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e



Whatever you choose, you are always right.

Drink wine, drink poetry, drink virtue.
와인을 마셔라, 시를 마셔라, 순수를 마셔라.

- Charles Baudelaire -



flat price

55,000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삼나무 향과 과일 풍미가 잘 어우러진 

 캘리포니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은 와인.

 Redtree
 레드트리 

 Red / USA, CALIFORNIA

 CABeRNeT SAUVIGNON

2.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연을 담은 스페인 유기농 와인.

 Finca Bacara Time Waits For No One 
 핀카 바카라 타임 웨이츠 포 노 원
 red / SPAIN, JUMILLA

 MONASTReLL

3. 은빛 바람이 유령처럼 스친다.

 유럽의 향기에 빠진 칠레 풀바디 와인.

 Silver Ghost Reserva 
 실버 고스트 리제르바 

 Red / CHILe, CeNTRAL VALLeY

 CABeRNeT SAUVIGNON

4. 첫 사랑, 붉게 물들었던 그녀의 얼굴.

 그리고 마주잡은 손 안의 보드랍던 온기.

 Tussock Jumper Wines Cow Malbec
 투썩 점퍼 와인즈 카우 말벡

 Red / ARGeNTINA, SAN JUAN

 MALBeC

5. 신입생의 첫 캠퍼스, 설레이는 시작.

 입 안에서 새로움을 알리는 상큼한 터치.

 Sette Cascine Prosecco Brut
 세테 카시네 프로세코 브뤼

 SPARkLING / ITALY, VeNeTO
 PROSeCCO

6. 신뢰, 그 안에서의 편안함.

 나의 소중한 Best Friend.

 Muriel Crianza
 뮤리엘 크리안자

 Red / SPAIN, RIOJA
 TeMPRANILLO



7. 이태리 와인의 도원결의.

 포도는 비록 세 개이나 신념은 하나다.

 Tormaresca Neprica
 토마레스카 네프리카

 Red / ITALY, PUGLIA
 NeGROAMARO, PRIMITIVO, CABeRNeT SAUVIGNON

8. 하나의 철학,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담다.

 맛과 향이 선명한 화이트 와인.

 La Ciboise White
 라 시부아즈 화이트

 WHITe / FRANCe, LUBeRON
 GReNACHe BLANC, VeRMeNTINO, UGNI BLANC

9. 론을 대표하는 명가의 자부심.

 스파이시한 아로마의 매력에 흠뻑 빠져 들다.

 La Ciboise Red
 라 시부아즈 레드

 Red / FRANCe, LUBeRON
 GReNACHe, SYRAH

10.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유선형으로 파고드는 동그랗던 부드러움.

 Chateau Beauchene Cotes du Rhone 
 Rouge Grande Reserve
 샤또 보쉔 꼬뜨 뒤 론 루즈 그랑 리저브

 Red / FRANCe, COTeS dU RHONe
 GReNACHe, SYRAH, CARIGNAN, CINSAULT

11. 브라운 톤의 니트가 잘 어울리는 그대.

 부담스럽지 않은 근육과 잘 짜여진 비율.

 Gerard Bertrand Terroir Corbiers
 제라드 베르트랑 떼루아 꼬르비에르

 Red / FRANCe, CORBIeReS
 SYRAH, GReNACHe, MOURVedRe

12. 흩날리는 아카시아 꽃잎, 달콤한 바람. 

 버진 로드 위 오롯이 서있는 하얀 드레스.

 Gerard Bertrand Reserve Special Viognier
 제라드 베르트랑 리저브 스페시알 비오니에

 WHITe / FRANCe, LANGUedOC-ROUSSILLON
  VIOGNIeR

flat price

75,000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3. 손오공도 참지 못할 복숭아 향의 아로마와

 섬세하고 풍성한 구름 같은 기포의 와인.

 Simonnet Febvre Cremant de Bourgogne Brut
 시모네 페브르 크레망 드 부르고뉴 브뤼

 SPARkLING / FRANCe, BOURGOGNe
 CHARdONNAY, PINOT NOIR

14. 스페인의 돔 페리뇽.

 최고 품질의 포도로만 생산하는 빈티지 까바. 

 Roger Goulart Brut Rose
 로저 구라트 브륏 로제

 SPARkLING / SPAIN, PeNedeS
 GARNACHA, MONASTReLL, PINOT NOIR

15.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Roger Goulart Coral Rose
 로저 구라트 코랄 로제

 SPARkLING / SPAIN, PeNedeS
 GReNACHe, PINOT NOIR

16. 교복을 입었던 그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의 소중한 추억.

 Batasiolo Barbera d'Asti Sabri
 바타시올로 바르베라 다스티 사브리

 Red / ITALY, PIeMONTe
 BARBeRA

17. 검은 고급 세단의 중후함이 남긴 잔상.

 최고의 리오하 와인.

 Muriel Reserva
 뮤리엘 리제르바

 Red / SPAIN, RIOJA
 TeMPRANILLO

18. 포근하고 부드러운 골든 리트리버의 감촉.

 풍부한 과실향의 미국 정통 메를로.

 Fetzer Core Merlot
 펫저 코어 메를로

 Red / USA, CALIFORNIA
 MeRLOT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9. 달큰한 바람이 바람개비를 돌리고, 

 노오란 유채꽃 밭 사이로 자그마한 돌 담길.

 Nik Weis St. Urbans - Hof estate Riesling
 니콜라우스 바이스 쌍크트 우어반스 

 호프에스테이트 리슬링

 WHITe / GeRMANY, MOSeL
 RIeSLING

20. 마른 가지, 그리고 낙엽을 밟고 올라서면

 해가 지는 가을 색 저편에 감나무 한 그루. 

 Chateau Beauchene Cotes du Rhone Premier Terroir
 샤또 보쉔 꼬뜨 뒤 론 프리미에 떼루아

 Red / FRANCe, COTeS dU RHONe
 GReNACHe, SYRAH, MOURVedRe

21. 로미오와 줄리엣.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진한 사랑의 여운.

 Gran Passione
 그랑 파씨오네

 Red / ITALY, VeNeTO
 MeRLOT, CORVINA

22. 과학과 마법을 동시에 품은 매혹적인 와인.

 부드럽고 우아한 샤도네이의 전형.

 Michael Mondavi Family Spellbound Chardonnay
 마이클 몬다비 패밀리 스펠바운드 샤도네이

 WHITe / USA, NAPA VALLeY
 CHARdONNAY 

23. 미국 와인의 전설 몬다비 패밀리의 와인.

 첫 눈에 반한 매력적인 붉은 풍미.

 Michael Mondavi Family Spellbound Petite Sirah
 마이클 몬다비 패밀리 스펠바운드 쁘띠 쉬라

 Red / USA, NAPA VALLeY
 PeTITe SIRAH

24. 우주의 은하수를 담은 당신의 눈동자는

 그 어떤 달콤함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리.

 Prunotto Moscato d’Asti
 프루노토 모스카토 다스티

 FRIzzANTe / ITALY, PIeMONTe
 CANeLLI MOSCATO

champagne

25. dom perignon brut 2004    490,000
 돔 페리뇽 브뤼 / 샤도네이, 피노누아

26. moet & chandon imperial brut    160,000
 모엣 샹동 임페리얼 브뤼

sparkling

27. ca'del bosco franciacorta  italy  150,000
 까델 보스코 프란치아꼬르따 / 샤도네이, 피노비앙코, 피노네로

28. fantini cuvee cococciola  italy  85,000
 판티니 퀴베 / 코코치올라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france

red bordeaux

29. chateau mouton rothschild premier   2,900,000
 cru classe pauillac 2007 
       샤또 무통 로칠드 프리미에르 크뤼 클라쎄 뽀이약 / 

       까베르네쇼비뇽, 메를로, 까베르네프랑, 쁘띠베르도

30. chateau margaux premier grand cru classe 2011 2,200,000
       샤또 마고 프리미에르 그랑 크뤼 클라쎄 /  

       까베르네쇼비뇽, 메를로, 까베르네프랑, 쁘띠베르도  

31. chateau brane cantenac margaux   320,000
       샤또 브랑 깡뜨낙 마고 / 

       까베르네쇼비뇽, 메를로, 까베르네프랑, 까르미네르

red bourgogne

32. domaine jean marc millot echezeaux   550,000
 grand cru cote de nuits 2011
       도멘 장 마크 밀로 에세조 그랑 크뤼 꼬뜨 드 뉘 / 피노누아

white 

33. puligny-montrachet paul pernot  240,000
        퓔리니 몽라쉐 폴 페르노 / 샤도네이

34. alphonse mellot pouilly-fume   135,000
       알퐁소 멜로 푸이 휘메 / 쇼비뇽블랑

italy

red 

35. farnese edizione                                                       180,000
       파네세 에디치오네/몬테풀치아노,프리미티보,산지오베제,말바시아,네그로마로

36.fantini montepulciano d’abruzzo   70,000
        판티니 몬테풀치아노 다부르쪼 / 몬테풀치아노

white

37. tiefenbrunner pinot bianco   75,000
        티펜브루너 / 피노비앙코

u.s.a

red

38. joseph phelps vineyards insignia 2010   790,000
        조셉 펠프스 빈야드 인시그니아 / 까베르네쇼비뇽, 메를로

white

39. chateau montelena napa valley chardonnay  320,000
        샤또 몬텔레나 나파 벨리 / 샤도네이

40. newton vineyards unfiltered napa valley chardonnay  210,000
        뉴턴 빈야드 언필터드 나파 벨리 / 샤도네이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ustralia

red

41. penfolds koonunga hill shiraz                                            100,000
         펜폴즈 쿠눈가 힐 / 시라즈

white

42. penfolds koonunga hill autumn riesling                           100,000
         펜폴즈 쿠눈가 힐 어텀 / 리슬링

chile

red

43. b.p.r et vina concha y toro maipo valley almaviva 2012 550,000
         바롱 필립 드 로췰드 에 비나 콘차 이 토로 알마비바 /

         까베르네쇼비뇽, 까르미네르, 까베르네프랑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a 10% government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봉사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