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이한 맛  / 야마네 주조장 

쌀의 감칠맛을 끌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제조법.  따뜻해지면 응축되어 있는 
감칠맛 성분이 더욱 부드러워지며, 살짝 
도는 산미와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① 히오키자쿠라 '준마이슈(순미주)'

드라이한 맛  / 나카이 주조 

돗토리현산의 술쌀 '다마사카에'를 
사용하여 쌀 그대로의 맛을 여과없이 
병에 담았습니다.  긴조술 특유의 향기가 
은은하게 돌며, 드라이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술입니다. 

② 준마이 다이긴조 '다케'

시즈쿠와 동일한 술덧을 주머니에 넣어 
옛 방식으로 술통에서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향기와 맛이 절묘하게 
조화된 일품입니다.
'IWC 은메달 수상 술'

③ 다카이사미 '준마이 다이긴조'

하시즈야 전용 술통에서 특별히 담근 
당관만의 오리지널 '나마(생)' 다이긴조 
술입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드셔보세요.

④ 야시오 준마이 다이긴조 '나마(생)'

드라이한 맛  / 후쿠라 주조

돗토리현 미사사초산의 계약재배쌀 
야마다 니시키를 100%사용하여, 정미율 
65%의 원료쌀로 정성스럽게 발효시켜 
빚은 순미주입니다.  쌀의 감칠맛과 함께 
드라이한 산뜻함을 즐겨보세요.

드라이한 맛  / 오타니 주조

돗토리현산의 귀한 술쌀 '고리키'를 
부활시켰습니다. 정성들여 담근 술의 
깊은 맛과 '고리키'만의 가벼운 산미가 
특징인 준마이긴조 술입니다. 

⑥ 준마이 긴조 '고리키'

드라이한 맛  / 에바라 주조 본점 

전통 주조 기술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담가 풍부한 자연, 기술, 마음이 
조화되었으며, 쌀의 감칠맛을 살린 깊고 
부드러운 맛입니다. 

주조 장인의 완고한 신념으로 만든 술이 
점점 공감을 얻어 애주가가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깊이·감칠맛이 강하고 
드라이하면서도 맛이 진한 타입의 
술입니다. 

⑧ 즈이센 '준마이슈(순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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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즈이센 '준마이슈(순미주)'

*남은 술은 가져가실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에 드는 술을 찾으셨다면 병으로 구매해 주십시오. 

모든 메뉴는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지역 술 3종 시음 세트 　1,000엔 (세금 별도)

※반드시 각각 다른 3종류의 술을 선택해 주십시오. 

드라이한 맛  / 다카타 주조장

살짝 드라이한 맛  / 오타니 주조 살짝 드라이한 맛  / 나카이 주조 

⑤ 산인 도고 '준마이슈(순미주)'

⑦ 하쿠요초 '준마이긴조'

*1홉(180ml)
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당관이 추천하는 지역술을 조금씩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8종류의 지역술 중에서 3종류를 선택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