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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파운틴 와인에어레이터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와인에어레이터
     Color :     Silver,      Pink

�. 빈토리오 와인에어레이터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호락 소주에어레이터
     Color :     초록이,     하늘이

※ 각 제품별 기재된 소비자가(www.vintorio.co.kr내의 지정 공식 판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구매 문의 시 상품 번호를 입력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제품별 기재된 소비자가(www.vintorio.co.kr내의 지정 공식 판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구매 문의 시 상품 번호를 입력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빈토리오 전문가용 와인오프너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아소 와인오프너
     (빈티지 와인 전용)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스틸레토 와인오프너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이지 와인오프너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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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제품별 기재된 소비자가(www.vintorio.co.kr내의 지정 공식 판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구매 문의 시 상품 번호를 입력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빈토리오 진공 와인스토퍼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퍼스널 와인 디캔터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시타델 크리스탈 와인 디캔터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와인 호일커터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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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제품별 기재된 소비자가(www.vintorio.co.kr내의 지정 공식 판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구매 문의 시 상품 번호를 입력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빈토리오 크리스탈 샴페인 글래스
(�개입)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스템리스 와인 글래스
(옵션 : �개입 / �개입)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개입 : ￦��,���
                     �개입 : ￦��,���

��. 빈토리오 와인 에센셜 세트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까베르네 와인 글래스
(�개입)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VINTORIO CO., LTD.

support@vintorio.com
www.vintorio.co.kr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가길 ��, �층 빈토리오(사당동, 이오빌딩)

�� - ��� - ����
 



※ 각 제품별 기재된 소비자가(www.vintorio.co.kr내의 지정 공식 판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구매 문의 시 상품 번호를 입력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개입 : ￦��,���
                     �개입 : ￦��,���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더블월 에스프레소 머그
(�개입)

��. 빈토리오 위스키 에센셜 세트
(디캔터+잔�개입)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스월 위스키 글래스
(옵션 : �개입 / �개입)

��. 빈토리오 하이볼 글래스
(�개입)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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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제품별 기재된 소비자가(www.vintorio.co.kr내의 지정 공식 판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구매 문의 시 상품 번호를 입력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빈토리오 폴리싱클로스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데코 와인칠링백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논슬립 와인랙 (�개입)
       Color :     Black,     White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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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토리오 쿨링 위스키스톤
       (�개입)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Black

White



※ 각 제품별 기재된 소비자가(www.vintorio.co.kr내의 지정 공식 판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구매 문의 시 상품 번호를 입력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치즈보드(단품) 소비자가 : ￦��,���
치즈보드 + 치즈나이프�P (세트)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원목 치즈보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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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입수 :  ��

��. 빈토리오 와인 러버 세트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 빈토리오 진공 펌프 스토퍼
       (세이버본품�개+와인마개�개)

박스입수 :  ���
소비자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