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E & BEER

Restaurant Four Seasons

Champagne 샴페인
Drappier Carte d'Or Brut NV

드라피에 까르뜨 도르 브뤼
황금색 와인,적당히 잘 익은 과일향과 스파이시 ,부드러운 후추향도 느껴진다
크리미한 질감과 섬세한 기포의 샴페인
Pinot Noir, Pinot Meunier, Chardonnay

₩173,000

Veuve Clicquot Yellow Label NV

뵈브 클리코 옐로우 라벨
화려한 향 ,즐거운 기포, 상큼한 아로마 ,갓 구운 토스트 뉘앙스 까지
샴페인의 정석을 보여준다
Pinot Noir, Pinot Meunier, Chardonnay

₩175,000

G.H Mumm Cordon Rouge NV

멈 꼬르동 루즈 NV
바닐라, 레몬, 포도향의 아로마,드라이하고 낮은 탄닌과 새콤한 산도
풍부한 기포가 균형감을 보여준다
Pinot Noir, Pinot Meunier, Chardonnay

₩185,000

Moet & Chandon Imperial Brut NV

모에 샹동 임페리얼 샴페인
밝은 노란색 색상의 와인으로 신선한 사과, 감귤류,
견과류의 뉘앙스가 느껴지며 기포가 섬세하다
Pinot Noir, Pinot Meunier, Chardonnay

₩160,000

Moet & Chandon Rose Imperial

모에 샹동 로제 임페리얼 샴페인
산딸기 ,라즈베리, 체리 같은 붉은 과일향,화려한 꽃향기가 가득한
섬세한 기포의 로맨틱한 로제 샴페인
Pinot Noir, Pinot Meunier, Chardonnay

₩200,000

Sparkling 스파클링
Villa Jolanda Moscato d'Asti

빌라 욜란다 모스까또 다스티
톡톡 터지는 풍성한 기포가 매력적인 상큼 발랄한
스위트 모스까또 와인
Moscato 100%

₩69,000

Lux Rose Cava Brut

럭스 로제 까바 브뤼
우아한 기포의 로제, 사랑스러운 핑크빛과
버블이 아름다운 스파클링
Pinot Noir 100%

₩69,000

Freixenet Ice Cava

프레시넷 아이스 까바
복숭아와 잘익은 배,열대과일향, 감미로운 꽃향기가 어우러지는
부드럽고 스위트한 스파클링 와인
Macabeo, Parellada, Chardonnay

₩79,000

Balbi Soprani Brachetto d'Acqui

발비 소프라니 브라케토 다퀴
매우 향긋한 꽃향기와 과일향이 나며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루비 레드빛
스위트 스파클링 와인
Brachetto 100%

₩79,000

Domaine Piron Cremant de Bourgogne

도멘 피롱 끄레망 드 부르고뉴
샴페인을 닮은 조밀하고 풍성한
기포의 섬세한 끄레망
Chardonnay 100%

₩95,000

White Wine 화이트
Paxis Bulldog White

파시스 불독 화이트
투명한 볏짚색을 띠고 레몬, 사과, 배, 복숭아, 허브 향이 잘 느껴진다
풍성한 과실 풍미가 느껴지며 밝고 경쾌한 느낌의 화이트 와인
Fernao Pires 70% Arinto 15% Verdelho 5% Albarino 5% Chardonnay 5%

₩47,000

Mancey Bourgogne Chardonnay

망세이 부르고뉴 샤도네이
샤도네이의 섬세한 맛과 풍부한 아로마,
상큼한 시트러스 과일 향과 꽃향기 나는 가성비가 좋은 화이트
Chardonnay 100%

₩59,000

La luna 12lunas White

라 루나 12루나 화이트
파인애플 ,복숭아,사과류의 신선한 과일향과 적절한 산도
부드러운 질감의 유기농 와인
Chardonnay 94% Gewurztraminer 6%

₩70,000

1975 Sauvignon Blanc

1975 쇼비뇽 블랑
잘 익은 사과 복숭아등 과실향과
산뜻한 산도의 유쾌한 화이트 와인
Sauvignon Blanc 100%

₩79,000

Balthasar Ress Riesling ‘MONOPOLE'

발타사 레스 리슬링 모노풀
달콤한 맛과 신선한 미네랄,산뜻한 산미가 조화롭다
부드러운 피니시가 길게 이어지는 리슬링
Riesling 100%

₩102,000

Red Wine 레드

Paxis Bulldog

파시스 불독
베리류의 과실향과 맑은 루비컬러를 가진
포르투갈 데일리 와인
Touriga Nacional 34%, Tinta Roriz 33%, Touriga Franca 33%

Gentle Cow

₩47,000

젠틀 카우
부드러운 질감의 고기류에 잘 어울리는
미디엄 바디의 와인
Garnacha 50% , Syrah 50%

₩55,000

The Long Dog Rouge

더 롱독 루즈
편안한 바디감과 생동감있는
데일리 와인
Grenache 60% , Syrah 40%

₩55,000

Finca Bacara Time Waits For No One

핀카 바카라 타임 웨이츠 포 노원
부드러운 탄닌과 적절한 산미가 받쳐주는
미디엄 풀바디의 유기농와인
Monastrell 100%

₩59,000

Finca Bacara, 3015

핀카 바카라 3015
루비 컬러. 붉은꽃, 흰후추, 허브 풍미가 조화롭게 느껴지고, 부드러운 타닌과
신선한 과일 맛이 잘 어우러지는 미디움 바디의 유기농와인
Monastrell 100%

₩75,000

Red Wine 레드
Spellbound Cabernet Sauvignon

스펠바운드 까베르네 쏘비뇽
잘 익은 과일향, 풍부한 질감, 허브와 후추 향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며
부드러운 탄닌을 지닌 파워풀한 와인
Cabernet Sauvignon 100%

₩79,000

Spellbound Merlot

스펠바운드 메를로
메를로 품종이 지닌 부드러움과 달콤한 과일 풍미를 느낄수 있는
미디엄 바디의 와인
Merlot 100%

₩79,000

Chateau Teyssier Saint Emilion Grand Cru

샤또 테이시에 생떼밀리옹 그랑 크뤼
과일향과 오크, 커피향이 어우러지는
부드러운 질감과 실키한 느낌의 와인
Merlot 70% ,Cabernet Franc 30%

₩85,000

1865 Syrah

1865 싱글빈야드 시라
블랙베리, 자두 등의 검은 과일류의 풍성한 향이 매혹적인 아로마를 형성하며
부드러운 탄닌과 초콜릿 향이 우아하게 펼쳐진다
Syrah 100%

₩85,000

1865 Cabernet Sauvignon

1865 싱글빈야드 까베르네 쏘비뇽
검붉은 과일향과 달콤한 바닐라향, 과일맛이 풍부하게 느껴지며
진한 탄닌과 묵직한 바디감을 보여준다
Cabernet Sauvignon 100%

₩85,000

Red Wine 레드
Kilikanoon The Lackey Shiraz

킬리카눈 더 래키 쉬라즈
블랙베리, 자두등 검은 과실향과 바닐라, 스모크, 페퍼 등이 느껴지는
전형적인 쉬라즈 와인
Shiraz 100%

₩65,000

Kilikanoon Killerman's Run Shiraz

킬리카눈 킬러맨즈 런 쉬라즈
바닐라, 블루베리, 신선한 과실향, 탄닌이 강하고 길게 이어지며
신선한 과실맛과 진한 맛이 잘 어울어진 와인
Shiraz 100%

₩85,000

Cesari Mara Di Rippaso

체사리 마라 디 리파소
잘 익은 과실의 향이 나고 체리와 붉은 열매류 과일의
특징을 많이 보여준다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와인
Corvina 65% Rondinella 30%

₩75,000

Kaiken Ultra Malbec

카이켄 울트라 말벡
붉은 열매과일, 초콜릿,바닐라 등의 풍성한 향과
풀 바디 느낌의 부드러운 맛
Malbec 100%

₩75,000

Tasca d'Almerita Cygnus

타스카 달메리타 시그너스
풍부한 베리류 아로마와 바닐라, 모카, 담배, 흑후추 향이 복합미를 보여준다
실키하고 부드러운 탄닌의 와인
Nerod'Abola 60% Cabernet Sauvignon 40%

₩85,000

Red Wine 레드
Zinfandelic 'Old Vine' Zinfandel

진판델릭 올드 바인 진판델
짙은 루비 컬러. 라즈베리, 섬세한 흙향 베리와 체리류의 과실맛이 느껴진다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탄닌이 우아한 피니시로 이어지는 유기농와인
Zinfandel 100%

₩85,000

Rocca Di Montegrossi Chianti Classico

로카 디 몬테그로시 끼안띠 끌라시코
잘 익은 체리, 베리류의 과일 풍미가 느껴지며, 강하고 촘촘한 타닌과
산미의 밸런스가 뛰어난 유기농 와인
Sangiovese 88% Canaiolo 8% Colorino 4%

₩110,000

Mollydooker, The Boxer

몰리두커 더 복서
진한 체리,블랙베리 블루베리등 잘 익은 과일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하게
느껴지며 진한 타닌과 풀 바디의 묵직한 바디감을 가진 와인
Shiraz 100%

₩110,000

Torbreck Woodcutter's Shiraz

토브렉 우드커터스 쉬라즈
깊고 진한 루비빛을 띠며 볼륨감이 느껴지는 달콤한 과실의 아로마가 있으며
탄닌감과 산도의 밸런스가 좋은 풀바디 쉬라즈
Shiraz 100%

₩120,000

Silver Ghost Single Vineyard Cabernet Sauvignon

실버고스트 싱글빈야드 까베르네 쏘비뇽
입안을 가득 채우는 진한 과일 풍미와 풍성한 탄닌을 보여주는
최고급 까베르네 쏘비뇽 와인
Cabernet Sauvignon 100%

₩110,000

Red Wine 레드
Lucien Muzard Bourgogne Pinot noir

뤼시엥 뮈자르 부르고뉴 피노누아
50년 이상의 올드 바인에서 탄생한 복합적인 풍미와 질감
부드러운 탄닌과 우아한 바디감의 피노누아
Pinot noir 100%

₩135,000

Origen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

오리진 그랑 리제르바 까베르네 쏘비뇽
진한 과일향과 커피와 향신료의 아로마가 조화를 이루며
진한 탄닌의 묵직한 풀 바디 와인
Cabernet Sauvignon 100%

₩130,000

Textbook Cabernet Sauvignon

텍스트북 까베르네 소비뇽 나파 밸리
잘 익은 과일과 바닐라,오크향 적절한 산도와 탄닌 ,구조감이 좋은 조화로운 맛의 까베르네 쏘비뇽
고급스러운 레이블로 특별한 날 추천와인
Cabernet Sauvignon 100%

₩155,000

Dominio de Pingus, PSI

도미니오 드 핑구스 PSI
파워풀한 탄닌감과 블랙베리, 초코렛, 오크등의 화려한 풍미를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묵직한 밸런스를 이룬다 2014년 국빈 만찬 와인
Tempranillo 88%, Grenache 12%

₩170,000

Mollydooker Blue Eyed Boy

몰리두커 블루 아이드 보이
넘치는 과일향 ,묵직한 질감과 탄닌, 진득한 쉬라즈의 풍미를 느낄수 있는 와인
레이블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을 의미한다
Shiraz 100%

₩165,000

Red Wine 레드

Napa Highlands Cabernet Sauvignon

나파 하이랜즈 까베르네 쏘비뇽
체리와 석류,농축된 넘치는 과일향,초콜릿 풍미
견고한 구조감과 길게 이어지는 피니쉬의 풀 바디 와인
Pinot noir 100%

₩179,000

Mollydooker Giggle Pot

몰리두커 기글팟
진한 포도,플럼,체리,블랙베리, 정향, 삼나무향,허브향의 조화
파워풀한 탄닌, 깊은 과일향, 적절한 산미를 보여주는 풀 바디 까베르네 쏘비뇽
Cabernet Sauvignon 100%

₩198,000

Michael Mondavi Family Emblem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마이클 몬다비 패밀리 엠블럼 나파밸리 까베르네쏘비뇽
풍성한 검은 과실 풍미가 촘촘한 탄닌과 함께 입 안 가득 퍼지며
섬세한 산미가 드라이한 피니쉬와 함께 길게 이어진다,최고의 컬트와인
Cabernet Sauvignon 90% Petit Verdot 5% Petite Syrah 5%

₩220,000

Krupp Brothers Estate 'The Doctor'

크룹 브라더스 '더 닥터'
둥근 탄닌과 입 안을 가득 채우는 바디, 실키하고 라운디함
길게 이어지는 과실과 코코아 풍미, 복합적인 맛과 우아한 텍스쳐가 매혹적이다
Tempranillo 36% Cabernet Franc 26% Cabernet Sauvignon 24%
Malbec 10% Petit Verdot 4%
₩379,000

Terra 330ml / Pale Lager

테라 / 페일 라거
₩7,000

Blanc 1664 330ml / Ale

블랑 1664 / 에일
₩8,000

Heineken 330ml / Pale Lager

하이네켄 / 페일 라거
₩8,000

San Miguel 320ml / Pale Pilsner

산미구엘 / 페일 필스너
₩8,000

Guinness Draught 330ml /Stout

기네스 드래프트 / 스타우트
₩15,000

Hallasan / Soju

한라산 소주
₩8,000

Kumbokju / Soju

금복주 소주
₩8,000

Hwa Rang / Rice Wine

화랑 / 청주
₩15,000

Gyeongju Beopju / Rice Wine

경주법주 '초특선'
₩120,000

House Wine

하우스와인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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