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11:00 - 18:00

알러지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inform 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Narnia Afternoon Tea Set Menu
11:00 ~ 16:00 / \ 50,000 / 2인 기준 (VAT included)

First plate
Beet Scone

Last plate
Ganache

Beet / Raisin / Scone
비트, 건포도, 스콘

Dark Chocolate - Raspberry coulis
Earl grey - Green tea - Milk Chocolate

Onion & Bacon Muffin

라즈베리 다크 초코렛
얼그레이 녹차 밀크 초코렛

Onion / Bacon / Oregano / Jack Cheese
양파, 베이컨, 오레가노, 잭치즈

Truffled Potato Choux

Afternoon Tea

트러플 포테이토, 새우, 칠리슈

Dammann Frères Assam superieur

Tomato & Mozzarella

Dammann Frères Darjeeling

Truffled potato puree / Shrimp / Chili choux

Honey tomatoes / Mozzarella / Aged balsamic / Crisp bread
토마토 모짜렐라 오픈 샌드위치

Green & Cheese Sandwich

Broccoli / Cream cheese / Lemon dressing
브로콜리, 크림치즈 샌드위치

다만프레르 아쌈 슈페리외르

다만프레르 다즐링

Mariage Freres Wedding Imperial
마리아쥬 프레르 웨딩 임페리얼

Mariage Freres Marco Polo
마리아쥬 프레르 마르코 폴로

Middle plate
Jeju Mandarine

Jeju Mandarine mousse cake
제주 감귤 무스 케익

Hanla Mountain

Green tea / Vanilla mousse cake
한라산형상, 그린티, 바닐라 케익

Woo-Do Peanut

Woo-Do Peanut / Caramel mousse / Chocolate crunch
우도땅콩, 카라멜무스, 초콜릿 크런치

* 티(Tea) 설명은 뒷장을 참고해주세요.
Please refer to the back cover for explanation of tea.

Afternoon Tea - Mariage Freres (마리아쥬 프레르)
프랑스를 대표하는 홍차 브랜드입니다.

1854년 6월 1일 앙리 마리아쥬 Henri Mariage와 에두아르 마리아쥬 Edouard Mariage 형제가

창업한 식료품 점에서 역사를 시작하였고, 후에 홍차 전문점으로 리모델링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러인 블랙과 레드는 다양한 프랑스의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향수의 나라 프랑스의 기술이 접목되어 블렌딩 된 마리아쥬 프레르의 감미로운 향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의 향기로 불리고 있으며 천연 과일을 통한 가향 처리가 특징입니다.
특히 마르코 폴로 Marco Polo가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입니다.

Mariage Freres Wedding Imperial

(마리아쥬 프레르 웨딩 임페리얼)

골든 아쌈의 몰트 향과 초콜릿, 캐러멜 향이 어우러져 완벽한 결혼을 표현하는 달콤한 티.

Mariage Freres Marco Polo

(마리아쥬 프레르 마르코 폴로)

마리아쥬 프레르의 대표작. 중국과 티벳의 꽃 그리고 과일 향이 어우러진 독특한 향.

Afternoon Tea - Dammann Freres (다만 프레르)
무려 16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프랑스 홍차 브랜드입니다.

설립자인 몽시외르 다망 Monsieur Damame은 프랑스의 태양 왕 루이 14세로부터 프랑스에서의 티 독점권을
포함한 특별한 신임을 얻으면서 세계의 티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구한 역사를 획득했습니다.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티 역사상 최초의 가향티 Flavored Teas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프레르의 향 전문가를 통해 창조된 우아한 향과 색깔의 매력에 빠져 보십시오.

Dammann Freres Assam Superieur

(다만 프레르 아쌈 슈페리외르)

다량의 골든 팁과 함께 아름답고 커다란 잎을 전부 이용한 고급 클래식 홍차.

Dammann Freres Darjeeling

(다만 프레르 다즐링)

기품 있는 떫은 맛과 머스캣 향이 특징으로 ‘홍차의 샴페인’이라 불림.

Narnia Cafe Menu
11:00 ~ 18:00

Main Dish

Coffee & Drink

Beet Scone

Beet / Raisin / Scone
비트, 건포도, 스콘

₩ 3,000

Espresso
Americano

Onion & Bacon Muffin

₩ 3,000

Onion / Bacon / Oregano / Jack Cheese
양파, 베이컨, 오레가노, 잭치즈

Chocolate Brownie

₩ 6,000

Oreo / Vanilla / Valrhnona chocolate
오레오, 바닐라, 브라우니

Choux Tarte

₩ 6,000

Fruits / Cream / Valrhnona chocolate
계절 과일, 크림, 발로나 초코렛 슈

Hanla Mountain

Green tea / Vanilla mousse
한라산형상, 그린티, 바닐라 케익

Woo-Do Peanut

₩ 8,000

Caffe Latte
Cappuccino
Green Tea Latte

₩ 6,000

그린티 라떼

Vanilla Latte

₩ 6,500

바닐라 라떼

Dark Choco Latte

₩ 6,500

다크 초콜렛 라떼

₩ 6,500

카페모카

Gujwa Carrot (Small)

₩ 7,000

유자에이드

Gujwa Carrot (Whole cake 1호)

₩ 22,000

Jeju Mandarine (Small)

₩ 8,000

Jeju Mandarine / Cheese cake
제주 감귤, 치즈 케익

₩ 6,000

카푸치노

Ade

Carrot / Walnut / Cranberry
구좌 당근 케익

₩ 6,000

카페라떼

Caffe Mocha
₩ 8,000

₩ 5,000

아메리카노

Woo-Do Peanut / Caramel mousse
Chocolate crunch
우도땅콩, 카라멜무스, 초콜릿 크런치

Carrot / Walnut / Cranberry
구좌 당근 케익

₩ 4,000

에스프레소

Citron Ade

Jeju Mandarine (Whole cake 1호) ₩ 25,000

Jeju Mandarine / Cheese cake
제주 감귤, 치즈 케익

* 에이드 음료를 제외한 메뉴를 아이스 음료로 변경시 500원이 추가됩니다.

₩ 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