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INK LIST
SPARKLING & MINERAL WATER

HEALTHY JUICE

산 펠레그리노 San Pellegrino (Sparkling) 750ml ... 6.

스테비아 에이드 ‘Anti-Stress’ Green Stevia Ade ... 12.

아쿠아 판나 Acqua Panna (Still water) 750ml ... 6.

행오버 에이드 ‘Refreshment’ Hangover Ade ... 12.

COCKTAIL

DRAFT BEER

ADE

와인 스프릿쳐 Wine Spritzer ... 12.

제주 위트 에일 Jeju Wit Ale ... 9.

유자 에이드 Citrus Ade ... 7.

아메리칸 레모네이드 American Lemonade ... 12.

아사히 Asahi ... 10.

핑크레몬 에이드 Pink-Lemon Ade ... 7.

코로나리타 Coronarita ... 15.

스텔라 아르투아 Stella Artois ... 8.

로네펠토 에이드 Ronnefeldt Ade ... 10.

SOFT DRINK

TEA

COFFEE

콜라 ... 5.
Coke

마리아쥬 프레르 마르코 폴로 ... 9.
Mariage Freres Marco Polo

에스프레소(유동커피) ... 4.
Espresso

사이다 ... 5.
Sp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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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유동커피) ... 5.
Americano

오렌지 주스 ... 5.
Orange Juice

다만프레르 아쌈 슈페리외르 ... 9.
Dammann Freres Assam Superieur

피츠라떼 ... 7.
Peet’s Latte

사과 주스 ... 5.
Apple Juice

* 다량의 골든 팁과 함께 아름답고 커다란 잎을
전부 이용한 과일 향이 어우러진 독특한 향

피츠카푸치노 ... 7.
Peet’s Cappuccino

다만프레르 다즐링 ... 9.
Dammann Freres Darjeeling
* 기품 있는 떫은 맛과 머스캣 향이 특징. 홍차의 샴페인

블루바틀 벨라 도노반 ... 7.
Blue Bottle Bella Donovan
블루바틀 싱글 오리진 ... 7.
Blue Bottle Single Origin

마리아쥬 프레르 웨딩 임페리얼 ... 9.
Mariage Freres Wedding Imperial
* 골든 아쌈의 몰트 향과 초콜릿, 캐러멜 향이 어우러져
완벽한 결혼을 표현하는 달콤한 티

NARNIA HOUSE WINE
WHITE WINE

RED WINE

GLASS WINE

도나마리아 블랑코 ... 55.
Dona Maria Branco 2014

도나마리아 틴토 ... 55.
Dona Maria Tinto 2013

글라스 레드 와인 ... 15.
Glass Red 5 ½oz

도나마리아 아만티 레세르바 블랑코 ... 88.
Dona Maria Amantis Reserva Branco 2012

도나마리아 아만티 레세르바 틴토 ... 88.
Dona Maria Amantis Reserva Tinto 2011

글라스 화이트 와인 ... 15.
Glass White 5 ½oz

NARNIA HOUSE WINE

DONA MARIA TINTO (도나 마리아 틴토)
나니아 레스토랑을 대표하는 레드와인
포르투갈의 국왕 주앙 5세(Joao V)가 사랑했던 여인 도나 마리아(Dona Maria)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와인은
풍부한 레드 베리 플레이버를 지녔고 모나지 않고 잘 잡힌 밸런스를 지닌 밸류 와인이다.
포도는 알렝떼주(Alentejo)라는 포르투갈 최대 와인 생산지에서 재배되었다.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12도로 떨어지는 굉장한 일교차를 지닌 지방이다.
이런 일교차는 와인에 중요한 밸런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와인 생산자들에게는 반가울 만한 떼루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레스토랑 고객에게 추천해서 대부분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아마 현재 이 와인을 하우스 와인으로 파는 곳은 국내에 제주 나니아가 유일할 것이다.

DONA MARIA AMANTIS RESERVA TINTO (도나 마리아 아만티 레세르바 틴토)
나니아 레스토랑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급) 간판 와인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 와인을 만든 와이너리의 이름은 도나 마리아 훌리오 바스토스(Dona Maria Julio Bastos)다.
18세기 초반에 포르투갈의 국왕 주앙 5세(Joao V)가 사랑했던 여인 도나 마리아(Dona Maria)를 위해 지은 저택의 이름이고,
그래서 대표 와인의 이름이 도나 마리아가 됐다.
아만티의 레이블을 보면 여자 그림이 있다. 바로 이 여인이 도나 마리아다.
아만티는 일반 도나 마리아 틴토보다 향이나 맛에서 중후한 느낌을 준다.
오크 숙성으로 시트러스 향이 많이 나는 편이고, 복합성도 두루 갖추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 웨딩 및 각종‘사랑’이 테마가 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이 와인을 추천한다. 물론 반응도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