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향의 발견
블렌딩 티의 매력을 극대화한 공간

기획력을 더한 실생활 소품을 소개하는 챕터원 에디트 1층에는 카페 ‘파운드 로컬’

파운드 로컬

이 자리한다. 이곳은 자체 제작한 블렌딩 티와 밀크티 등을 선보이는데, 여기서 주목

주소 서초구 나루터로 65

표 차로 꼽히는 호지 블렌딩 티는 호지차에 카카오 닙스, 마리골드 등을 블렌딩했으

문의 02-3447-8005

며, 나나민트와 중국 저장성 건파우더 녹차가 어우러진 모로칸 민트티, 발효한 루이

할 점은 국내 작가의 공예 작품을 차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파운드 로컬의 대

보스에 시나몬 등을 조합한 루이보스 블렌딩 티 등도 맛볼 수 있다. 각 차는 티포트와
찻잔, 거름망 그리고 차 마시는 알맞은 때를 알려주는 모래시계와 함께 제공한다. 카
페 담당자는 “차를 마시는 행위가 주는 본질적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 귀띔하기도. 다양한 맛이 어우러진 블렌딩 차의 매력이 궁금하다면 추천한다.

파운드 로컬 호지 블렌딩 티

마음을 채우는 차 한잔
물보다는 맛이 느껴지고, 커피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은 음료, 차.
차는 입맛을 돋워주고 기름진 식사 후 더부룩한 속을 가라앉히는 등

차를 찾는 이가 늘고 있는 추세다. 커피가 이끌던 카페 시장을
새롭게 주도하고 있는 차의 힘, 그 향긋한 초대에 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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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과 카페의 만남’이라는 이색적 분위기의 ‘약초원’은 진짜 한약사가 상주하는

약초원

의료 기관이자 한방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차를 함께 선보이는 곳이다. 평일 낮에는

주소 마포구 동교로9길 28

주말은 종일 카페로 운영한다. 한방 차로는 가장 대표적인 쌍화뱅쇼와 환절기에 인

문의 02-322-9955

기 있는 허니 엘릭서 그리고 냉침으로 우린 오미자차가 있다. 쌍화뱅쇼는 쌍화탕에

jan u ary 201 9

감기나 숙취 해소, 다이어트 등 한약을 처방받으려는 환자를 상담하고, 평일 저녁과

아홉 가지 약재를 넣고 꿀과 과일을 더해 쓴맛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 허니 엘릭서는

글 제민주 사진 홍하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기분 전환은 물론 분위기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도

부담 없는 맛과 분위기, 한방 차 전문점

꿀물에 배와 구기자를 더해 음료와 함께 씹히는 과육 맛이 특히 인상적이다. 커피는
일절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한방 차를 비롯해 청귤차, 수정과, 주스 등은 건강을 위
하는 장소라는 한약국의 가장 기본 의무를 충실히 따르는 계절 메뉴다.
love.seo u l.g 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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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속 차 한잔

의미를 되새기며 마시는 중국차의 세계

@jeongmi1122

‘인야’는 중국어 ‘飮雅’를 그대로 발음한 것으로 ‘우아함을 마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좋은 잔에 차를 마시면 차 맛이 배가되는 듯하다.

인야

중국 산지에서 차 마스터가 직접 시음해본 후 엄선한 찻잎만 수입해 중국 특유의 차

주소 마포구 신촌로2안길 12

청차, 홍차, 흑차 등으로 분류한다.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열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문의 02-3141-0915

백모단, 기름진 음식의 느끼함을 해소하는 우롱차의 일종인 봉황단총은 인야가 중국

괜히 울적해지는 마음을 달래주는 데는 따뜻한 차만 한 것이

차를 처음 접하는 이에게 추천하는 메뉴. 이 외에도 중국 황제에게 올리던 진상품 대

없네요~

홍포, 세계 최초의 홍차이자 얼그레이의 시초 랍상소우총, 중국 10대 명차에 속하는

#굿모닝 #티타임 #TWG티

행복한 오전을 보내는 중!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차 가공 방법과 발효 정도에 따라 녹차, 백차, 황차,

#카페#못지않은#우리집#로열블렌드
@j_yoom12

기문 등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청나라 시대 다식 ‘솽피나이’, 광둥어로 팬케이크를 뜻
하는 ‘반지’ 등 다양한 디저트도 선보인다.

만인의 음료,
차 한잔의 즐거움
맛도 향도 풍부한 차의 세계,
예쁜 잔과 함께하면 금상첨화!

@__the_j
여유로움이 찾아온 순간, 좋아하는 과자와 꿀,
그리고 차 한잔의 즐거움.
#홈카페 #허니콤과차한잔 #환상의조합

구석구석 민화 작가의 작품과 함께하는

고즈넉한 익선동 골목 사이, 아기자기하면서도 화려한 색감의 소품이 시선을 사로

민화부티크

잡는 곳이 있다. 다채로운 민화 작품과 이를 소재로 만든 제품을 활용해 공간을 꾸민

주소 종로구 삼일대로26길 24

민화 작가를 선정해 카페 곳곳에 전시하며, 민화 특유의 생소함을 없애기 위해 애쓰

문의 02-762-2988

고 있다. 추천 메뉴는 홍차와 수제 청차. ‘사랑의 찬가’라는 애칭이 붙은 웨딩 임피리

‘민화부티크’가 바로 그곳. 이곳을 운영하는 조여영 작가의 작품과 함께 매월 이달의

얼을 비롯해 퀸앤, 로열 블렌드 등 영국 전통 홍차를 맛볼 수 있다. 또 인삼·대추·솔
잎·복분자·레몬·생강 등을 청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차는 각각 무병장수, 입신양명,
남녀 화합, 가정 화합의 의미를 부여해 더욱 특별하다. 차를 담는 다기에까지 손수 민

@hyuna_snoory

@tea_1ove

기분을 전환해주고 해독 작용도 하는 국화차,

매일 아침 주어지는 햇살과 함께,

잠도 안 오고 축 처지는 날에 추천합니다!

매번 다른 차로 향긋한 오전 만들기~

#국화차 #곤륜설국 #해독작용추천

#아침티타임 #사천홍차 #차한잔의여유

화를 그려 넣어 고풍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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