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둥성

강소성

귀주성

대만

사천성

L I Q U O R

경주 38˚
[500ml]  66,000

오량액그룹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맛과 향은 오량액과
동일하며 38  ̊의 저도로
완성한 대표적인 대중주.
완성도 높은 맛과 향으로
인기가 좋은 고량주.

오량순 45˚
[500ml]  80,000

유구한 향기와 순후한 맛,
감미가 있는 상쾌한 맛이
특징인 독특한 품격을 지닌 술.
깊은 향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오량액 그룹의 명주.

수정방 52˚
[500ml]  430,000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인 사천성의 수정로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생산되는
술로, 수정처럼 투명한 색과
오래 지속되는 독특한 향을
지닌 최고의 명주.

오량액 52˚
[500ml]  650,000

16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 명주로 5가지 곡물로
제조되어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며
지미 카터 방문시 만찬석상에
소개되어 호평을 받은 술.

명냥 40.8˚
[500ml]  280,000

명냥(茗酿)은 1573년부터 술을 빚어 온
중국의 대표 양주기업 '노주노교'의 제품으로
중국 국가 무형문화재에 등재되신
심재홍 양조 대가께서 지난 2017년 개발.
차추출물을 배합해 풍미가 훨씬 깊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다. 특히 숙취가 없는
양생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수정방 레드포춘 38˚
[500ml]  250,000

14세기 원나라때 지어진
양조장 유적에서 발견된
배양균이 1988년 발견되면서
복원된 중국의 3대 명주.
목넘김을 부드럽게 개량한
수정방의 보급형 버전.

국교 1573 Classic 52˚
[500ml]  390,000

세계 3대 백주 중 하나로,
중국 최고의 발효지로 불리우는
노주노교의 발효지가 1573년에
만들어진데서 유래. 농향형 백주 특유의
단맛이 나면서 깔끔하게 정제되어
고도수임에도 부드럽고
잔향이 향긋하고 은은한 것이 특징.

모든 가격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include V.A.T

양하청자 52˚
[480ml]  90,000

"천년의 풍미-양하청자"
고도주에서 즐길 수 있는
반듯하고 정제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천 년의 풍미를 담은 맛과
향은 우아하고 절제적이며
깊고 조화롭다.

전가복 52˚
[500ml]  150,000

모든 가족에게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뜻의 ‘전가복’은 가족생일,
돌, 졸업, 입학 등 축하할 자리에
잘 어울리는 만찬주.

대만죽엽청주 45˚
[500ml]  78,000

죽엽 추출물과 함께 숙성되어
연한 녹색을 띄며
대나무 잎의  독특한 향과
달콤한 맛이 입안에 가득한
깔끔함이 매력적인 술.

금문고량주 58˚
[300ml]  85,000

자연상태가 잘 보존된
대만 금문도에서 자란
특급 고량과 맑은 물을
담아 만든 대만의 명주.

금성고량주 52˚
[500ml]  80,000

5년의 숙성과정을 거쳐
완성된 고급 고량주로
입안에 남는 향기로운
여운과 깨끗하며
시원한 맛이 매력적인 술.

지품이과두주 15년 52˚
[500ml]  57,000

솥에서 2번 걸렀다고 해서
이과두주라는 이름을 얻은
대중적인 북경의 전통 백주.
북경 우란산주창에서
15년 숙성시켜 이과두주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술.

노설원 33˚
[500ml]  50,000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백주중
'가성비 갑'으로 알려진 설원은
달콤한 과일향이 깃들어 목넘김이 부드럽고
깔끔한 뒷맛을 가지고 있다. 
농향형에서 술맛 본연의 느낌을 살린
로주(露酒)로 선보인 프리미엄 바이주

연태주선방 40˚
[500ml]  85,000

여덟 신선이 연태 봉래각에
모여 호탕하게 술을 즐겼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술로
최상의 고량을 사용하여
정성껏 빚어 부드러운
맛과 향이 일품인 술

금화천진고량주 49˚

온화하고 부드러운 맛의
대중적인 고량주로,
깔끔한 맛을 위해 고량의
향을 순화시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고량주.

[140ml]  17,000
[280ml]  29,000
[560ml]  57,000

양하대곡 38˚

바이주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제조공정과 맛을 나타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술로 청황실의
공주로 쓰였던, 1300년의
역사를 지닌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 깨끗하고
향기로운 술

[375ml]  60,000
[500ml]  80,000

해지람 42˚
[480ml]  160,000

양하 남색경전 시리즈로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넓은 바다라는 뜻을 가진
중국 8대 명주인
양하대곡 주류의
프리미엄등급 고량주.

천지람 42˚
[480ml]  300,000

바다 보다 넓은 하늘, 천지람좋은
원료에서 오는 발효 미학의 섬세함과
충분히 집중된 숙성 과정에서 오는
균형 잡힌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입 안에서 퍼지는 부드러운 향은
조화로움에 집중되어 있고
달콤함은 끝 맛을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몽지람M3 52˚
[500ml]  550,000

"하늘 보다 원대하고 넓은
남자의 꿈, 몽지람"
양하양조의 유구한 역사의
제조 비법을 이어받았으며,
모든 생산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면유형 백주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더욱 부드럽고
여운이 오래 남는 특징이 있다.

연태고량주 34˚

고량향을 제거하고 단맛을
가미해 맛이 온화하며,
향긋한 향에 목넘김까지
부드러워 여성들이
마시기 좋은 고량주.

[125ml]  15,000
[250ml]  28,000
[500ml]  55,000

연태노장골드 52˚
[500ml]  170,000

5가지 재료를 가지고 제조한
연태고량의 최고급 술로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이
특징이며, 2가지 재질의
특수 용기를 사용하여
품격을 높인 술.

제갈량 38˚
[480ml]  66,000

5가지 곡물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만든 백주. 
중국현지에서 한국 주재원들이
가장좋아하는 백주이며
배와 파인애플 향의
부드러운 맛을 느낄수 있음.
일명 총명주로 불리운다

공부가주 39˚

공자가문에서 오랜기간 만들어진 술로
배나무꽃의 우아한 향과 달콤하면서도
깨끗한 끝맛이 오래남는 독특한 품격을 지닌
중국의 대표적인 명품 공부가주.

공부가주 자약 40.8˚
[500ml]  80,000

오랜 숙성기간을 보유한
좋은 원장주를 사용하여,
극히 부드러워 목 넘김이
부드럽고 깨끗하여, 느긋하게
취하고 숙취가 없어
마시기 편한 고급 백주.

공부가주 10년 52˚
[500ml]  150,000[140ml]  17,000

[250ml]  29,000
[500ml]  57,000

국수주 38˚
[500ml]  60,000

중국 Guocui Liquor사의
고급 고량주로 사천 변검
가면이 그려진 병으로
유명하며, 부드럽고
깊은 맛의 고량주.

천진시

북경시

흑룡강성

순품량 42˚
[375ml]  53,000

"꽃이 피면 부귀하고,
겸향과 함께 하면 화목하다＂는
뜻의 고유의 농향겸향형 특성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다 순하고
담백하게 만든 백주이다.
투명한 용기에 중국의 국화인 목단을
형상화하여 대표적인 행사주로 자리잡고 있다.

상기 가격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include V.A.T 

W I N E
R E D
Domaine Gayda, Flying Solo Red
Tarapaca, Carmenere
Cano Tempranillo
Arboleda, Cabernet Sauvignon 
Kaiken, Ultra Malbec
The Pinot project
Joseph Phelps, Innisfree Cabernet Sauvignon
Corte Giara Amarone Della Valpolicella 

France

Chile

Spain

Chile

Argentina

USA

USA

Italy

50,000 
 50,000 
 60,000 
 66,000 
 70,000 
80,000 

120,000 
158,000 

W H I T E
The Long Dog Blanc
Canti, Moscato d'Asti 
19 Crimes, Hard Chardonnay
Bread & Butter, Chardonnay
Duckhorn, Decoy Chardonnay
Cloudy Bay Sauvignon Blanc
Robert Mondavi, Napa Valley Chardonnay
Piper Heidsieck brut Champagne

France

Italy

Australia

USA

USA

New Zealand

USA

France

45,000 
 50,000 
 55,000 
 70,000 
 80,000 
95,000 

130,000 
120,000 

B E E R
생맥주  Draft_320ml

하얼빈  Harbin_500ml

칭따오  Tsingtao_640ml

8,000 
 10,000 
 10,000 

K O R E A N  L I Q U O R
화요 17º  Hwayo 17º_375ml

화요 25º  Hwayo 25º_375ml

일품진로  Jinro 25 _ 375ml

 29,000 
32,000 
35,000 

B E V E R A G E
소프트 드링크  Soft Drink_355ml  (Coke / Sprite / Coke Zero)

와하하 빙홍차 아이스티  Ice Tea_500ml

차파이 (자몽 / 유자)  Tea-Pi_500ml

로리나 Pink Lemonade Lorina_330ml

페리에 플레인 Perrier Plain_330ml

 4 ,000 
4,000 

 4,000 
 6,000 
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