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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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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메리카노 ... 5.5
Iced Americano

사과 주스 ... 5.
Apple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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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 6.
Latte

다만프레르 다즐링 ... 9.
Dammann Freres Darjeeling

아이스 라떼 ... 6.5
Iced Latte

* 기품 있는 떫은 맛과 머스캣 향이 특징. 홍차의 샴페인

블루바틀 벨라 도노반 ... 7.
Blue Bottle Bella Donovan

마리아쥬 프레르 웨딩 임페리얼 ... 9.
Mariage Freres Wedding Imperial

블루바틀 라떼 ... 7.
Hayes Valley Espre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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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NIA HOUSE WINE
WHITE WINE

RED WINE

GLASS WINE

파네세 판티니 트레비아노 다브루쪼 ... 55.
Farnese Fantini Trebbiano d’Abruzzo

쿠스마노 메를로... 55.
Cusumano Merlot

글라스 레드 와인 ... 15.
Glass Red 5 ½oz
글라스 화이트 와인 ... 15.
Glass White 5 ½oz

NARNIA HOUSE WINE

FARNESE FANTINI TREBBIANO D'ABRUZZO (파네세 판티니 트레비아노 다브루쪼)
나니아 레스토랑 하우스 화이트와인
16세기 오스트리아의 파네세 마가렛 공주가 파네세 왕자와 결혼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부르쪼 와인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파네세에 의해 브랜드 FANTINI의 이름과 높은 품질은 오늘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수적인 포도 재배 및 역사적 전통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는 광학장치를 활용하여 파네세 와인이 국제시장의
선두주자라는 명성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와이너리의 6명의 와인메이커들은 수확된 포도의 품질을 병에 담길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 매우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파네세에는 훌륭한 포도주는 끊임없이 밀접하게 관리해야 위대한 와인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흰 꽃 향기와 노란색 과일향이 나며 파스타요리, 샐러드, 연어요리와 매칭해보면 좋습니다.
그들의 땀과 열정을 느끼면서 즐겨보세요.

CUSUMANO MERLOT (쿠스마노 메를로)
나니아 레스토랑 하우스 레드와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위치한 Cusumano 와이너리는 90년대 말, Alberto와 Diego Cusumano형제에 의해 설립된 와이너리로
짧은 역사에 비해 빠른 품질 성장을 이뤄낸 시칠리아 지역의 다크 호스입니다. 시칠리아 섬에서 가장 주목받는 와이너리이며
화산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특별한 떼루아가 갖는 개성을 최대한으로 드러내기 위해 전통적인 포도 재배 및 양조 방식을 따릅니다.
미네랄틱한 터치와 시칠리아 섬의 지중해성 기후에서 비롯된 농축미와 복합미를 훌륭하게 표현하였으며, 특히 쿠스마노의
코르크 변질이나 산화의 위험이 거의 없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글라스 캡으로 세련된 이미지와 뛰어난 품질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체리, 레드커런트, 말린 자두와 라즈베리 잼 등의 과실풍미와 함께 시나몬, 감초, 흑후추, 초콜렛과 같은 스위한 스파이시의 풍미도
느낄 수 있으며 미디움 풀바디의 드라이한 와인입니다. 또한 타닌과 잘익은 과실의 산도가 좋은 와인으로 긴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바베큐 그릴메뉴와 페퍼스테이크와 매칭하면 좋습니다.
제주도 나니아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와인을 즐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