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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ITEL
SELECTED

ITEMS

소피텔 사케는 고급 식재료 산지로 잘 알려진 일본 미에현에서 생산된 쌀 품종인 ‘데와산산’으로 제조된 

‘타비카 준마이’로 묵직하고 농후한 풍미와 쌀 특유의 은은한 감칠맛이 돋보입니다. 소피텔 시그니처 비어 2종은 대한민국 대표 수제맥주 브랜드 ‘아크(ARK)와’ 협업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크는 영국에서 열리는 ‘International Beer Challenge’에서 2년 연속 4관왕, 홍콩의 ‘International Beer 

Awards’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품질에 대한 세계적인 입증을 받았습니다. 

PRIVATE BRAND ITEMS

소피텔 시그니처 블렌드 에피큐어는 ‘미식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한 베리 류의 과일향이 서서히 강해지는 아로마는 긴 여운을 선사하며, 감귤 껍질과 핵과 과일을 

연상시키는 생생한 산도는 환상적인 풍미를 제공합니다. 

에피큐어 커피빈 & 머그컵 세트
EPICURE COFFEE BEAN & MUG SET 

100,000 KRW

미오 타비카 준마이 
MIO TABIKA JUNMAI (720ML/300ML) 

75,000 KRW/35,000 KRW

라 벨 비에르
아스트로 32 LA BELLE BIÈRE

(330ML) 

12,000 KRW
ASTRO 32 (330ML) 

12,000 KRW

깔끔하고 시원한 청량감과 
풍부한 바디감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특징인 라거로, 
미국산 홉 추출물을 냉각된 
맥주에 소량만 첨가하여 라거 
맥주만의 부드러운 향과 맛을 
완성시켰습니다.

벨지안 위트 에일로 오렌지, 
고수, 넛맥과 국내산 생강이 
주는 풍부한 아로마가 인상적인 
맥주입니다. 부드러운 질감을 
지녔으며, 필터링을 생략해 
풍성한 효모의 풍미가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피텔 셀렉티드 와인 2종은 프랑스 소뮈르의 최상급 와인 메이커 ‘티에리 제르망(Thierry Germain)’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티에리 제르망은 달과 우주의 주기에 맞춰 와인을 만드는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과 

친환경적인 양조법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자연적인 내추럴 와인을 지향합니다. 

티에리 제르망 본 떼르 
소뮈르 샹피니
THIERRY GERMAIN, 
BONNE TERRE 
SAUMUR CHAMPIGNY 
2020 (750ML)

70,000 KRW

잘 익은 사과, 복숭아 등의 
섬세한 과일과 꽃 향, 바삭한 
산도와 신선한 허브가 느껴지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부드러운 
유질감과 기분 좋은 미네랄이 입 
안에 오랫동안 남아 여운 있는 
운치를 선사합니다.

오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숙성해 
순수한 과실미를 살렸고, 내추럴 
와인의 개성적인 매력과 함께 
붉은 체리와 산딸기, 제비꽃 등의 
풍성한 아로마가 느껴져 가벼운 
탄닌과의 균형이 뛰어납니다. 

티에리 제르망 솔리 떼르 
소뮈르 블랑
THIERRY GERMAIN, 
SOLI TERRE 
SAUMUR BLANC 
2020 (750ML) 

7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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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ARONS

SOFITEL RETAIL ITEMS

* 플레이버는 재고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크랜베리&스트로베리
CRANBERRY
&STRAWBERRY

파인애플&코코넛
PINEAPPLE
&COCONUT

바질&스트로베리
BASIL

&STRAWBERRY

블루베리&요거트
BLUEBERRY
&YOGURT

패션 후르츠
PASSION FRUIT

흑임자
BLACK SESAME

헤이즐넛
HAZELNUT

바닐라
VANILLA

얼 그레이
EARL GREY

인절미
INGEOLMI

3 PIECE BOX

14,000 KRW

6 PIECE BOX

24,000 KRW



CHOCOLATES
둘쎄 누아제트
DULCEY NOISETTE

오아비카
OABIKA

마롱
MARRONS

겔랑드 카라멜
GUÉRANDE CARAMEL

카시스 블루베리
CASSIS BLUEBERRY

레스파스
L’ESPACE 
(PISTACHIO)

에피큐어
EPICURE 
(ESPRESSO)

퍼시몬
PERSIMMON

퐁데 자르
PONT DES ARTS
(FRAMBOISE)

SOFITEL RETAIL ITEMS

* 플레이버는 재고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6 PIECE BOX

21,000 KRW

9 PIECE BOX

29,000 KRW

12 PIECE BOX

38,000 KRW



스페셜 초콜릿 박스

타블렛 초콜릿 Tablet Chocolate

* 여러 상품을 선택하실 경우 선물용 포장 박스에 담아드립니다. (추가 비용 발생)

프렌치 컨펙셔너리 French Confectionery

SOFITEL RETAIL ITEMS

SPECIAL CHOCOLATE BOX

120,000 KRW

누가
NOUGAT

12,000 KRW

아몬드 머랭 칩
DRY ALMOND MERINGUE CHIP

4,000 KRW

솔티드 캐러멜
SALTED CARAMEL

16,000 KRW

아몬드 쇼콜라
ALMOND CHOCOLAT

15,000 KRW

헤이즐넛 브륀
HAZELNUT BRUN

12,000 KRW

오랑쥬 블랑
ORANGE BLANC

12,000 KRW

캐비어 블롱
CAVIAR BLOND

12,000 KRW

아몬드 누아
ALMOND NOIR

12,000 KRW



JARDIN D’HIVER 
SPECIAL COLLECTION LIFESTYLE

쇼쉬르

삭 아망

쇼쉬르 & 삭 아망 세트

티고 인형

소피텔 티고는 프랑스어로 아기 호랑이를 
뜻하는 Tigreau(티그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Sofitel Seoul's doll TIGO's name has been 

created from the word 'Tigreau' meaning 

baby tiger in French.

몬파마나 햇

르 꼬로넬 보타이

소피텔 파라플뤼

SOFITEL RETAIL ITEMS

SOFITEL TIGO

25,000 KRW

MONPANAMA HAT

340,000 KRW

LE COLONEL BOW TIE

65,000/78,000/95,000 KRW

SOFITEL PARAPLUIE

150,000 KRW

CHAUSSURE

60,000 KRW

SAC À MAIN

90,000 KRW

CHAUSSURE & SAC À MAIN

140,000 KR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