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oodevie 

Daily Wine 
(Under 30,000KRW)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aul de Coste 
폴 드 코스트 

국가 / Country : 프랑스 / France 
지역 / Region : 부르고뉴 / Bourgogne 
종류 / Type : 스파클링 / Sparkling 
가격 / Price : 20,000KRW 

 

 

 

Soodevie Wine Story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주품종인 
Chardonnay(샤도네이)로 만든 스파클링와인. 
가늘지만 섬세한 기포가 매력적이며, 
여러가지 음식과 잘 어울리는 만능 드라이 
스파클링 와인이기에 데일리 와인으로 
추천해드립니다. 

 

Tasting Notes 

코끝에서 느껴지는 배, 아오리사과의 
향긋함과 아몬드와 헤즐넛향이 입에 
여운으로 머무는 매력적인 맛. 

당도 / Sweetness : ♥♥♥♡♡♡♡♡♡♡(3/10) 

기포 / Intensity : ★★★★★ ☆☆☆☆☆(5/10) 

 

Food Pairing 

군고구마, 튀김, 생선전, 닭요리  

 

How to Drink 

아주 차갑게 칠링해서 오픈하자마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Vero di Moscato 
베로 디 모스카토 

국가 / Country : 몰도바 / Moldova 
지역 / Region : 코드루 / Codru 
종류 / Type : 스파클링 / Sparkling 
가격 / Price : 23,000KRW 
 

 

 

 

 

 

 

Soodevie Wine Story 

모스카토라고해서 반드시 이탈리아의 
Moscato d’asti(모스카토 다스티)만 있는게 
아니랍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 몰도바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지만 와인의 퀄리티는 
절대 뒤쳐지지 않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몰도바에서는 최조 민간 와이너리 
중 하나인 Radacini(라다치니)에서 생산한 이 
Vero di Moscato(베로 디 모스카토)는 그동안 
맛보셨던 모스카토와는 달리 꽃향의 
싱그러움과 기분 좋은 단 맛이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Tasting Notes 

꽃향이 기분좋게 코끝을 간지럽히며, 입안 
가득 퍼지는 벚꽃향과 청포도의 신선함이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와인. 

당도 / Sweetness : ♥♥♥♥♥♥♥♡♡♡(7/10) 

기포 / Intensity : ★★★★★ ☆☆☆☆☆(5/10) 

 

How to Drink 

아주 차갑게 칠링해서 오픈하자마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Fox Brook Chardonnay 
폭스 브룩 샤도네이 

국가 / Country : 미국 / United States 
지역 / Region : 캘리포니아 / California 
종류 / Type : 화이트 / White 
가격 / Price : 20,000KRW 

 

 

   

 

Soodevie Wine Story 

미국의 Bronco Wine Company가 소유한 Fox 
Brook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샤도네이의 전형적인 맛을 가졌으며 마치 
사과나무와 버터가 만난 것 같은 와인입니다.  

 

Tasting Notes 

사과와 파인애플의 과실향과 함께 
오크나무의 향이 섞여 코 끝을 자극하며, 
사과, 버터의 맛이 입안에서 풍부하게 
느껴지는 와인. 버터스카치위스키같은 
느낌도 드는 와인.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5/10) 

 

Food Pairing 

시저샐러드, 양념돼지갈비, 부대찌개, 커리 

 

How to Drink 

칠링해서 오픈하자마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Vinas Del Vero Luces 
Blanco 
비냐스 델 베로 루쎄스 블랑코 

국가 / Country : 스페인 / Spain 
지역 / Region :  쏘몬타노 / Somontano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22,000KRW   

 

 

 

Soodevie Wine Story 
쏘몬타노 와인컨트리는 프랑스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며, 비냐스 델 베로 와이너리는 
역사가 길지 않지만 1985년에 DO등급을 
받으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인은 
보통 화이트와인을 만드는 주품종인 
소비뇽블랑과 샤르도네가 블랜딩된 
와인으로 소비뇽블랑, 샤르도네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와인입니다. 

 

Tasting Notes 
레몬향과 미네랄 향이 코끝을 자극하며, 
처음에는 소비뇽블랑의 공격이 입 안 가득 
퍼지지만, 여운은 점잖은 샤르도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와인.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3/10) 

 

Food Pairing 
바질페스토파스타, 다양한 샐러드, 오야꼬동 

 

How to Drink 
차갑게 칠링해서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adacini  
Blanc de Cabernet 
라다치니 블랑 드 까베르네 

국가 / Country : 몰도바 / Moldova 
지역 / Region : 코드루 / Codru 
종류 / Type : 화이트 / White 
가격 / Price : 23,000KRW 
 

 

 

 

Soodevie Wine Story 
동유럽의 작은 나라 몰도바(Moldova) 와인 
드셔보신적 있으신가요? 생소한 나라의 
와인이지만 퀄리티가 뒤쳐지지 않습니다. 
Cabernet Sauvignon(까베르네 소비뇽)은 
보통 레드와인을 만드는 품종인데 특이하게 
이 와인은 화이트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도, 산도, 바디감의 밸런스가 기가막힌 
와인입니다. 

 

Tasting Notes 
복숭아와 망고 향이 코 끝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퍼지는 맛은 너무 달지 
않으면서 실키한 텍스쳐가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한 모금 마신 후, 입안에 남는 
꽃향기 가득한 여운이 매우 깔끔합니다.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5/10) 

 

Food Pairing 
스팸김치볶음밥, 가벼운 치즈, 봉골레파스타 

 

How to Drink 
차갑게 칠링해주세요. 
오픈하자마자 드셔도됩니다.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ozzie 
Sauvignon Blanc 
모지 소비뇽 블랑 

국가 / Country : 뉴질랜드 /New Zealand 
지역 / Region : 말보로 / Malborough 
종류 / Type : 화이트 / White 
가격 / Price : 30,000KRW 
 

 

 

 

Soodevie Wine Story 
Walsh(왈쉬)형제가 운영하는 와이너리로 
뉴질랜드에서 와인으로 가장 유명한 말보로 
지역의 소비뇽블랑입니다. Mozzie(모지)의 
뜻은 원주민 마오리(Maori) 족과 호주사람 
Aussie(오지)의 합성어로 와인메이커 
형제들의 정체성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Tasting Notes 
향긋한 레몬과 풀내음이 상쾌한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을 연상케합니다. 첫모금을 입에 
머금을 때, 입안에 퍼지는 씨트러스 향과 
산미와 깔끔한 여운이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당도 / Sweetness : ♥♥♥♡♡♡♡♡♡♡(3/10) 

바디 / Body : ■■■■□□□□□□(4/10) 

 

Food Pairing 
김치알밥, 오징어볶음, 타코야끼 

 

How to Drink 
차갑게 칠링해주세요. 
오픈하자마자 드셔도됩니다.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Vinas Del Vero Luces 
Tinto 
비냐스 델 베로 루쎄스 틴토 

국가 / Country : 스페인 / Spain 
지역 / Region :  쏘몬타노 / Somontano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22,000KRW   

 

 

 

Soodevie Wine Story 
쏘몬타노 와인컨트리는 프랑스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며, 비냐스 델 베로 와이너리는 
역사가 길지 않지만 1985년에 DO등급을 
받으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드와인은 4개월동안 오크 숙성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강하지만 목넘김이 
부드럽습니다. 

 

Tasting Notes 
진한 베리향과 맛을 뽐내면서도 달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바닐라향이 입에 머뭅니다.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6/10) 

 

Food Pairing 
볶음밥, 해산물토마토스튜, 브리치즈 

 

How to Drink 
오픈하자마자 드세요. 
오래 오픈해두면 산도가 올라갑니다.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arahonda Organic 
바라혼다 오가닉 

국가 / Country : 스페인 / Spain 
지역 / Region : 무르치아 / Murcia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25,000KRW   

 

 

 

Soodevie Wine Story 

스페인 무르치아 지역의 작은 마을 
예클라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무더운 기후 
아래에서 포도가 재배됩니다. 지정된 유기농 
포도로 만든 유기농 와인으로 과실향과 함께 
드라이하면서도 부드러운 목넘김을 느낄 수 
있는 ‘꿀’ 같은 와인입니다.  

 

Tasting Notes 

자두, 체리와 같은 베리류의 향과 함께 
묵직하지만 목넘김은 부드러운 와인.  
알코올 도수가 15%로 생각보다 높습니다.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7/10) 

 

Food Pairing 

불고기, 떡볶이, 오징어볶음 

 

How to Drink 

오픈하자마자 드셔도 좋고 더 부드러운 첫 
공격을 원하면  15분후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hâteau le Joncieux 
Sélectionné au Château 
샤또 르 종씌유 셀렉시오네 오 샤또 

국가 / Country : 프랑스 / France 
지역 / Region : 보르도 / Bordeaux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25,000KRW   

 

Soodevie Wine Story 

프랑스와 영국간의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 
불렸던 100년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역의 
부흥을 위해 찰스6세가 가꿔보라며 나눠준 
그 땅에서 시작한 와이너리! 보르도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블렌딩으로 밸런스가 
좋은 수드비 데일리 와인입니다. 

 

Tasting Notes 

베리류의 향과 맛이 나면서도 적당한 
타닌감이 있어 기분좋게 입안에 여운이 남는 
와인.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6/10) 

 

Food Pairing 

치츠, 닭가슴살 샐러드, 순대 

 

How to Drink 

갓오픈해도 맛있지만 15분정도 열어둔 후 
마셔보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oodevie 

Casual Wine 
나를 위한 작은 투자, 수드비 소확행 와인 

 

(30,000KRW to under 50,000)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almon Creek Brut 
살몬 크리크 브루트 

국가 / Country : 미국 / United States 
지역 / Region : 캘리포니아 / California 
종류 / Type : 스파클링 / Sparkling 
가격 / Price : 30,000KRW 

 

 

 

 

 

 

Soodevie Wine Story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마 지역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으로, 미국에서도 
레스토랑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와인. 
일반적인 스파클링 와인과 달리 돌려서 딸 수 
있기에 어디서든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Tasting Notes 

풋사과와 오렌지의 상큼한 향과 함께 배의 
과즙의 맛이 느껴지는 적당한 당도와 깔끔한 
마무리가 매력적인 와인. 

당도 / Sweetness : ♥♥♥♥♥♡♡♡♡♡(5/10) 

기포 / Intensity : ■■■■□□□□□□(5/10) 

 

Food Pairing 

초밥, 간장치킨, 샐러드 

 

How to Drink 

차갑게 칠링해주세요. 뚜껑을 닫아주면 
기포가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om Potier Brut Nature  
돔 뽀티에 브뤼 나투르 

국가 / Country : 스페인 / Spain 
지역 / Region : 카탈루냐 / Catalonia 
종류 / Type : 스파클링 / Sparkling 
가격 / Price : 30,000KRW 

 

 

 

 

Soodevie Wine Story 

Cava(까바)의 주생산지 카탈루냐의 ‘산트 
사두르니 다노이아’ 지역의 빌라누 
와이너리는 해발 250m에 위치해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고급 까바를 생산해왔으며, 
Dom Potier는 스페인 까바 애호가인 19세기 
프랑스 수도자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Tasting Notes 

사과, 귤, 배 등 과즙향과 맛이 느껴지며, 
사탕수수가 첨가되지 않은 Brut Nature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당도 / Sweetness : ♥♡♡♡♡♡♡♡♡♡(1/10) 

기포 / Intensity : ■■■■■■■□□□(7/10) 

 

Food Pairing 

훈제생선, 먹태, 각종 디저트 

 

How to Drink 

아주 차갑게 칠링해서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Jacques Yves  
Crémant de Bordeaux 
쟈크 이브 크레멍 드 보르도 

국가 / Country : 프랑스 / France 
지역 / Region : 보르도 / Bordeaux 
종류 / Type : 스파클링 / Sparkling 
가격 / Price : 35,000KRW 

 

 

 

 

Soodevie Wine Story 

프랑스에서는 샴페인보다 더 자주 마신다는 
크레멍! 스쿠버 다이빙을 발명한 이 와인 
이름의 주인공 Jaques Yves(쟈크 이브)의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한 와인으로 강한 
기포가 인상적입니다. 열심히 달리다 지친 
어느날 힘을 내라는 에너지를 주는 와인. 

 

Tasting Notes 

상큼한 레몬향이 코끝을 자극하며, 
아오리사과의 달지않은 상큼함이 입안에 
머뭅니다. 강한 기포의 공격에도 
놀라지마세요! 

당도 / Sweetness : ♥♥♡♡♡♡♡♡♡♡(1/10) 

기포 / Intensity : ■■■■■■■■■□(9/10) 

 

Food Pairing 

치즈피자, 간장게장, 각종 디저트 

 

How to Drink 

경쾌한 기포가 다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20분정도 열어둔 후 드시면 더 맛있어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erra Occitana 
Chardonnay 
테라 옥시따나 샤도네이 

국가 / Country : 프랑스 /France 
지역 / Region : 랑그독 / Languedoc 
종류 / Type : 화이트 / White 
가격 / Price : 30,000KRW   

 

Soodevie Wine Story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가도 좋아했던 
Charlet(샤를레) 가문의 와인.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흔히 
만들지않는 Chardonnay를 독창적으로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Tasting Notes 
시냇물의 미네랄 향이 느껴지면서 유자와 
레몬의 기분좋은 산도가 입안에 퍼집니다. 
산뜻하면서도 드라이한 와인. 

당도 / Sweetness : ♥♥♡♡♡♡♡♡♡♡(2/10) 

바디 / Body : ■■■■□□□□□□(4/10) 

 

Food Pairing 
두부튀김, 해산물, 생선전 

 

How to Drink 
차갑게 칠링해주세요. 오픈 후, 15분정도 
후에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식전주로도 좋아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ount Riley  
Sauvignon Blanc 
마운트 릴리 소비뇽 블렁 

 

국가 / Country : 뉴질랜드 / New Zealand 

지역 / Region : 말보로 / Marlborough 

종류 / Type : 화이트 / White 

가격 / Price : 35,000KRW   

 

 

 

Soodevie Wine Story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라며 고향인 
Malborough(말보로)로 돌아가 와이너리를 
시작한 John의 새로운 도전과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있는 와인. 

 

Tasting Notes 
레몬과 민트향의 싱그러움과 함께 입안에서 
머무는 신선한 여운은 와인라벨의 풍경을 
한번 쯤 상상하게 하는 맛. 

당도 / Sweetness : ♥♥♥♥♥♡♡♡♡♡(5/10) 

바디 / Body : ■■■□□□□□□□(3/10) 

 

Food Pairing 
부추파전, 올리브파스타, 각종 샐러드 

 

How to Drink 
너무 차갑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픈하자마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Foffani Merlot Bianco 
포파니 멜롯 비앙코 

 

국가 / Country : 이탈리아 / Italy 

지역 / Region : 프리울리 / Friuli 

종류 / Type : 화이트 / White 

가격 / Price : 40,000KRW   

 

 

 

Soodevie Wine Story 
Merlot(멜롯)은 주로 레드와인을 만드는 
적포도지만, 화이트와인을 만들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알 한알 껍질을 까서 만든 
화이트와인이라 그런지 적당한 산도와 당도, 
그리고 부드러운 타닌이 매력적인 와인. 

 

Tasting Notes 
백합향의 상쾌한 향과 더불어 잘익은 멜론의 
맛까지 느껴지는 드라이한 화이트와인.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5/10) 

 

Food Pairing 
각종 전, 골뱅이무침 

 

How to Drink 
너무 차갑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픈하자마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osé Coeur 
로제 꿰흐 

국가 / Country : 프랑스 / France 
지역 / Region : 프로방스 / Provence 
종류 / Type : 로제 / Rosé 
가격 / Price : 30,000KRW   

 

 

 

Soodevie Wine Story 
로제와인의 새로운 부흥, 로제혁명이 일어난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와인. 와이너리의 
위치가 프로방스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중심’ 또는 ‘마음’을 뜻하는 
Coeur(꿰흐)를 따와 와인이름을 지었답니다. 

 

Tasting Notes 
오렌지인듯 망고인듯 교란시키는 달달한 
향과는 달리 오렌지의 떫은 맛과 함께 
마지막에는 남는 복숭아향의 여운이 당신의 
‘마음(Coeur)’를 사로잡았나요?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5/10) 

 

Food Pairing 
제육볶음, 김치볶음밥, 초코케이크 

 

How to Drink 
차갑게 칠링해주세요!                    식전주로도 
아주 적합합니다.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osé Trois 7 
로제 트루와 쎄뜨 

국가 / Country : 프랑스 / France 
지역 / Region : 프로방스 / Provence 
종류 / Type : 로제 / Rosé 
가격 / Price : 30,000KRW   

 

 

 

Soodevie Wine Story 
로제와인의 새로운 부흥, 로제혁명이 일어난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와인. 프로방스 
지방의 주품종인 Grenache(그르나슈) 70%와 
Cinsault(쌍쏘) 30% 블랜딩되었습니다. 

 

Tasting Notes 
베리향과 다르게 견과류와 다크초콜렛의 
맛도 느껴지는 아주 매력적인 로제입니다. 
보통 로제는 낮에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녁때도 어울리는 ‘밤로제’! 

당도 / Sweetness : ♥♥♥♡♡♡♡♡♡♡(3/10) 

바디 / Body : ■■■■■■□□□□(6/10) 

 

Food Pairing 
제육볶음, 인도카레, 멕시칸 퀘사디아 

 

How to Drink 
차갑게 칠링해주세요!                    식전주로도 
아주 적합합니다.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Le Petit Gascoûn 
르 쁘띠 가스꿍 

국가 / Country : 프랑스 / France 
지역 / Region : 가스꼬뉴 / Gascogne 
종류 / Type : 로제 / Rosé 
가격 / Price : 30,000KRW   

 

 

 

Soodevie Wine Story 
증조할아버지가 운영하던 농장을 물려받아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두 형제의 추억이 
반영된 와인. 어느 계절에 마셔도 맛있는 
수드비의 시그니처 로제와인입니다. 

 

Tasting Notes 
코끝을 자극하는 라즈베리 향과 달지않은 
산딸기의 맛이 느껴지면서도 자몽의 
상큼함과 씁쓸함이 포인트인 와인. 

당도 / Sweetness : ♥♥♥♡♡♡♡♡♡♡(3/10) 

바디 / Body : ■■■□□□□□□□(6/10) 

 

Food Pairing 
다크초콜릿, 붕어빵, 김치볶음, 참치회 

 

How to Drink 
차갑게 칠링해주세요! 
오픈하자마자 드셔도 맛있습니다.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los Bagatelle 
Saint-Chinian 

클로 바가뗄 쌍 시녕 

국가 / Country : 프랑스 / France 
지역 / Region : 쌍 시녕 / Saint Chinian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30,000KRW   

 

 

 

Soodevie Wine Story 
일반적으로 와이너리는 부계로 이어지는데, 
이곳은 딸들이 물려받아 운영합니다. 
섬세하면서도 파워풀한 맛으로 
1980년도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와인. 

 

Tasting Notes 
빨간 베리류를 연상시키는 향에 한번 
매료되고, 강하지만 목넘김이 부드러우면서 
살짝 풍기는 감초와 월계수 향에 다시 한번 
반해요.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6/10) 

 

Food Pairing 
족발, 카레라이스 

 

How to Drink 
오픈하자마자 마셔도 맛있지만, 15분정도 
열어둔 후 마셔보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wo Eights 88 
투에잇츠 88 

 

국가 / Country : 호주 / Australia 

지역 / Region : 바로싸 / Barossa 

종류 / Type : 레드 / Red 

   

 

 

 

Soodevie Wine Story 
처음부터 끝까지 매콤함을 느낄 수 있는 
100% 쉬라즈 와인으로 수드비에서는 ‘톡쏘는 
매콤언니’라고 부릅니다. 강력한 직구처럼 
입안에 들어오지만 뒷맛은 매우 깔끔한 것이 
특징입니다. 

 

Tasting Notes 
자두에 후춧가루를 뿌린 듯한 향과 혀끝을 
톡쏘는 베리의 맛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습니다. 

당도 / Sweetness : ♥♥♥♡♡♡♡♡♡♡(3/10) 

바디 / Body : ■■■■■■■□□□(7/10) 

 

Food Pairing 
스테이크, 감자탕, 갈비찜 

 

How to Drink 
오픈하자마자 또는 15분 후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erra Occitana 
Gamay-Syrah 

테라 옥시따나 가메-시라 

국가 / Country : 프랑스 / France 
지역 / Region :  랑그독 / Languedoc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30,000KRW   

 

 

 

Soodevie Wine Story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가도 좋아했던 
Charlet(샤를레) 가문의 와인. 샤를레 가문과 
로롱 남작의 결혼을 상징하기 위해 
보졸레(샤를레 가문의 와이너리)에서 유명한 
Gamay(가메) 품종과 론지방(로롱남작 가문의 
와이너리)의 주품종 Syrah(시라)를 1:1 비율로 
블랜딩을 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블랜딩으로 부드러운 가메와 매콤한 시라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Tasting Notes 
굉장히 드라이할 것 같은 후추와 허브향과 
달리 입안에서 퍼지는 달지않은 체리와 
건포도의 풍미를 느껴보세요.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6/10) 

 

Food Pairing 
제육볶음, 순대, 갈비찜 

 

How to Drink 
갓 오픈해서 드시거나 15분정도 후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into Negro Uco 
Valley Malbec 

틴토 네그로 우코벨리 말벡 

국가 / Country : 아르헨티나 / Argentina 
지역 / Region :  멘도자 / Mendoza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33,000KRW   

 

 

 

 

 

Soodevie Wine Story 
아르헨티나의 주품종인 Malbec 와인. 
아르헨티나의 멘도자 와인컨트리에서도 
가장 고산지대인 해발 1500m에 위치한 
우코밸리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말벡 특유의 
묵직함이 느껴지면서도 고산지대의 큰 
일교차로 인한 적절한 산도 밸런스가 좋은 
와인. 

 

Tasting Notes 
건포도와 자두의 향과 베리의 맛이 머무는 
와인. 

당도 / Sweetness : ♥♥♡♡♡♡♡♡♡♡(3/10) 

바디 / Body : ■■■■■■□□□□(6/10) 

 

Food Pairing 
곱창, 스테이크, 다크초콜렛 

 

How to Drink 
갓 오픈해서 드시거나 15분정도 후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owers Malbec 
파워스 말벡 

 

국가 / Country : 미국 / United States 

지역 / Region : 워싱턴주 / Washington States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35,000KRW   

 

 

 

Soodevie Wine Story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콜롬비아 밸리에서 
생산된 와인. 워싱턴 주의 떼루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풍부한 맛과 향을 가진 
와인이 생산됩니다. 아르헨티나의 말벡과는 
다른 유기농 말벡의 맛을 느껴보세요. 

 

Tasting Notes 

자두와 나무 향이 나며, 드라이하면서도 
자두, 석류, 오렌지껍질과 같은 프루티한 
맛도 담고있는 와인.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5/10) 

 

Food Pairing 

갈비찜, 찜닭 

 

How to Drink 

오픈하자마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owers Syrah 
파워스 시라 

 

국가 / Country : 미국 / United States 

지역 / Region : 워싱턴주 / Washington States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38,000KRW   

 

 

Soodevie Wine Story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콜롬비아 밸리에서 
생산된 와인. 워싱턴 주의 떼루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풍부한 맛과 향을 가진 
와인이 생산됩니다. 호주 쉬라즈와 다른 
유기농의 산뜻함을 머금은 색다른 시라의 
맛을 느껴보세요. 

 

Tasting Notes 

블루베리와 나무가 섞인 향이 먼저 궁금증을 
유발하며, 입안에서 퍼지는 코코아, 자두 
그리고 마지막에 산뜻한 민트향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라의 맛. 

당도 / Sweetness : ♥♥♥♡♡♡♡♡♡♡(3/10) 

바디 / Body : ■■■■■■□□□□(6/10) 

 

Food Pairing 

토마토해산물스튜, 구운고기, 치즈 

 

How to Drink 

오픈하자마자 드셔도 맛있습니다.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oodevie 

Special Wine 
특별한 날 기분좋게 마실 수 있는 와인 

 

(50,000KRW to under 100,000KRW)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adacini Brut 
라다치니 브루트 

국가 / Country : 몰도바 / Moldova 
지역 / Region : 코드루 / Codru 
종류 / Type : 스파클링 / Sparkling 
가격 / Price : 50,000KRW 
 

 

 

 

Soodevie Wine Story 
동유럽의 작은 나라 몰도바(Moldova) 와인 
드셔보신적 있으신가요? 생소한 나라의 
와인이지만 퀄리티가 뒤쳐지지 않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수, 민간 마을에서 
발전한 라다치니 와이너리는 몰도바에서는 
최초 민간 와이너리 중 하나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이지만 샴페인 양조방법으로 생산된 
특별한 와인으로 리(Lie)를 4년동안 
숙성했습니다.  

 

Tasting Notes 
아카시아 꽃과 배의 향이 코를 간지럽히며, 
입 안에 가득 퍼지는 복숭아 맛과 배, 그리고 
들깨의 고소함도 느껴지는 매력적인 와인. 

당도 / Sweetness : ♥♥♥♥♥♡♡♡♡♡(5/10) 

기포 / Intensity : ★★★★★★☆☆☆☆(6/10) 

 

Food Pairing 
삼겹살, 타코야끼, 하드치즈 

 

How to Drink 
차갑게 칠링해주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hâteau Beau 
Rivage de By 
샤또 보 리바지 드 비 

국가 / Country : 프랑스 / France 
지역 / Region : 보르도 메독 
                           / Bordeaux Médoc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50,000KRW 
 

 

 

 

Soodevie Wine Story 
보르도안에 북쪽에 위치한 메독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3주동안 발효를 한 후, 
10개월동안 오크통에 숙성되었습니다. 2개의 
포도 품종(Carbernet  

Sauvignon 60%, Merlot40%)이 블랜딩된 
와인이며, 1965년도에 Marc Pagès(마크 
빠쥐)라는 분이 버려진 사유지를 사입 후, 
현재는 물려받은 손자들이 운영 중입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IOC에 들어갔던 
와인으로 그 퀄리티가 보장됩니다. 

 

Tasting Notes 
오픈하자마자 향을 맡아보시면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하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붉은 베리의 
향과 함께 흙과 나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드라이한 와인입니다.  

당도 / Sweetness : ♥♥♡♡♡♡♡♡♡♡(2/10) 

바디 / Body : ■■■■■■■□□□(7/10) 

 

Food Pairing 
훈제바베큐, 마파두부, 갈비찜 

 

How to Drink 
오픈하고 20분정도 후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rte D’or 
까르뜨 도 

 

국가 / Country : 프랑스 / France 
지역 / Region : 마디렁 / Madiran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50,000KRW   

 

Soodevie Wine Story 

Madiran(마디렁)은 프랑스 보르도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옛날부터 프랑스 귀족들이 
와인을 마시러 많이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라벨에 보이는 그림은 헨리4세로 이 지역 
와인을 매우 좋아했고, 직접 음식과 페어링을 
하면서 자신의 페어링이 ‘황금메뉴(Carte 
D’or)’라고 불렀기에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Carte D’or(까르뜨 도)는 프랑스어로 
황금지도라는 의미도 갖고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께 추천해드리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Tasting Notes 

Tannat(따나) 블랜딩 특유의 블랙베리의 향이 
매혹적이며, 잘익은 자두의 맛이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당도 / Sweetness : ♥♥♥♡♡♡♡♡♡♡(3/10) 

바디 / Body : ■■■■■■□□□□(6/10) 

 

Food Pairing 

육개장, 초코케이크, 함박스테이크 

 

How to Drink 

오픈하자마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omi 
봄이 

 

국가 / Country : 독일 / Germany 

지역 / Region : 모젤 /Mosel 

종류 / Type : 리슬링 / Riesling 

가격 / Price : 70,000KRW   

 

Soodevie Wine Story 

한반도의 평화를 기리는 수드비 Private 
Brand(PB) 와인입니다. 동독과 서독 적십자가 
통합되면서 운영하는 호프굿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고급 리슬링이며, 독일 통일의 
메세지와 함께 한반도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기 바라는 ‘봄의 아이’라는 뜻을 가진 
봄이와인입니다. 

 

Tasting Notes 

복숭아와 사과의 상큼한 향이 마시기 전부터 
기대감을 상승시켜줍니다. 한모금 입에 
머금었을 때 퍼지는 멜론, 복숭아, 그리고 
아몬드 향의 기분좋은 달달함이 매력적인 
와인. 

당도 / Sweetness : ♥♥♥♥♥♥♡♡♡♡(6/10) 

바디 / Body : ■■■□□□□□□□(3/10) 

 

Food Pairing 

탄두리치킨, 오징어볶음밥, 생선류 

 

How to Drink 

라벨이 한지재질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 울 수도있어요. 드시기 전 
한시간정도 냉장보관해주세요. 
오픈하자마자 드셔도 맛있습니다.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Foffani Merlot Riserva 
포파니 멜롯 리제르바 

 

국가 / Country : 이탈리아 / Italy 

지역 / Region : 프리울리 / Friugli 

종류 / Type : 레드 / Red 

가격 / Price : 60,000KRW   

 

Soodevie Wine Story 
Merlot(멜롯) 100%인 이 와인은 오크통에서 
24개월 숙성했으며, 커피 아로마와 구운 
토스트 향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와인입니다. 
오랜 숙성 기간에 비해 떫은 맛이 강하지 
않으며, 목넘김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Tasting Notes 
오크통에 담아놓은 베리의 향이 느껴지며, 
잘익은 자두와 체리의 맛이 기분좋게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당도 / Sweetness : ♥♥♥♥♡♡♡♡♡♡(4/10) 

바디 / Body : ■■■■■■■□□□(7/10) 

 

Food Pairing 
갈비찜, 스테이크 등 육류 

 

How to Drink 
너무 차갑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픈하자마자 드세요. 

 

 

 

 

 

 

Curated by Soodevie 



 

수드비는 대중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와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행사성격, 분위기, 대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맞춤형으로 와인에 대해 큐레이션해드립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와인샵 또는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레스토랑과 호텔에 들어가는 와인들을 중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품질이 좋은 수드비 와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o be Updated 
점차 업데이트될 수드비 와인 기대해주세요! 

 

 
 

Curated by Soodev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