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한 여운을 남기는 베르가못 향이 특징인 홍차
얼그레이 리저브

최고급 녹차에 자스민 꽃잎을 블렌딩한 차 
자스민 펄

캐모마일,페퍼민트,레몬그라스,루이보스,바닐라를 블랜딩하여
독특한 맛과 향아 일품인 허브차

세러니티

신선하고 최고급 캐모마일을 사용한 허브차
로얄 캐모마일

히비스커스,사과,오렌지,로즈힙이 블렌딩되어 새콤달콤한 맛과
과일향이 풍부한 허브차

크림슨 펀치

TEA

열대과일 티 에이드

루이보스 애플망고 에이드

ADE



PAIRING WINE 375ML BOTTLE 

GLASS WINE 

진홍색의 검붉은 레드 컬러를 띠며 베리류, 커피, 바닐라, 감초 등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진홍색의 검붉은 레드 컬러를 띠며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다크초콜렛, 커피 등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칠레의 대표 품종인 카르메네르의 풍미를 잘 보여주면서도 시라와 카베르네 소비뇽의 구조감과 잘 어울리는 와인이다

어두운 자주빛 컬러, 잘 익은 풍부한 검은 과일의 향, 은은한 오크, 발사믹, 마른건초 , 바닐라, 훈제향이 조화롭게 어울림,
미디엄 바디와 부드러운 탄닌, 훌륭한 구조감과 함께 긴 여운이 매혹적인 느낌의 와인입니다.

짙은 루비색을 띠며 검은 자두 ,블루베리, 라즈베리, 오디 등 무르익은 과일의 진한 향과 함께 생감초 허브향도 가볍게 느낄 수 있다.
잘 익은 과일의 감미와 힘찬 산도, 약간 쌉쌀하게 느께지는 탄닌이 어우러진 신선하고 힘찬 열정을 지닌 와인입니다.

깊은 보랏빛, 잔에서 부터 폭발적으로 피어오르는 베리류의 아로마가 인상적이다. 옅은 자두,제비꽃 향과 블랙베리의 향이 충돌하듯 피어오른다.
팔레트는 에너지 넘치는 맛으로 가득하며 과실의 맛은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구조감과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와인입니다.

부르고뉴의 쥬브레 샹베르탱과 같은 단단한 바디에 과실의 복합적인 풍미, 뛰어난 산미의 밸런스가 좋아,
월터 핸젤이 강조하는 '밸런스'라는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와인으로 손꼽힌다.

청난 탄닌, 깊고 부드러운 산과 당도의 밸런스가 뛰어난 와인이다.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와인셀러에 하나의 와인으로만 채운다면
어떤 것을 채우겠냐는 질문에 답한 와인이며, 전세계 특급 와이너리에서 출시하는 세컨 와인 중 평균가 가장 높은 와인으로 유명하다.

밝은 루비 빛깔,스파이스,코코아,그리고 체리의 아로마의 향이 인상적이며 잘 익은 과실의 맛이 입 안 전체에세 부드럽게 느껴진다.
최고의 보르도 와인을 만들어 내는 지역의 와인입니다.

신선하고 복합적인 향미를 이루며 화사한 백합,아몬드꽃,시트러스계일의 과실향이 매력적이다.
코와 입 모두 세밀하면서도 촘촘한 향미가 하모니를 이루며 프레시하고 순수한 산미와 텍스쳐가 구미를 당기게 하는 와인입니다.

핸젤 가문 집 바로 근처에 위한 유서 깊은 밭에서 탄생한 농축미 넘치는 샤도네이이며,
풍미만으로도 취해버리는 엄청난 매력의 화이트 와인이다.

몰리두커의 유일한 화이트 와인이며, 베르데호 품종 특유의 매력이 느껴지는 강렬하고도 긴 여운의 화이트이다.

산도가 높고 톡쏘는 맛이 일품이며 싱그러운 멜론향,야채향,허브향이 잘 어루진 와인입니다.

우아하고 클래식한 전통 리슬링의 향이 청사과,시트러스,파인애플, 그리고 멜론과 같은 열대과일의 아로마와 함께 잘 어우러진다.
약간의 단맛과 산도의 조화가 아주 뛰어난 와인입니다.

밝고 옅은 그린 컬러. 라임, 오렌지, 엘더 플라워, 그린 허브 등의 상큼한 아로마가 느껴진다.
다소 높은 밀도와 뚜렷한 미네랄 캐릭터 길게 이어지는 산도의 피니쉬를 가진 와인이다.

우아하고 클래식한 전통 리슬링의 향이 청사과,시트러스,파인애플, 그리고 멜론과 같은 열대과일의 아로마와 함께 잘 어우러진다.
약간의 단맛과 산도의 조화가 아주 뛰어난 와인입니다.

투명하고 밝은 레몬색 컬러를 띠고, 싱그럽고 강하게 다가오는 오렌지 껍질의 유쾌한 풍미와
사과, 배, 카모마일, 파이 크러스트 등의 다채로운 풍미 잘 느껴진다. 모과의 달콤한 뉘앙스, 풍부한 미네랄리티, 조밀한 기포와 산도,
바디의 뛰어난 밸런스와 함께 부드럽고 우아한 샤르도네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싱싱하고 상큼한 맛이 잘 표현되는 훌륭한 샴페인이다.

골드빛 옐로 컬러에 와인의 버블은 섬세하 면서도 활력이 넘치며 코를 간지럽히는 살구와
흰 복숭아의 과일 아로마를 거치고 나면 작 익은 샴페인에서처럼 브리오쉬와 헤이즐럿의 부케를 맞닥뜨리게된다.
팔렛에서는 라임, 아카시아와 같은 플로럴의 느낌과 레몬절임, 감귤류의 프루팀함, 신선한 아몬드 풍미가 공존하며 매혹적인 매력이 가득한 와인이다.

연한 노란빛 황금색. 상큼하고 섬세한 과일의 향이 발랄한 기포와 어우러져 피어 오른다. 
품종의 특징에서 오는 풍부한 과일의 맛과 부드러움이 입안을 가득채우며 편안한 끝 마무리를 보여주는 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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