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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랜드 파크 25년
Highland Park 25Y

1,350,000원

37

맥캘란 더블 캐스크 12년
Macallan Double Cask 12Y

170,000원

36

맥캘란 레어 캐스크
Macallan Rare Cask

530,000원

39

와인 세트 B 
Dana Estates, Vaso Cabernet 
Sauvignon /  Scattered Peaks 
Cabernet Sauvignon

240,000원

38

와인 세트 A
CAYMUS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 Joseph Phelps, Cabernet 
Sauvignon

350,000원

34

브루갈 파파 안드레
Brugal Papá Andrés

2,400,000원

32

맥캘란 M 디캔터
Macallan M Decanter

12,000,000원

33

루이 13세
Louis XIII

4,600,000원

40

와인 세트 C
Montes Sparkling Angel /  
Montes Purple Angel

2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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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세트 I
Château Pierrail Blanc /  
Château Pierrail Rouge

140,000원

44

와인 세트 G
Sancerre, Rémy Pannier /  
Croix Canon

170,000원

45

와인 세트 H
M. Chapoutier Croix de Chabot, 
Blanc / M. Chapoutier Croix de 
Chabot, Rouge

150,000원

48

와인 세트 K
Cordillera Cabernet Sauvignon, 
Torres / Cordillera Syrah, Torres

130,000원

47

와인 세트 J
Woodcutter’s Shiraz, Torbreck / 
Catena Cabernet Sauvignon, Catena 
Zapata

130,000원

42

와인 세트 E
Orin Swift Blank Stare Sauvignon 
Blanc / Orin Swift Palermo

200,000원

43

와인 세트 F
Chablis, ‘La Pierrelée’, La 
Chablisienne / Edmond de 
Rothschild, Château Clarke

170,000원

49

와인 세트 L
Clarendelle Blanc, Clarence Dillon 
Wines / Clarendelle Rouge, Clarence 
Dillon Wines

120,000원

41

와인 세트 D
Gaja, Ca’Marcanda Magari /  
Gaja, Ca’Marcanda Promis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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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세트 R
Catena Chardonnay, Catena Zapata 
/ Catena Malbec, Catena Zapata

110,000원

53

와인 세트 P
Norton Reserva Malbec /  
Norton Privada

110,000원

54

와인 세트 Q
Wine of Substance Sauvignon Blanc 
/ Wine of Substance Cabernet 
Sauvignon

110,000원

51

와인 세트 N
Millaman Limited Reserve 
Chardonnay / Millaman Limited 
Reserve Malbec

120,000원

57

와인 세트 T
Bouchard Père & Fils Bourgogne 
Chardonnay / Bouchard Père & Fils 
Bourgogne Pinot Noir

100,000원

56

와인 세트 S
Allegrini Valpolicella /  
Allegrini Palazzo Della Torre

100,000원

52

와인 세트 O
Montes Alpha Black Label 
Chardonnay / Montes Alpha Black 
Label Cabernet Sauvignon

120,000원

50

와인 세트 M
Santa Rita B1 / Treivento Golden 
Reserva Malbec

120,000원

58

와인 세트 U
Armoiries Côtes du Rhône Blanc /
Armoiries Côtes du Rhône Vieilles 
Vignes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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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와인 세트 Y
Soave Classico, Cesari / Valpolicella 
Classico, Cesari

50,000원

60

와인 세트 W
Logan Apple Tree Flat Chardonnay /  
Logan Apple Tree Flat Shiraz

50,000원

61

와인 세트 X
Alada, Sauvignon Blanc /  
Alada, Cabernet Sauvignon

50,000원

59

와인 세트 V
Castillo Ennego Viura /  
Castillo Ennego Tempranillo

80,000원



주 류

63

청감주
(1BTL, 잔 2개)
130,000원

64

사시통음주
(1BTL, 잔 2개)
120,000원

65

솔송주 프리미엄
(1BTL, 잔 2개)
110,000원

66

문배술 명작
(1BTL, 잔 2개)
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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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롯데호텔 서울 라세느 
01

세계 각국의 정통 퀴진을 오픈 키친으로 만날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 200여 가지 

다양한 메뉴를 갖춘 라세느의 가족 패키지 식사권은 명절에 어울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성·가격 롯데호텔 서울 4인 가족 이용권 450,000원 

 롯데호텔 서울 2인 식사권 + 와인 1병 또는 어린이 1명 280,000원

유효기간  2022년 11월 30일까지

이용안내  롯데호텔 서울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는 지점별로 가능합니다.

  ·어린이는 49개월에서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선물용으로 구매를 원하는 고객님께는 Gift Voucher로 제작해드립니다. 

  ·12월 이용 및 특별 행사 시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롯데호텔에서만 제공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상품권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분께 롯데호텔 레스토랑 상품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레스토랑 상품권
02

가       격  레스토랑 상품권 50,000원 | 레스토랑 상품권 100,000원

이용안내  롯데호텔 서울 레스토랑 및 바(연회행사 포함)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정 육

초원의 건강함을 전합니다



횡성 명품 한우
03

구성·가격 프리미엄 횡성한우 명품 세트 1호 1,000,000원
 (1등급 총 3.6kg : 등심 1.2kg, 안심 1.2kg, 채끝 1.2kg)

 프리미엄 횡성한우 명품 세트 2호 850,000원
 (1등급 총 3kg : 등심 800g, 안심 400g, 채끝 600g, 안창살 400g, 갈비살 400g, 부채살 400g)

 프리미엄 횡성한우 명품 세트 3호 670,000원
 (1등급 총 2.4kg : 등심 800g, 안심 800g, 채끝 800g)

 프리미엄 횡성한우 명품 세트 4호 550,000원
 (1등급 총 1.8kg : 등심 600g, 안심 600g, 채끝 600g)

 프리미엄 횡성한우 명품 세트 5호 350,000원
 (1등급 총 1.8kg : 등심 600g, 불고기 600g, 국거리 600g)

원  산  지  국내산 (냉장)

배       송 3일 전 예약 시 전국 배송 가능 (도서 지역 제외)

포       장  싱싱한 생고기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포장 공법을 사용해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장인이 정성을 다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어낸 명품 한우입니다. 소중한 분께 맛과 

영양을 함께 드리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프리미엄 한우
04

구성·가격 한우 프리미엄 명품 세트 1호 800,000원
 (1++ 등급 총 2.4kg : 등심 800g, 안심 400g, 채끝 400g, 부채살 400g, 특수 부위 400g)

 한우 프리미엄 명품 세트 2호 650,000원
 (1++ 등급 2.4kg : 등심 800g, 양지 800g, 치마살 400g, 업진살 400g)

 한우 프리미엄 명품 세트 3호 430,000원
 (1++등급 2.4kg : 등심 800g, 불고기 800g, 국거리 800g) 

 한우명가 특선 세트 500,000원
 (1+ 등급 1.6kg : 등심 400g, 안심 400g, 업진살 400g, 특수 부위 400g)

 한우 프레쉬 세트 350,000원
 (1등급 총 1.6kg : 등심 400g, 채끝 400g, 양지 400g, 불고기 400g)

 한우 명가 세트 330,000원
 (1+ 등급 총 1.6kg : 등심 800g, 국거리 800g)

 한우 정육 세트 220,000원
 (1등급 총 1.6kg : 불고기 800g, 국거리 800g)

원  산  지 국내산 (냉장)       
배       송 3일 전 예약 시 전국 배송 가능 (도서 지역 제외)
포       장 싱싱한 생고기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포장 공법을 사용해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1++ 등급 중에서도 한우 전문가의 까다로운 선별 기준을 거친 프리미엄 한우입니다. 다양한 

부위를 가격대별로 준비한 친환경 인증 한우로 받는 분께 맛과 품격, 건강까지 선물하세요.



일본 순종 화우와 호주의 앵거스종을 교배해 생산하는 호주산 와규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마블링이 우수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등심과 부채살, 치마살 등 구이용 부위만을 담아 특별한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와규 구이 세트
05

구성·가격  와규 구이 세트 400,000원

  등심 (호주산) 800g, 부채살 (호주산) 800g, 치마살 (호주산) 800g

원  산  지  호주산 (냉동)

배       송  서울 / 경기 (경기 일부 지역 제외)

포       장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육질이 선명하고 마블링이 뛰어난 부위만 엄선해 갈비 세트를 구성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갈비 세트로 실속과 맛을 함께 선물하세요.

한우 갈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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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가격  한우 갈비 세트 280,000원

  1등급 총 2.5kg : 찜갈비 900g, 불고기 800g, 국거리 800g

원  산  지  국내산 (냉동)       

배       송  3일 전 예약 시 전국 배송 가능 (도서 지역 제외)

포       장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선명한 마블링과 입안에서 부드럽게 감기는 육질로 이름이 높은 호주산 와규 등심만을 모은 

선물 세트입니다. 맛과 명성을 담은 특별한 와규 등심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특선 와규 알등심 세트
07

구성·가격  특선 와규 알등심 세트 450,000원

  와규 알등심 (호주산) 2.6kg

원  산  지  호주산 (냉동)

배       송  서울 / 경기 (경기 일부 지역 제외)

포       장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 100일간 곡물사료를 먹여 키운 청정 호주산 소의 

큐브롤과 LA식 갈비를 엄선해 선보입니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정육 세트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알뜰 정육 세트
08

구성·가격  알뜰 정육 세트 380,000원

  큐브롤 (GRAIN FED 100일, 호주산) 1.2kg, LA식 갈비 (호주산) 2kg

원  산  지  호주산 (냉동)

배       송  서울 / 경기 (경기 일부 지역 제외)

포       장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육질이 선명하고 마블링이 뛰어난 부위만 엄선해 구성한 갈비 세트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누구나 좋아하는 구이용 갈비로 실속과 맛을 함께 선물하세요. 

갈비 선물 세트 
09

구성·가격  프라임 갈비 선물 세트 350,000원

  갈비 (호주산) 4kg : LA갈비 2kg, 찜갈비 2kg

  갈비 선물 세트 330,000원

  갈비 (호주산) 4kg : LA갈비 2kg, 찜갈비 2kg

  프리미엄 갈비 세트 280,000원

  갈비 (미국산) 3.6kg : LA갈비 1.8kg, 찜갈비 1.8kg

원  산  지  호주산, 미국산 (냉동)

배       송  서울 / 경기 (경기 일부 지역 제외)

포       장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구이나 찜으로 쉽게 조리할 수 있고 맛도 좋은 LA식 갈비 세트를 선보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분 좋은 명절 선물입니다.

LA식 갈비 세트
10

구성·가격  LA식 갈비 세트 300,000원

  LA식 갈비 (미국산) 3.6kg

원  산  지  미국산 (냉동)

배       송  서울 / 경기 (경기 일부 지역 제외)

포       장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양갈비는 칼로리가 낮고 인체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8가지 필수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맛은 물론 받는 분의 건강까지 

배려하는 양갈비 세트를 선물하세요.

양갈비 세트
11

구성·가격  양갈비 세트 320,000원

  양갈비 (호주산) 3.5kg

원  산  지   호주산 (냉동)

배       송  서울 / 경기 (경기 일부 지역 제외)

포       장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천혜의 자연을 갖춘 스페인 청정 지역 데에사에서 생산한 무항생제 인증 이베리코 베요타 

세트입니다. 맛과 건강함을 함께 담은 선물 세트로 감사한 분께 특별한 마음을 전하세요. 

명품 이베리코 베요타 세트
12

구성·가격  명품 이베리코 베요타 세트 300,000원

  (목살 600g, 갈비살 600g, 삼겹살 600g, 악어살 600g, 항정살 600g)

원  산  지   스페인 (냉동)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수 산 물

바다의 신선함을 전합니다



오로지 영광 법성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천하 일미, 섶장 방식으로 말린 굴비입니다. 

쫀득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전통 섶장 굴비 세트로 선물의 가치를 더해보세요.

영광 법성포 ‘전통 섶장’ 굴비 세트
13

구성·가격   영광 법성포 굴비세트 프리미엄 1,500,000원 (참굴비 10미, 1미당 2.6kg 이상)

  영광 법성포 굴비세트 3호 550,000원 (참굴비 10미, 1미당 1.6kg 이상)

  영광 법성포 굴비세트 4호 400,000원 (참굴비 10미, 1미당 1.4kg 이상)  

  영광 법성포 굴비세트 6호 300,000원 (참굴비 10미, 1미당 1.2kg 이상)  

원  산  지  국내산 (영광)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제주도에서는 옥돔을 생선 중에 으뜸으로 여깁니다. 청정 해역에서 갓 잡아 맛과 영양이 

풍부한 옥돔 세트로 제주도에서 건너온 건강함을 함께 전해보세요. 

옥돔 세트 
14

구성·가격    장군의 옥돔 세트 330,000원 (5미, 1미당 300g 이상)

  올래 옥돔 세트 300,000원 (6미, 1미당 230g 이상)

  옥돔, 은갈치 세트 220,000원 (옥돔 1미, 230g 이상 / 은갈치 1미, 400g 이상)

원  산  지   국내산 (제주)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당일 잡은 옥돔을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20여 가지의 한방 약재를 첨가해 담백한 맛이 일품인 한방 웰빙 간장게장입니다. 

간장게장의 명가에서 만들어낸 특별한 맛으로 소중한 분께 귀한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한춘상 一味 간장게장
15

구성·가격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 320,000원

  (꽃게 8미, 1미당 약 230g)

  한춘상 간장게장 & 새우장 300,000원 

  (꽃게 4미, 1미당 약 230g / 새우 48미, 1미당 약 22g)

  한춘상 간장 굴비 280,000원 

  (굴비 6미, 1미당 약 28~30cm)

원  산  지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귀족 멸치 세트
16

구성·가격    귀족 멸치 세트 200,000원 

  (죽방렴에서 어획한 소멸 230g, 죽방멸치 230g, 죽방렴에서 어획한 중멸 230g) 

원  산  지   국내산 (남해안)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아이스 팩과 함께 보관, 배송하므로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남해 창선도의 죽방멸치와 죽방렴에서 전통 어획 방법으로 잡은 멸치로 구성한 최상품 

세트입니다. 비늘이 살아 있어 맛과 향이 뛰어난 프리미엄 멸치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서남해안의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진도 독거도 암초에 자생하는 

자연산 미역으로 구성한 선물 세트입니다. 귀한 선물로 감사의 가치를 더하세요. 

진도 독거도 자연산 돌미역 세트
17

구성·가격    자연산 돌미역 (독거곽 5장) 200,000원

원  산  지   국내산 (남해안)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햇구어 세트 

18

구성·가격    햇구어 세트 200,000원

  (참돔 4미, 참민어 2미, 깨장어 2미, 연어 2팩)

원  산  지   국내산 (남해안), 연어 (칠레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죽염 처리한 생선 원물을 태양과 해풍으로 반건조한 후 참숯불에 구워 촉촉한 식감을 

자랑하는 햇구어 세트입니다.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 생선 세트로 선물의 가치를 더하세요.



특 산 품 

손맛이 담긴 시간과 정성을 전합니다



무공해 햇빛과 깨끗한 아침 이슬을 먹고 자라 고유의 향이 짙은 화고(표고버섯).

비타민 D가 풍부해 혈액순환에 좋은 화고 선물 세트로 받는 분께 건강을 선사하세요. 

명품 표고버섯
19

구성·가격    특선 배화고 30세트 한정 (국산) 450,000원

  토우 명작 마음 세트 180,000원

  토우 명작 다화고 130,000원 

원  산  지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고급스러운 박스와 보자기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일부 상품은 포장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순도 명품 전통장 세트
20

구성·가격  기순도 미식가 LH2호 65,000원 
        (기순도 맛장 300ml, 기순도 야생화 꿀 200g, 기순도 전통 된장 180g,  

기순도 전통 고추장 180g, 기순도 죽염 140g)

  기순도 전통장 3종 모음 120,000원
        (기순도 현미보리 된장 500g, 기순도 전통 고추장 500g, 전통 간장 500ml)

원  산  지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고급스러운 박스와 보자기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일부 상품은 포장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맛과 자연의 숨결이 오롯이 담긴 종가의 전통 방식으로 빚은 전통장 

선물 세트입니다. 소중한 분께 360년 종가의 전통과 기순도 명인의 손맛을 선물해보세요.



생 들기름 선물 세트 
21

구성·가격    들기름 70,000원 (250ml×2)

원  산  지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고급스러운 박스와 보자기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일부 상품은 포장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품질 좋은 국내산 들깨를 볶지 않고 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들기름입니다. 오메가-3 함량이 

60% 정도인 만큼 식물 기름 중 가장 높은 프리미엄 오일로 특별한 감사를 전하세요.



녹용진액 세트
22

구성·가격    하이진록 녹용진액 60포 500,000원 (80mm) 

  하이진록 녹용진액 30포 250,000원 (80mm) 

원  산  지   뉴질랜드,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고급스러운 박스와 보자기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일부 상품은 포장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자라는 뉴질랜드산 최고급 녹용과 우리 땅의 기운을 받은 6년근 국내산 홍삼, 

노루 궁뎅이버섯과 8종의 한약재로 만든 프리미엄 녹용 선물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원기 회복에 효능이 뛰어난 약선 정옥보(경옥고)는 홍삼과 여러 재료를 전통 방식으로 중탕, 

냉각, 숙성 과정을 거쳐 완성했습니다. 약선 정옥보(경옥고)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약선 정옥보(경옥고)
23

구       성  600g

가       격  250,000원

원  산  지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전통 도자기에 담은 후 고급 종이 상자와 보자기로 포장해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깊은 산에서 소나무의 정기를 먹고 자란 자연송이를 잘게 썰어 넣어 숙성시킨 고추장, 

자연송이와 산삼배양근을 벌꿀에 재운 세트는 귀한 분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연송이 세트
24

구성·가격   자연송이 장아찌 200,000원 (550g)

  산꿀 자연 송이 도자기 200,000원 (600g×2)  

  자연송이 산삼배양근 세트 4호 200,000원

  (산꿀자연송이 600g, 산삼배양근 담은꿀 600g)  

원  산  지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정성스러운 포장으로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한과류의 일종인 과줄로 유명한 강원도 전통 한과 제조법을 재현한 교동 한과 선물 세트입니다. 

다양한 구성의 한과 선물 세트는 소중한 명절 모임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교동 한과 세트
25

구성·가격   교동 한과 당초 150,000원

  교동 한과 오죽헌 110,000원

  교동 한과 꽃새댁 90,000원

원  산  지   국내산 (강원도 강릉)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고급스러운 박스와 보자기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2단 지함 구성)

  *일부 상품은 포장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량 채집한 순도 100% 꽃꿀로 만든 건강한 천연 식품입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 영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선물을 고마운 분께 전하세요. 

허니 세트
26

구성·가격   트리플허니 보틀세트 85,000원 

  (아카시아꿀 350g, 야생화꿀 350g, 밤꽃꿀 350g)

   허니자 더블세트 75,000원 

  (피나무꿀 500g, 헛개나무꿀 500g)

원  산  지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정성스러운 포장으로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타바론에서 출시한 시그니처 티 세트입니다. NYC 블랙퍼스트를 비롯해 망고 멜란지와 써머 

피치 등 타바론의 대표 티 12종이 고급 우드 케이스에 담겨 있어 품격 있는 선물로 좋습니다.

타바론 티 세트
27

구성·가격   타바론 TEA T48 Gift Set (Wood) 100,000원

  타바론 TEA T24 Gift Set (Wood) 70,000원

원  산  지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정성스러운 포장으로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어반나이프 수제 소시지 세트
28

구성·가격   어반나이프 프렌즈 세트 70,000원
  (소시지 총 4종×2 [페파부어스트 80g, 플라이쉬부어스트 80g, 브랏부어스트 80g, 튜링어부어스트 80g, 

뉴런베르거브랏부어스트 25g,블랙퍼스트부어스트 25g], 겔브부어스트 200g, 비어슁켄 300g,  
슁켄부어스트 300g, 리오나 300g, 돈장살라미 90g, 양장살라미 45g)

 어반나이프 패밀리 세트 95,000원
  (소시지 총 7종×2 [페파부어스트 80g, 보크부어스트 80g, 플라이쉬부어스트 80g, 브랏부어스트 80g, 

튜링어부어스트 80g,뉴런베르거브랏부어스트 25g, 블랙퍼스트부어스트 25g], 겔브부어스트 200g, 플라이시케제 
350g, 비어슁켄 300g, 슁켄부어스트 300g, 리오나 300g, 돈장살라미 90g×2ea, 양장살라미 45g×2ea)

 어반나이프 프리미엄 세트 135,000원
  (소시지 총 8종×2 [뮌쉬너부어스트 80g, 페파부어스트 80g, 보크부어스트 80g, 플라이쉬부어스트 80g, 

브랏부어스트 80g, 튜링어부어스트 80g, 뉴런베르거브랏부어스트 25g, 블랙퍼스트부어스트 25g], 플라이시케제 
350g, 비어슁켄 750g, 슁켄부어스트 750g, 리오나 750g, 돈장살라미90g×2ea, 양장살라미 45g×2ea)

원  산  지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정성스러운 포장으로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독일의 수제 소시지 장인이 무항생제 돼지고기만을 사용해 다양하게 구성한 독일 정통 

소시지 세트로 특별한 명절 선물을 선사하세요. 



받는 분의 기호에 맞게 와인, 치즈, 초콜릿 등을 선별해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품격 있는 

햄퍼 세트로 보내는 분의 마음과 정성을 그대로 담아 전달해보세요.

델리카한스 햄퍼
29

구성·가격  Hamper A 200,000원

  Hamper B 400,000원

  Hamper C 600,000원

포        장   Hamper A~C : 가죽 바구니

  *상기 사진은 이미지 컷으로 실제 구성품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과 일

자연에 담긴 맛과 향을 전합니다



식이 섬유가 많은 사과와 기관지 질환에 효과적인 배 모두 명절이면 빠질 수 없는 과일입니다. 

최상의 품질로 엄선해 받는 분께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알찬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과 & 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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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가격   사과 세트 180,000원 (13개 내 5kg)

  배 세트 180,000원 (10개 내 7.5kg)

  사과 & 배 세트 180,000원 (사과 6개, 배 6개 / 6kg 이상)

원  산  지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청도 명감입니다. 아름다운 빛깔과 부드러운 과육,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청도 명감 세트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세요.

명감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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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가격   말랭이 혼합세트 1호 200,000원

  (반건시 90g 내외 12개, 곶감대추말이 500g, 감말랭이 500g)

  청도 명감 특대 150,000원

  청도 명감 1호 80,000원

  청도 명감 2호 70,000원

원  산  지   국내산 

배        송  전국 배송 가능

포        장  고급스러운 박스 포장으로 품격과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일부 상품은 포장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류

자연과 시간의 향기를 전합니다



12,000,000원  |  40도 700ml  |  한정판매

Macallan M Decanter 

맥캘란 M 디캔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디자이너 파비앵 바롱, 세계 최고의 크리스털 

디자이너 르네 라리크 그리고 맥캘란의 장인들이 모여 수작업으로 만든 걸작입니다. 패키지 

디자인은 라리크의 크리스털 공예 장인의 손을 거쳐 제작했으며, 이 병에는 최고의 위스키를 

만들기 위한 맥캘란의 6가지 제작 원칙인 ‘6 필러스’를 바탕으로 탄생한 싱글 몰트로만 

채웠습니다. 이번 M 디캔터를 위해 맥캘란의 위스키 메이커 밥 달가노는 셰리 와인이 담겨 

있던 최고의 오크 통을 엄선해 위스키를 숙성시켰습니다. 맥캘란이 최초로 선보이는 최고급 

위스키 M 디캔터는 전 세계적으로 1,750병만 한정판매하고 있습니다.

맥캘란 M 디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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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원  |  40도 700ml  |  한정판매

Louis XIII 

‘왕의 코냑, 코냑의 왕’으로 불리며 세계 코냑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미 마틴 루이 13세는 

19세기부터 유럽 각국의 왕실과 정상들의 만찬과 접대에 주로 사용해온 최상급 코냑입니다. 

100년 이상의 숙성을 거치기에 ‘한 세기를 담은 술’로 불리기도 하는데, 조지 6세 영국 국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 크리스챤 디올, 팝스타 엘턴 존 등과 같이 

세계의 역사, 정치, 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온 리더들이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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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원  |  40도 750ml  |  한정판매

Brugal Papá Andrés 

브루갈 파파 안드레는 가문의 가장 중요한 축일만 기념하기 위해 브루갈 가문이 극소수의 가장 

훌륭한 럼을 따로 관리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시간이 흘러 가문의 창시자인 돈 안드레스 브루갈을 

기리기 위해 브루갈 파파 안드레라 불리고 있습니다. 원액은 100여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도미니카공화국 북부에 위치한 브루갈 숙성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일부 원액만 추출해 

브루갈 파파 안드레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의 양은 가문의 마스터 

블렌더가 선별한 같은 종류의 캐스크에서 숙성 중인 원액으로 다시 채운다고 하니 브루갈 파파 

안드레가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브루갈 파파 안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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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00원  |  48도 700ml  |  한정판매

Highland Park 25Y

하이랜드 파크는 스코틀랜드 최북단인 오크니섬의 증류소에서 1798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해 

200여 년이 넘는 지금까지 역사적 전통과 장인 정신을 이어와 위스키 전문가들에게 끊임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명품 싱글 몰트위스키입니다. 오랜 시간 전통적 증류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플로어 몰팅 방식을 토대로 만든 위스키는 풍부하고 균형 잡힌 맛 그리고 달콤한 

스모키 향이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선사합니다.

하이랜드 파크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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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00원  |  43도 700ml  |  한정판매

Macallan Rare Cask

레어 캐스크는 맥캘란의 한정판인 ‘1824 마스터즈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으로, 16개의 각기 

다른 캐스크(오크 통)에 담긴 원액들을 조합해서 만든 싱글 몰트위스키입니다. 맥캘란의 

위스키 메이커 밥 달가노가 증류소에서 숙성 중인 20만 개 오크 통 중에서 다시 구하기 어려운 

1% 미만의 오크 통만을 엄선해 내놓을 만큼 희소가치가 큰 제품입니다. 바닐라와 건포도, 

초콜릿의 달콤함이 스파이시한 풍미와 어우러지고, 목 넘김 후에는 과일의 상큼한 향기가 

더해져 깊은 여운을 가득 남깁니다.

맥캘란 레어 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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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원  |  43도 700ml

Macallan Double Cask 12Y

‘2017 최고 증류주 대회(2017 Ultimate Spirits Challenge)’에서 ‘파이니스트’와 ‘그레이트 

밸류’를 수상한 맥캘란 더블 캐스크 12년. 30년 경력의 위스키 장인 밥 달가노가 직접 셰리 

오크와 파인 오크의 장점을 모아 완성한 작품입니다. 강렬한 태양 빛을 머금은 이 비밀스러운 

위스키는 싱그러운 사과 향, 설탕에 절인 오렌지와 고소한 바닐라 커스터드 향 그리고 

신선하고 풍성한 오크 향을 자랑합니다.

맥캘란 더블 캐스크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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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YMUS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케이머스 나파 밸리 카베르네 소비뇽은 짙은 
색상, 풍부한 과실 맛과 복합적인 풍미, 
벨벳 같은 타닌이 잘 어우러진 와인입니다. 
‘투박하고도 귀족적인’ 시그너처 스타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케이머스 신드롬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원 산 지 USA > California > Napa Valley

Joseph Phelps, Cabernet Sauvignon

죠셉 펠프스는 카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주력으로 
하는 나파 밸리의 와이너리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포도밭에서 전량 조달하는 포도에서는 잘 익은 
다크 체리와 자두의 향이 가득합니다. 향나무의 
깊은 향과 진한 빛깔에서 흐르는 농축된 풍미가 
와인의 품위를 더욱 높여줍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Merlot,  

 Petit Verdot

원 산 지 USA > California > Napa Valley

와인 세트 A

SET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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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a Estates, Vaso Cabernet Sauvignon

다나 에스테이트는 로버트 파커에게 100점 
만점을 받은 나파 밸리의 와이너리입니다. 바소 
카베르네 소비뇽은 붉은 자둣빛, 커런트와 
자두, 향신료 등 강하고 다양한 아로마가 
잘 어우러지며, 입에서는 매끄러운 느낌을 
선사하는 리저브급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원 산 지 USA > California > Napa Valley

Scattered Peaks Cabernet Sauvignon

스캐터드 픽스는 퍼플 와인 스피릿 설립자 데릭 
베넘과 와인메이커 조엘 에이킨이 합작한 최고급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서핑, 스키, 와인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타닌이 풍부하며 블랙 체리와 
검붉은 과실, 감초와 다크 코코아 등 다양한 
노트가 어우러지는 품위 있는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Merlot,  

 Petit Verdot

원 산 지 USA > California > Napa Valley

와인 세트 B

SET  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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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230,000원

Montes Sparkling Angel

칠레의 사파야르 비니어드에서 생산한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해양성기후인 지역 특성상 크기는 
작지만 대신 포도 한 알 한 알에 품종의 특성이 
밀도 있게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인 샴페인 
양조 방식을 더해 최고급 빈티지 샴페인에 
필적하는 맛을 자랑합니다.   

포도품종 Pinot Noir, Chardonnay

원 산 지 Chile > Colchagua Valley

Montes Purple Angel

곱고 유순한 블루베리, 자두 향에 약간 
스파이시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농밀하고 
부드러우며 촉촉한 타닌이 주는 풍미는 
카르메네르의 전매 특허 격 특성입니다. 

포도품종 Carménère , Petit Verdot

원 산 지 Chile > Colchagua Valley

와인 세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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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200,000원

Gaja, Ca’Marcanda Magari

안젤로 가야가 투스카니에 진출해 만든 슈퍼 
투스칸 와인 가야 카마르칸다 마가리는 정통  
육류 요리에 잘 어울리는 테이블 레드 와인 
입니다. 마가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풍부한 과실 향과 산미, 부드러운 
타닌 등이 스파이시한 아로마와 조화를 이룹니다.    

포도품종  Merlot, Cabernet Sauvignon, 

Cabernet Franc

원 산 지 Italy > Toscana > Bolgheri

Gaja, Ca’Marcanda Promis

가야 카마르칸다 프로미스는 메를로와 시라가 
지닌 부드러움과 산조베세 특유의 건강함이 잘 
어우러진 와인입니다. 안젤로 가야가 산조베세 
양조를 시작할 때 생각한 의지를 담은 이름 
으로, 청혼이나 밸런타인데이 등 이벤트용 
와인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포도품종 Merlot, Syrah, Sangiovese

원 산 지 Italy > Toscana

와인 세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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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200,000원

Orin Swift Blank Stare Sauvignon 
Blanc

캘리포니아의 러시안 리버 밸리에서 재배한 
소비뇽 블랑과 뮈스카를 블렌딩해 독특하고 
조화로운 맛을 선사하는 최고의 화이트 
와인입니다. 라구나 랜치와 맥머리 랜치에서  
직접 손으로 수확했으며, 구대륙 전통의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포도품종 Sauvignon Blanc, Muscat

원 산 지 USA > Sonoma Valley

Orin Swift Palermo

나파밸리의 오린 스위프트 팔레르모는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말벡의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레드 와인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성직자 미라 사진으로 레이블을 제작해 더욱 
독특하고 강렬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Merlot, 

Malbec

원 산 지 USA > California

와인 세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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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70,000원

Edmond de Rothschild, Château 
Clarke

에드몽 드 로트칠드 남작이 1973년에 매입한  
샤토 클라르크(Château Clarke)는 로버트 
파커가 ‘리스트락 메독’ 지역에서 단연 최고라고 
극찬한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Merlot, Cabernet Sauvignon

원 산 지 France > Bordeaux > Listrac, Médoc

와인 세트 F

Chablis, ‘La Pierrelée’, La Chablisienne

부르고뉴의 라 샤블리지엔에서 생산하는 
샤블리 라 피에를레는 토양의 영향을 받아 
미네랄이 풍부하고 산도가 높습니다. 옅은 
녹색이 비치는 황금색을 띠며 미세한 오크와 
아카시아꽃, 건초와 살구 향, 감귤류와 미네랄 
맛이 뚜렷합니다. 

포도품종 Chardonnay

원 산 지 France > Chab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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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70,000원

Croix Canon

멜롯 비중이 높은 만큼 우아하고 매력적인 
풍미가 일품입니다. 풍부한 탄닌과 감칠맛이 
특징이며 적당한 피니쉬가 돋보이는 풀바디의 
와인이며, 산도와 탄닌의 완벽한 밸런스가 
음용 내내 기분 좋게 이어집니다.

포도품종 Merlot, Cabernet Franc

원 산 지 France > Saint-Emilion

와인 세트 G

Sancerre, Rémy Pannier

레미 파니에르는 프랑스 루아르 지역의 최대 
규모 와이너리로, 1959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5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레몬과 허브, 사과 등의 다양한 
팔레트가 느껴지고, 미네랄과 시트러스 노트 
그리고 긴 여운이 특징입니다.  

포도품종 Sauvignon Blanc

원 산 지 France > L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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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50,000원

M. Chapoutier Croix de Chabot, Blanc 

꽃의 향과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와인입니다. 
부드러움과 파워풀함이 조화를 이루며, 짭짤한 
맛과 약간의 쓴맛을 동반한 피니시를 선사합니다. 
요식업계의 대부 야니크 알레노(Yannick Alléno) 

와 프랑스 론 지역의 거장 미셸 샤푸티에(Michel 

Chapoutier)가 협업해 만든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Marsanne

원 산 지  France > Rhone > Saint-Joseph

M. Chapoutier Croix de Chabot, 
Rouge 

풀보디드 와인입니다. 다소 강하게 느껴지는 
맛을 상쾌함으로 중화시켜 밸런스가 매우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피니시 또한 오래도록 기분 
좋게 이어집니다. 체리, 라즈베리, 바닐라 향을 
지닌 강렬한 자줏빛의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Syrah

원 산 지  France > Rhone > Saint-Joseph

와인 세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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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40,000원

Château Pierrail Blanc

샤토 피에라이 블랑은 소비뇽 그리와 소비뇽 
블랑의 조화가 돋보이는 와인으로, 수확한 
포도는 아로마를 얻기 위해 저온 침전 과정에 
투입됩니다. 8~10°C의 온도에서 애피타이저로 
마시거나 굴, 해산물, 마른 치즈 등과 곁들이면 
최상의 마리아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포도품종  Suavignon Blanc, Suavignon Gris

원 산 지 France > Bordeaux Supérieur

Château Pierrail Rouge

샤토 피에라이 루즈는 감초, 바닐라 그리고 붉은 
과일의 달콤함, 카시스나 뮈르, 서양 오얏 같은 
검은 과일의 향기를 품은 와인입니다. 2002년 
빈티지는 Gault et Millau 와인 가이드북에 
선정되었고, 2006년 빈티지는 아셰트 와인 
가이드북에서 인기 와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Merlot

원 산 지  France > Bordeaux Supérieur

와인 세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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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30,000원

Catena Cabernet Sauvignon, Catena 
Zapata

견고함과 세련미를 모두 갖춘 디켄터 별 
4개에 빛나는 와인입니다. 검은빛이 도는 
어두운 자주색. 플럼, 레드 베리, 블랙 페퍼, 
집중적인 과일의 맛이며 끝 맛이 오래가는 
풀바디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Cabernet 

Franc, Petit Verdot

원 산 지 Argentina > Mendoza

와인 세트 J

Woodcutter’s Shiraz, Torbreck

호주 바로사 밸리 최고급 와인 생산자인 
토브렉에서 만드는 가장 대중적인 와인입니다. 
와인 비평가 로버트 파커가 프랑스의 

E.기갈사의 ‘코트 로티 라 물린’에 맞먹는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로 소개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도품종 Shiraz

원 산 지 Australia > South Australia > 

 Barossa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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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30,000원

Cordillera Syrah, Torres

강렬한 다크 체리 컬러의 와인으로 토바코와 
향나무의 내음과 함께 그을린 듯한 
레드커런트잼의 아로마가 풍부합니다. 타닌이 
스파이시한 감초 향과 어우러져 길고 우아한 
피니시로 이어집니다. 

포도품종 Syrah

원 산 지 Chile >  Colchagua Apalta Valley

와인 세트 K

Cordillera Cabernet Sauvignon, Torres

강렬한 다크 루비 컬러의 와인으로 이국적인 
야생 과일의 향과 함께 가죽의 힌트가 
느껴집니다. 부드러운 타닌과 과일 향신료의 
신맛이 구운 빵의 풍미와 어우러지며 여운을 
남깁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원 산 지 Chile > Maipo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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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20,000원

Clarendelle Rouge, Clarence Dillon 
Wines 

체리와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향과 초콜릿 
풍미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균형미를 
보여주는 와인으로, 2010년 로버트 파커에게 

90점을 받았을 만큼 풍성하고 부드러운 
질감과 타닌을 지닌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Merlot, Cabernet Sauvignon, 

Cabernet Franc

원 산 지 France> Bordeaux

와인 세트 L

Clarendelle Blanc, Clarence Dillon 
Wines 

보르도 1등급 샤토 오브리옹(Château Haut-

Brion)의 노하우로 만들었으며, 신선한 열대 
과일 향과 감귤류 향 등이 뚜렷하며 부드럽고 
풍성한 질감을 즐길 수 있는 클래식한 대중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Semillon, Sauvignon Blanc, 

Muscadelle

원 산 지 France> Borde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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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20,000원

Treivento Golden Reserva Malbec 

아르헨티나 No.2 와이너리 트리벤토의 대표 
와인으로 영국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익은 라즈베리, 딸기, 토스트 향의 
밸런스와 미디움 보디와 둥근 타닌감이 
특징입니다. 

포도품종  Malbec

원 산 지 Argentina >  Mendoza

와인 세트 M

Santa Rita B1

‘Cellar 1’이라는 뜻을 지닌 B1(Bodega Uno)은 
산타리타 와이너리에서 가장 오래된 셀러로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등 검은 과실의 향과 
시가 박스 냄새, 부드럽고 잘 익은 타닌 등이 
여운을 남깁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Cabernet 

Franc

원 산 지 Chile > Maipo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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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20,000원

Millaman Limited Reserve Malbec

이상적인 포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많은 양의 자갈과 화강암이 있는 칠레 쿠리코 
밸리의 토양에서 생산하는 말벡 와인입니다. 

12개월 프렌치 오크 배럴 숙성을 통해 깊은 
맛을 선사합니다. 

포도품종  Malbec

원 산 지 Chile > Curico Valley

와인 세트 N

Millaman Limited Reserve 
Chardonnay

1년에 4,800병만 한정 생산하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척박한 화강암과 모래 토양, 
해양성기후 등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산미와 
엘레강스한 느낌의 샤르도네를 만들어냅니다. 

포도품종 Chardonnay

원 산 지 Chile > Casablanca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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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20,000원

Montes Alpha Black Label Cabernet 
Sauvignon

콜차과 밸리 내에서도 아팔타와 마르치구에 
포도밭의 가장 프리미엄 구획에서만 양질의 
포도를 선별해 생산한 블랙 라벨로 검붉은 과실 
향과 구조감이 일품인 풀보디드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Syrah, 

Carménère 

원 산 지 Chile > Colchagua Valley

와인 세트 O

Montes Alpha Black Label 
Chardonnay

깊은 옐로 컬러와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잘 
익은 열대 과일 풍미와 복숭아 등의 흰 과일을 
연상시키는 와인입니다. 묵직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풍미와 산도가 긴 여운으로 이어지는 
블랙 라벨 샤르도네입니다. 

포도품종 Chardonnay

원 산 지 Chile > Aconcagua C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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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10,000원

Norton Privada

프리바다는 오너 가족 만을 위한 생산 요청으로 
인해 탄생한 보데가 노통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와인입니다. 진한 루비 컬러와 말린 블랙베리와 
진한 자두 등 묵직한 향과 우아한 밸런스가 
일품입니다. 

포도품종  Malbec, Merlot, Cabernet 

Sauvignon

원 산 지 Argentina > Mendoza

와인 세트 P

Norton Reserva Malbec

30~50년 수령의 포도밭에서 엄선한 포도를 
사용해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시킨 리제르바 
시리즈는 보랏빛이 감도는 검붉은 레드 
컬러와 시가, 스파이시한 향 등이 긴 피니시로 
어우러지는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Malbec

원 산 지 Argentina > Mend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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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e of Substance Sauvignon Blanc 

최근 와인 업계의 슈퍼스타로 등극하며 화제를 
모은 찰스 스미스가 가장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와인입니다. 신대륙 스타일이 아닌 루아르 
밸리 스타일의 와인으로 배와 레몬, 흰 꽃 
향기가 가득합니다.  

포도품종 Sauvignon Blanc

원 산 지  USA > Washington > Columbia Valley

Wine of Substance Cabernet 
Sauvignon 

찰스 스미스가 미국 생산 카베르네 쇼비뇽 중 
최고의 와인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생산하는 
와인입니다. 100% 손으로 수확하며 야생 효모 
사용, 프렌치 배럴 숙성 후 필터링을 없애 와인 
본연의 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원 산 지 USA > Washington > Columbia Valley

와인 세트 Q

SET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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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10,000원

Catena Chardonnay, Catena Zapata

로버트 파커가 선정해 ‘세계 최고의 와인 생산지 
(The World’s Greatest Wine Estates)’로 
알려진 카테나 자파타는 복숭아 향과 잘 익은 
망고가 조화를 이루며 입안 가득 풍성한 
보디감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Chardonnay 

원 산 지 Argentina > Mendoza

Catena Malbec, Catena Zapata 

로버트 파커가 ‘The World’s Greatest Wine 

Estates’로 선정한 카테나 자파타에서 생산한 
와인입니다. 잘 익은 어두운 색 과일 아로마와 
꽃 향기가 어우러지며, 조화롭고 다양한 맛이 
부드러운 탄닌과 함께 긴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포도품종 Malbec

원 산 지 Argentina > Mendoza

와인 세트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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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00,000원

Allegrini Valpolicella

코르비나의 대표적 향인 후추와 향신료의 
풍미가 돋보이고, 잘 익은 체리와 향기로운 
과실미가 잘 느껴지는 와인입니다. 입안에서의 
생동감과 목 넘김이 좋아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포도품종 Corvina, Rondinella 

원 산 지 Italy > Veneto

Allegrini Palazzo Della Torre

‘베이비 아마로네(Baby Amarone)’ 라는 
닉네임으로 알레그리니를 유명하게 만든 
와인입니다. 리파소 와인답게 건자두, 건포도의 
달콤함과 바닐라, 정향, 시나몬 등의 우아한 
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도품종  Corvina, Rondinella, Corvinone, 

Sangiovese

원 산 지 Italy > Veneto

와인 세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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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00,000원

Bouchard Père & Fils Bourgogne 
Chardonnay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부샤르 페레 에 피스에서 생산한 부르고뉴 
샤르도네는 풍부한 아로마와 쌉쌀한 맛이 
느껴지는 와인으로, 라운드한 질감과 과일 
풍미가 풍부합니다.      

포도품종 Chardonnay 

원 산 지 France > Bourgogne

Bouchard Père & Fils Bourgogne 
Pinot Noir

밝고 고운 루비 색상을 띠며 잘 익은 버찌, 
라즈베리와 스모크(훈연) 향을 느낄 수 있는 
미디엄보디드 와인입니다. 섬세한 타닌과 
길지 않지만 단아한 여운이 있는, 밸런스가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포도품종 Pinot Noir

원 산 지 France > Bourgogne

와인 세트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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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00,000원

Armoiries Côtes du Rhône Blanc

생기 있는 시트러스와 자두, 하얀 꽃, 꿀의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조화로운 와인입니다. 
신선함과 아로마를 보존하기 위해 저온 발효를 
진행하며, 말로락틱 발효를 하지 않아 더욱 
프레시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도품종  Viognier, Roussane, Bourboulenc, 

Grenache Blanc 

원 산 지 France > Rhône > Côtes du Rhône

Armoiries Côtes du Rhône Vieilles 
Vignes

점토질 석회석과 자갈을 덮은 이회토에서 자란 

30~80년 수령의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입니다. 풍부하게 잘 익은 과일의 
아로마와 스파이시함, 그리고 부드러운 타닌의 
근사한 조화가 일품입니다. 

포도품종  Grenache, Syrah, Carignan, 

Mourvédre, Cinsault

원 산 지 France > Rhône > Côtes du Rhône

와인 세트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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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80,000원

Castillo Ennego Viura

밝은 밀짚색을 띠며 자몽, 파인애플 아로마와 
코코넛 부케가 인상적인 화이트 와인입니다. 
스페인 북부의 와인 산지인 나바라에서 
생산하며, 부드럽고 신선하면서도 드라이하고 
밸런스가 좋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포도품종 Viura 

원 산 지 Spain > Navarra

Castillo Ennego Tempranillo

템프라니요는 스페인 리오하 지역에서 
유래한 레드 품종으로 맑은 루비색을 
띠는 와인입니다. 프루티한 붉은 베리류의 
아로마와 상큼하고 균형 잡힌 산도, 입안을 
감싸는 구조감이 좋고, 최적의 숙성된 타닌을 
제공합니다. 

포도품종 Tempranillo

원 산 지 Spain > Navarra

와인 세트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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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50,000원

Logan Apple Tree Flat Chardonnay

특유의 과실미와 함께 애플 트리 플랫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잘 나타나는 와인입니다. 옅은 
노란빛을 띠며 복숭아와 자몽의 아로마가 
풍부하고, 입안에서는 레몬 껍질, 배 그리고 
견과류의 풍미와 길고 깨끗한 피니시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포도품종 Chardonnay

원 산 지 Australia > New South Wales

Logan Apple Tree Flat Shiraz

깊은 붉은빛을 띠며, 체리와 같은 붉은 베리류와 
코코아의 아로마가 조화를 이루는 레드 
와인입니다. 입안에서는 체리, 자두, 시나몬과 
감초를 연상하는 맛이 느껴지며, 씹히는 듯한 
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포도품종 Shiraz

원 산 지 Australia > New South Wales

와인 세트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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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50,000원

Alada, Sauvignon Blanc                      

알라다 소비뇽 블랑은 캐주얼한 자리에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산도가 적당히 
있어 주로 기름진 생선 요리에 잘 어울리며, 
라임과 자몽, 아스파라거스의 풍미가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포도품종 Sauvignon Blanc 

원 산 지 Chile > Casablanca Valley

Alada, Cabernet Sauvignon 

다소 높은 산도와 신선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보디감을 지닌 우아한 와인입니다. 소비뇽 
블랑과 마찬가지로 타닌이 부드러워 다양한 
과일 향과 계피, 원두 향이 자연스럽게 코를 
자극하며, 산뜻한 피니시가 오래 지속됩니다.

포도품종 Cabernet Sauvignon

원 산 지 Chile > Central Valley

와인 세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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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50,000원

Soave Classico, Cesari

소아베 클라시코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이 화이트 와인으로, 초록빛 음영이 
감도는 연한 담황색 와인입니다. 잘 익은 
과일 향, 성숙한 꽃 향이 매력적인 경쾌하고 
발랄한 와인으로 누구든 기분 좋게 음용할 수 
있습니다.  

포도품종  Garganega, Trebbiano, 

Chardonnay

원 산 지 Italy > Veneto

Valpolicella Classico, Cesari

발폴리첼라 클라시코는 계곡(Valley)+여럿 
(Poli)+와인 저장고(Cellar)를 합친 말로서 
고운 체리 풍미, 향기로운 붉은 열매 과일과 
신선한 향이 돋보이는 부드러운 드라이 
와인입니다. 오크 숙성을 하지 않아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포도품종 Corvina, Rondinella

원 산 지 Italy > Veneto

와인 세트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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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원 (1BTL, 잔 2개)  |  11.5도 600ml

청감주

빛깔이 맑고 깨끗하며 단맛이 좋은 ‘청감주’는 ‘술로 술을 빚는’ 독특한 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의 궁당 설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서 깊은 술인데,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찹쌀로 

술밥을 짓고 거기에 누룩과 좋은 청주만 섞어서 빚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아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문헌인 

수운잡방, 고사촬용, 증보산림경제, 시의전서 등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청감주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사랑은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청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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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원 (1BTL, 잔 2개)  |  18도 600ml

사시통음주

‘사시사철 어느 때고 밤새워 마실 수 있는 좋은 술’이란 낭만적인 의미로 불리기도 하는 

사시통음주는 사시사철 빚어 마시고, 보관하기에도 수월한 것이 특징입니다. 복원하는 데만 

무려 10개월 이상이 걸린 이 술은 다른 전통주에 비해 알코올 도수와 산도가 높은데, 잡균의 

생성을 막아 술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통할 통(通), 마실 음(飮)으로 읽는 

데서 알 수 있듯 이 술은 손님이 찾아오면 직접 빚은 귀한 술을 대접했던 선조들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전통주이기도 합니다.

사시통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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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원 (1BTL, 잔 2개)  |  40도 700ml

솔송주 프리미엄

솔송주는 경남 함양 하동 정씨 집안에 대대로 이어져 온 고급 가양주인 송순주를 가문의 

며느리인 박흥선 명인 (식품 명인 제27호, 경남무형문화재 제35호)이 다른 송순주와 차별화

하면서 개량한 전통주 입니다.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채취한 소나무 새순을 쪄서 사용해 

솔잎의 청량한 향이 더욱 살아 있으며, 은은하고 감칠맛이 좋아 반주나 약용 목적의 건강주로 

좋은 명절 선물입니다.

솔송주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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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원 (1BTL, 잔 2개)  |  40도 500ml

문배술 명작

평안도 지방에서 시작해 5대째 전승되어온 문배술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인 이기춘 명인 

(식품 명인 제7호)이 전통 비법 그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토종 돌배인 문배나무 과실의 

향기와 같다 하여 이름 붙은 문배술은 일체의 첨가물 없이 찰수수와 메조를 사용해 빚은 

맑고 깨끗한 증류식 소주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로 사용되어 가치를 

인정받은 문배술로 품위와 정성이 담긴 명절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배술 명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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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은 이미지 컷으로 실제 구성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와인을 제외한 제품은 신선한 상품 배송을 위해 최소 3일 전에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육 세트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 무료로 배송해드리며,

그 외의 상품은 전국 지역 무료 배송이 가능합니다.

선물 상담

롯데호텔 서울 델리카한스  T 02.317.71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