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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ine Selection
SPARKLING & CHAMPAGNES

PRICE

50.

La marca Prosecco, ITALY
맑고 투명한 금빛색상을 띠며, 사과, 복숭아, 꿀 등 잘익은 과실향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와인

52.

Balbi Soprani Brachetto d'Acqui, ITALY
레드 루비 빛을 띄며 블랙베리, 라즈베리향의 과일 향이 풍부하며 달콤하면서 부드럽고 정교한 맛을 가진 와인

58.

Gancia Brachetto d'Acqui, ITALY
달콤한 스파클링 와인 중 하나, 이탈리아 가면 희극의 가장 유명한 배우 지안두아 다 지오느 디라두아가 극찬한 와인

WHITE WINES

PRICE

50.

Columbia Crest Grand Estates Chardonnay, U.S.A
사과, 멜론의 풍성한 향과 크렘 브륄레, 캐러멜, 은은한 단 향, 크리미한 여운이 풍부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의 와인

50.

Balbi Soprani Moscato d'Asti, ITALY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약간의 스파클이 입안 가득 신선한 와인 아로마틱 와인 1위 생산자인 카페타의 대표 와인

59.

E.guigal Cotes Du Rhone Blanc, FRANCE
살구, 복숭아 등의 신선한 과일 향과 향긋한 아카시아 꽃 향이 풍부한 아로마를 만드는 화이트 와인

62.

Bricco Quaglia Moscato d'Asti, ITALY
모스카토 와인의 관념을 깬 와인, 멜론, 구아바, 열대과일의 향이 느껴지는 스윗하고 색깔있는 와인

Mount Nelson Marlborough Sauvignon Blanc, NEW

70.

ZEALAND

열대 과일과 허브, 특히 절묘한 구스베리 느낌이 가득한 미디엄 바디의 와인, 스무디한 질감이 이색적인 와인

RED WINES

PRICE

Bava Libera Barbera d'Asti, ITALY
루비와 바이올렛의 색상이 가미된 깊고 진한 레드 빛의 감미로운 와인

Bouchard Pere & Fils, Bourgogne Pinot Noir, FRACNE
밝고 고운 루비 색상을 띠며 잘 익은 버찌, 라스베리가 잘 어울리는 우아한 와인. 함께 즐기기에 적합한 와인

Columbia Crest, H3 Cabernet Sauvignon
프랑스산 오크 배럴에 숙성하며 보르도, 버건디 전통 방식으로 양조해 유럽 와인의 매력도 느낄 수 있는 와인

Chateau Pey La Tour Reserve Superieur, FRANCE
짙은 보랏빛의 레드 컬러, 갓구운 신선한 빵내음, 과일향이 느껴지며, 부드럽고 정교한 탄닌이 긴 여운을 남는 와인

Tarapaca,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 CHILE
경쟁 브랜드를 모두 제치고 브랜드 판매, 인지도 모두 1위를 차지한 칠레 국가대표 그란 레세르바 와인

Katnook Founder's Block Shiraz, AUSTRALIA
진한 자두색에 보랏빛 음영 가미되고 강렬한 다크베리 과일향이 특징인 와인

Melini Vino Nobile di Montepulciano, ITALY
아름다운 가넷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를 띠며 건조 자두, 정향, 시나몬과 아이리스 꽃 향 등 풍성한 바디감을 가진 와인

Montes Alpha Syrah, CHILE
국민와인 몬테스 알파, 재질감이 뛰어난 탄닌과 훌륭한 발란스, 긴 여운이 느껴지는 와인

* 한정수량 판매입니다. * All prices include 10% V.A.T

* 상기 금액에는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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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Wine Selection
SPARKLING & CHAMPAGNES

PRICE

65.

Medici Ermete Daphne, ITALY
은은하게 퍼지는 과일 향과 톡톡 튀는 신비로운 버블에서 그리스 요정Daphne가 연상된다하여 이름붙인 와인

Moet et Chandon Imperial, FRANCE
국민 샴페인 모엣샹동 밝은 노란색 색상의 와인으로 신선한 사과, 감귤류의 느낌의 산뜻한 샴페인

Taittinger Reserve Brut, FRANCE
2017 대한민국 주류대상 스파클링 와인부문 대상, 신의물방울 최종장 마리아쥬에 등장한 샴페인

Dom Perignon, FRANCE
이름이 말해주는 가치, 돔페리뇽, 커피향, 풍부한 미네랄을 느낄수 있는 최상급 샴페인

WHITE WINES

122.
137.
355.

PRICE

75

K/J Vintner's Napa Sauvignon Blanc, U.S.A
약간의 미네랄 향과 함께 깔끔한 라임향이 상쾌한 맛, 멜론, 배, 신선한 레몬 향기가 어우러진 미디움 바디 와인

76.

Hugel & Fils Gewurztraminer, FRANCE
1639년부터 무려12대에 걸쳐 와인을 만들고있으며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에 빠짐 없이 리스팅 되는 와인

92.

Woodcutter's Semillon, AUSTRALIA
짚 색을 띠며 신선한 감귤, 견과류 향을 느낄 수 있으며, 적당한 산도와 균형잡힌 신 맛의 조화의 미디움 풀바디 와인

RED WINES

PRICE

90.

Marques de Riscal Reserva, SPAIN
2016 대한민국 주류대상 구대륙 레드 와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스페인 왕실 공식 와인

90.

Two Hands, Angel's Share, AUSTRALIA
베리향과 서양자두의 진한 아로마와 은은한 화이트 페퍼 향이 감돌며 베일 지역 클래식한 스타일의 쉬라즈 와인

90.

Fonterutoli Chianti Classico, ITALY
키안티 클라시코를 대표하는 와인, 이태리 요리와 잘어울리는 이태리 와인

Duckhornd Vineyards Decoy Melot, U.S.A
부드러운 터치감과 나파 밸리의 지역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풍부한 과일향의 특징을 가진 와인

110.

Stag's Leap Wine Cellars, Hands of Time, U.S.A
파리의 심판의 주인공, 스택스 립 와인 셀라의 가성비 와인

Chateau Grand Barrail Lamarzelle Figeac Saint-Emilion Grand Cru, FRANCE
손 수확된 포도를 전통방식의 양조 부드럽지만 강한 타닌과 함께 풍부하게 입안을 가득 채우는 바디가 돋보이는 와인

Torres, Mas La Plana, SPAIN
파리 와인 올림피아드 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목 받은 뛰어난 탄닌의 조화와 길고 깊음 마무리의 스페인 와인

Joseph Phelps, Freestone Pinot Noir. U.S.A
최상의 포도만을 사용하며, 자연스런 산도, 미네랄 터치, 훌륭한 타닌의 발란스가 뛰어나 미려한 식감을 주는 와인

* 한정수량 판매입니다. * All prices include 10% V.A.T

100.

123.
130.
167.

* 상기 금액에는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ouse&Half Wine
BY THE GLASS
WHITE WINES

PRICE

13.

Gotes du Rhone Blanc “parallele 45”, FRANCE
옅은 금빛에 살짝 초록빛을 띄며, 아름다운 꽃향기와 온화한 풍미가 좋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론 와인

RED WINES

PRICE

13.

Navarro Correas, Reserva Malbec, ARGENTINA
미디엄-풀 바디의 와인으로 벨벳과 같이 부드러운 타닌이 폭발적인 과일 향, 긴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와인

13.

Mezzacorona Cabernet Sauvignon, ITALY
진한 루비 레드의 색을 디며 붉은 과일향과 함께 블루 베리, 제비꽃, 은은한 오크향을 느낄 수 미디엄 풀바디의 와인
BOTTLE PRICE

50.

HALF WINE
WHITE WINES
Duckhorn Napa Valley Sauvignon Blanc, U.S.A

PRICE

60.

오렌지꽃, 레몬 등의 감귤류 향과 열대과일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취임 오찬 와인

Frozen Tundra Vidal Ice Wine, CANADA

60.

진한 금빛 컬러에서 알 수 있듯 꽃, 꿀, 오렌지, 복숭아, 살구 등의 환상적인 아로마를 지니고 있는 달콤한 디저트 와인

RED WINES
Mouton Cadet, FRANCE

PRICE

30.

우아하게 집중된 탄닌과 상쾌한 과일 풍미에 더해진 가죽향의 느낌이 무난하면서도 긴 여운을 가져다 주는 와인

Marques de Riscal Tempranillo, SPAIN

30.

보랏 빛이 감도는 진한 검은 체리 색의 장소 음식에 구애 받지 않고 편하게 즐기기에 좋은 와인

Montes Alpha Classic Cabernet Sauvignon, CHILE

35.

2002 월드컵 조추첨 와인, 2015 세계물포럼 만찬 와인, 2017 대한민국 주류대상 신대륙 레드 와인 대상 수상 와인

Kendall-Jackson,vintner's Cabernet Sauvignon, U.S.A

40.

2001 Florida State Fair Win Competition Double Gold Medal,
2016 대한민국 주류대상 신대륙 레드 와인 대상 수상 와인

* 한정수량 판매입니다. * All prices include 10% V.A.T * 상기 금액에는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