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과 낭만이 넘쳐나는

와인 테라피
와인 힐링과 펀
(Wine Healing and Fun)
글로벌형 와인 파트너 ‘서홍진’ 과 함께 즐기는 맛과 멋의 와인

"와인은 긴장을 늦추고 너그러운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일상을 더 편하고 느긋하게 만든다."
"와인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치 않는 증거다.“
- 벤자민 프랭클린 -

[개요]
와인은 포도의 폴리페놀과 칼륨 성분에 의한 슬리밍 효과를 나타내는데
마시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게 된다. 멋진 음료로서 와인을 이해하고 마시면서 일상의
피곤함을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한 영감과 설레일만한 낭만을 제공하는 치유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구성 ]
M1. 와인과 친해지려면..
레이블을 보면 와인이 보인다 (3hrs + a)
M2. 맞춤형 와인과 모델형 건강 이어가기 (3hrs + a)
M3. 주요 음식의 향과 맛의 조화, 오감 + a로 즐기는 와인 (3hrs + a)
M4. 다양한 파티에서의 아름다운 매너 이야기

자산형 와인 구입과 세련미를 더하는 선물하기 등 (3hrs + a)

[Story…]
구분

하나
둘

셋

넷

모듈

세부내용

1. 와인과 친해지려면…
2. 레이블을 보면 와인이 보인다

1) 친구 로서의 와인
2) 흥미로운 와인의 역사 신, 구세계 와인의 구분
3) 와인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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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와인과 모델형 건강 이어 가기

1) 레스토랑에서 와인 주문 스킬 마시기와 서비스
2) 치료용 와인, 혈액형 맞추기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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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음식의 향과 맛의 조화,
오감 + a로 즐기는 와인

1) 양념으로서의 와인
2) 치즈의 이해 와 서양식
3) 한국음식과 와인의 어울림
4) 느끼면서 다양하게 즐기기
5) 음악의 힘으로 60% 까지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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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파티에서의 아름다운 매너 이야기
2. 자산형 와인 구입과 세련미를 더하는 선물하기 등

1) 상황 별 다양한 품격의 매너
2) 대상 별 선물와인과 성공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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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제공 : 5종 와인 시음 및 Snacks that go well with wine 4종 제공 (각 회차별)
• 체험기간 : 7월 4일 부터 주 1회 운영 (총 4주간 / 매주 월요일 19시 ~ 22시)

•

시간

8월 1일 부터 주 1회 운영 (총 4주간 / 8월 15일 제외 매주 월요일 19시 ~ 22시)

• 참여인원 : 선착순 10명
• 참여대상 : CEO, 해외 고객 담당자, 글로벌 사업 담당자, 와인을 좋아하는 누구나
• 참 여 비 : 70만원 (vat 별도)
• 특별혜택 :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모두에게 RUELLE 멤버십 제공 (특전 : 매장 방문 시 10% 할인)
※ 최소 참여 인원 모집이 안될 경우 진행이 안 될 수 있으며 각 모듈별 별도 진행 가능합니다.

기본 제공내용
+ 회차 별 특별한 와인
+ 와인과 함께 먹으면

좋은 요리
+ 와인 영상과 음악
+ 우리들 이야기

+ 서홍진 대표의
글로벌 와인경험

[Wine Healing and Fun 목표]
① 와인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 관련된 글로벌 매너를 알아본다.
② 다양하고 활발한 소통으로 쌓인 피로를 치유하고 낭만의 분위기를 즐긴다.

[Wine Healing and Fun 특성]
① 강사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흥미롭게 소개
② 유익한 관련 동영상과 감성적인 자료 (다양한 소도구, 어울림 음악 등) 활용
③ 오감을 기분 좋게 자극하면서 잠재된 요소들까지 추출해주는 부가적인 재미요소

[참여자 준비물]
충분 이상의 설레임

[유의 사항]
어렵다는 선입견이나 부담스러움이 없을 것

[모이는 장소]
RUELLE은 마포구 성산동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한 감성 와인 바 입니다.
이 곳은 성산동에 60년 이상 된 오래된 옛 집을 와인바로 리모델링하여
옛 집터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과 요즘 시대의 디지털 감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입니다.

서홍진 대표의 다양하고 생생한 와인의 경험을
와인바에서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서
Wine Healing and Fun 을 진행하는 시간에는 외부 손님을 일체 받지 않고
온전히 와인의 즐거움과 이야기를 느낄 수 있도록 사용되는
전용 공간으로 활용 됩니다.

※ 가게 앞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필수

https://www.instagram.com/wine.4110/

Sommelier Profile
• 호텔, 리조트, 골프클럽 컨설턴트, 관광공사 평가위원(現)
•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서강대, 숭실대 등의 사회교육원과 미스코리아 대상 국제매너 강사
• KWA(한국 와인협회) 교육부문 임원

• (주)프라임 외식산업, SPC 파리크라상 사업부장
• 월간조선 ‘식음문화 와 품격매너’ 집필 <2009.05 ~ 2010.01>
• 프랑스, 이탈리아, 캘리포니아, 호주, 남아공, 아르헨티나, 칠레 등

유명 와이너리 연수
• 미국 Cornell Univ. PDP2000 F&B Management 과정수료
•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골프문화사업부 식음팀장
• 삼성그룹 인력개발원 국제매너, 와인 전임강사
• 조선, 신라, 르네상스 호텔 식음료부

갤러리 미쉘 서홍진 대표

Wine Healing and Fun
FN이노에듀 교육컨설팅실
담당 : 공회상 실장

T. 02-2179-5336
M. 010-3468-5249
E. gongsang@fninnoed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