PICKLE RADISH  

JUST WINGS

TEN 10개

FIFTEEN 15개

TWENTY 20개

+ FIVE 추가 5개

12.0

17.5

22.9

6.0

BONELESS WINGS
CHICKEN BREAST

FOURTEEN 14개 12.0

TWENTY-ONE 21개 18.0

TWENTY-EIGHT 28개 24.0

+ SEVEN 추가 7개 6.0

MENU
각 플래터에는 셀러리와 당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PLATTERS INCLUDE CELERY AND CARROTS

LIMITED

LIMITED

SIDES

SHOESTRING FRIES 슈스트링 감자튀김

GIANT ONION RING CROQUETTE 대왕 양파링 크로켓

CAESAR SALAD 시저 샐러드

4.5

4.9

4.9

4.9

WAFFLE FRIES 와플 감자튀김

BEEF CHILI 비프칠리

4.9

5.4

NACHO  나쵸

DIPS

RANCH 랜치

HOT RANCH 핫랜치

+ SAUCE 소스 1개 추가 

CELERY & CARROTS 셀러리와 당근0.7

0.7

BLUE CHEESE 블루치즈 0.7 1.0

1.0

0.5

EXTRAS

PICKLE RADISH 피클무 

HOW TO
ORDER
PLATTER
플래터 주문하는 방법

STEP 1

Choose your platter

싱글 (1인), 더블 (2인), 파티 (4인) 
플래터 중 선택해주세요

STEP 2

Choose the flavors of your wings.
We offer 1 flavor every 5 wings!

우측에 나열되어 있는 맛 중에 원하시는 맛을 
선택해주세요. 윙 5개당 1가지맛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STEP 3

Choose your sides and dips 
according to the size of your platter

플래터에 따른 알맞은 수량의 사이드와 
디핑소스를 선택해주세요

FOOD ALLERGY NOTICE
알러지 주의

치즈
Cheese

파마산갈릭 소스
Parmesan Garlic

슈스트링 감자튀김 토핑
Shoestring Fries Topping

시저 샐러드 토핑
Caesar Salad Topping

밀가루(글루텐)
Flour(Gluten)

윙 반죽
Wing Batter

양파링크로켓
Giant Onion Ring Croquette

시저 샐러드 크루통
Caesar Salad Crouton



COCKTAIL

DRAFT BEER

4.5
2.9
2.9
2.9
2.9

JARRITOS 하리토스 

COCA-COLA
SPRITE
DR.PEPPER
DIET COKE

NEKKID SOUR 네키드 

블러디 메리

사워 9.5

9.5

BUDWEISER 버드와이저
Anheuser-Busch / 미국 / ABV 5% / IBU 7 / 473ml

HUG ME WITBIER 허그미 위트비어
Ark / 한국 / ABV 5.5% / IBU 15 / 480ml

DALBIT PILSNER 달빛 필스너
Lost Coast / 미국 / ABV 5.0% / IBU 30 / 480ml

MAGPIE KÖLSCHE 맥파이 쾰시
Magpie / 한국 / ABV 4.8% / IBU 30 / 410ml

OH MY AMBER   오마이엠버 
Itaewon / 한국 / ABV 5.3% / IBU 33.2 / 410ml

THE HAND AND MALT SLOW IPA 더핸드앤몰트 슬로우 아이피에이
The Hand and Malt / 한국 / ABV 4.6% / IBU 40 / 385ml

EVIL TWIN RED ALE 이블트윈 레드 에일
Heretic / 미국 / ABV 6.8% / IBU 45 / 480ml

GORILLA STOUT 고릴라 스타우트
Gorilla / 한국 / ABV 6.3% / IBU 17 / 410ml

SOMERSBY APPLE CIDER 써머스비 애플사이더
Carlsberg / 덴마크 / ABV 4.5% / 330ml

BLUE MOON BELGIAN WHITE 블루문
Blue Moon / 캐나다 / ABV 5.4% / IBU 9 / 355ml

WATERMELON WHEAT ALE 워터멜론 위트에일
Lost Coast / 미국 / ABV 5.5% / IBU 15 / 355ml

6.5

DRINKS & BEVERAGE

BOTTLES 

SODA
Guava 구아바 / Grapefruit 자몽 / Mango 망고 / Lime 라임 / 370ml

8.5

8.5

8.9

8.9

8.5

8.9

8.9

8.9

8.9

8.9

BIG WAVE GOLDEN ALE 빅웨이브 골든에일
Kona / 미국 / ABV 4.4% / IBU 21 / 355ml

8.9

ITAEWON PALE ALE   이태원 페일 에일
Itaewon / 한국 / ABV 4.3% / IBU 5 / 410ml

  8.5

지루하고 따분한 이름보다는 뭔가 새롭고 신선한 이름을 원했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비롯해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 또한 이름에 넣고 
싶었고, “우리 공간에 와서 가지고 있는 고민과 스트레스를 전부 벗어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발가벗은(Naked) 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네키드 (Nekkid) 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We wanted something unique and original. Not only did we 
want our name to represent the food we serve, but we also 
wanted to convey what kind of place we want to be for the 
diners. We wanted people to come, shed their stress at the 
end of the day, and have a good time - so we came up with 
the name, Nekkid.

instagram  @nekkidwings
website  nekkidwings.com

BEER SAMPLER   맥주 샘플러 18.4
수제맥주 4종 (210ml) 선택 가능
4 kinds of craft beer (210ml) random choice

SAM
PLER

BLOODY MARY

 

 콜라 355ml

 스프라이트 355ml

 닥터페퍼 355ml

 다이어트 콜라 250ml

보드카 베이스에 토마토주스의 크리미한 텍스처와 진돗개핫소스가 더해져 더욱 유니크한 맛
Vodka based cocktail with creamy tomato juice and jindotgae hot sauce

진에 얼그레이를 더해 풍미를 살리고 시럽과 레몬주스로 맛을 낸 네키드윙즈만의 대표적인 사워 칵테일
Nekkid Wing’s signature cocktail with earl gray flavored gin and lemon juice

ITAEWON PALE ALE   이태원 페일 에일
Itaewon / 한국 / ABV 4.3% / IBU 5 / 330ml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