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차 초콜릿 케이크

화이트 초콜릿이 더해진 부드럽고 진한 녹차 케이크에
동물성 생크림을 넣어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케이크

￦ 42,000

Green Tea Chocolate Cake

본관 1층

‘파라다이스 부티크’

T.  051. 749. 2258

￦ 38,000당근 케이크

Carrot Cake

당근과 호두, 건포도를 넣어 만든 케이크에 메이플 시럽과
크림치즈, 오렌지로 만든 크림을 층층히 넣은 달콤한 케이크

 



딸기 바닐라 케이크

바닐라 크림과 아몬드 가루가 포함된 화이트 카스테라에
바닐라 크림과 신선한 딸기를 가득 담은 케이크

부드러운 초콜릿 시트 사이에 당 절임한 체리를 넣고
생크림, 초콜릿으로 풍미를 더한 케이크

치즈 케이크 ￦ 40,000 

￦ 46,000 ￦ 43,000

Cheese Cake

Strawberry Vanilla

필라델피아 치즈 함량이 높아 진한 치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파라다이스 부티크의 시그니처 케이크

블랙포레스트

Blackforest Cake

블루베리 쉬폰 ￦ 39,000 

Blueberry Chiffon

촉촉한 블루베리쉬폰 케이크에 블루베리와 동물성 생크림을
배합한 크림을 바른 상큼하고 깔끔한 맛의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천연당인 트레하와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해 맛과 건강을
생각한 부드러운 우유 생크림 케이크

￦ 39,000

Fresh Cream Cake

 헤이즐넛 브라우니에 유자 무스와 초코 무스를 층층이
채워 상큼하고 달콤함이 가득한 무스 케이크   

더 로즈 케이크 ￦ 39,000

The Rose



Grand Marnier Loaf

그랑마니에 로프

촉촉한 파운드 케이크에 오렌지필을 넣어 상큼한 오렌지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케이크

Swiss Roll

롤 스펀지 케이크로 안에 딸기잼, 호두가 들어가 있어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케이크

스위스롤

￦ 20,000

크림치즈 롤

Cream Cheese Roll

레몬크림과 마스카포네 크림치즈로 만든 특제 크림을 듬뿍
넣어 부드러운 치즈의 맛과 함께 상큼한 레몬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소프트 롤 케이크

￦ 22,000

녹차 로프

Green Tea Loaf

최고급 녹차가루를 사용하여 진한 녹차의 향을 느낄 수 있는
파운드에 달콤한 팥과 화이트 초콜릿이 어우러진 케이크

￦ 23,000

￦ 24,000



Gateau au Chocolat Orange

카카오 함량 72%의 명품 발로나 초콜릿을 사용한 진한
다크 초콜릿 케이크에 오렌지필의 상큼함이 
조화를 이루는 케이크

가또 오 쇼콜라 오렌지

￦ 23,000

산딸기 로프

Raspberry Loaf

슈퍼푸드인 라즈베리를 넣어 상큼하면서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촉촉한 파운드 케이크

￦ 20,000

카스타냐

Castana

달콤한 밤과 고소한 아몬드의 향이 어우러진 촉촉하고
부드러운 파운드 케이크

￦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