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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nterino
데칸테리노

FAST & EFFECTIVE

데칸테리노는 와인과 증류주의 즉각적인 산소

공급을 위해 마이크로스피어(미세구) 기술을 최초로

사용한 국제 특허 시스템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에어레이터다.

마이크로스피어 기술로 와인과의 접촉면을 넓혀, 

잠자고 있는 와인의 맛과 향을 빠른 시간안에 깨울

수 있다. 데칸테리노 팝 / 컬트 두 가지 디자인에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와인 업계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와인을 즐기는

애호가 등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데칸테리노는

와인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디켄터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Decanterino
데칸테리노

와인 디자인(Wine Design)은 와인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다. 

건축가 카를로 베나티(Carlo Benati)가

설립했으며, 이탈리아 베로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카를로는 그의 팀과 함께 와인의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한다.

와인 디자인 연구소는 디자인의 실현 및 견본

제작, 각 제품의 최종적인 구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에 맞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Decanterino – WDCULT1WP
데칸테리노컬트

Model No. WDCULT1WP

Suitable fit Decanter

Size
❶CALLA GLASS: h. 150- ø 160
❷DECANTER: h. 220- ø 200

유리공예의 성지, 이탈리아 무라노에서 피어난 유리꽃으로, 아름다움과

디자인, 혁신을 하나의 오브제에 담았다. '열정'이라는 꽃말을 지닌 칼라

(CALLA) 꽃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데칸테리노 컬트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레스토랑의 멋과 분위기를 살려주고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에 충분하다.

마이크로스피어(미세구) 기술을 통해 와인과의 접촉면을 넓혀,

와인의 맛과 아로마를 증폭시켜주는 리미티드 에디션 디켄터

HANDMADE IN ITALY-MURANO

❶

❷



MADE IN ITALY-MURANO

• 독창적인 디자인의 리미티드 에디션 디켄터로, 

레스토랑의 멋과 분위기를 살려주며 와인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디켄터 그 이상을 보여준다.

Decanterino – WDCULT1WP
데칸테리노컬트

칼라(CALLA) : 무라노의 유리공예 장인이 불어서 만든 글라스

마이크로스피어 : 넓은 접촉면으로 신속한 와인 디켄팅이 가능

무라노의 유리공예 장인이 만든 핸드메이드 디켄터

컬러 스피어 : 글라스에 담긴 마이크로스피어를 유지하고 산소 공급을
돕는 기능











Decanterino – WDCULT1WP
데칸테리노컬트제품구성

디켄터 칼라( CALLA) 글라스 마이크로스피어(미세구)와 보관 케이스

컬러 스피어 3종(레드/그린/화이트) 사용 매뉴얼 제품 보관 및 이동용 우드박스



Decanterino – WDCULT1WP
데칸테리노컬트 사용법

1. 컬러 스피어 중 한 개를 칼라(CALLA) 
글라스에 넣은 후 디켄터에
올려 놓는다.

2. 마이크로스피어(미세구)를칼라
글라스에천천히 쏟아붓는다. 

3. 마이크로스피어투입후칼라
글라스에준비된와인을천천히
붓는다.

4. 디켄터에와인이모두모아지면
칼라는잠시와인병에꽂아준다.
디켄팅된와인은글라스에서브한다. 

Not a decanter:
the first "wine dynamizator"



Decanterino – WDCULT1WP
데칸테리노컬트 세척법

1. 적당량의탄산수를칼라(CALLA)에
부어준다.

2. 마이크로스피어(미세구)가투명해
졌을때잠시칼라를와인병에꽂아
두고디켄터에남겨진물은버린다. 

3. 칼라를데칸테리노메쉬백으로
완전히덮는다

5. 더깨끗한세척을원할경우, 메쉬백에
마이크로스피어를담은채로흐르는
물에씻는다.

4. 메쉬백으로입구가막힌칼라
글라스를뒤집어마이크로스피어를
쏟아붓는다.

6. 마이크로스피어가완전히건조된후,
깔때기를이용하여보관함에담는다



Decanterino
데칸테리노컬트세척시유의사항

1) 쾌속 세척법

같은 날 여러 가지 와인을 연속으로 시음할 경우

마이크로스피어(미세구)를 세척할 때, 데칸테리노 디켄터 위에 칼라(CALLA)를 올

려놓은 후, 적당량의 물을 붓는다. 되도록 탄산수를 이용한다.

마이크로스피어가 다시 밝고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 후, 디켄터에 세척된 물은 버

린다. 연속해서 다른 와인의 디켄팅을 진행한다.

2) 장기보관 전 세척법

보관케이스에 넣기 전에 마이크로스피어는 칼라안에 그대로 둔 채, 탄산수로 세척

하고 더 깨끗하게 마이크로스피어 세척을 원할 경우 상품의 동봉된 메쉬백에 넣은

후 흐르는 물에 씻는다.

마이크로스피어를 보관함에 넣을 때 깔때기를 이용하여 보관함에 넣는데 이때 마이

크로스피어는 완전히 마른 상태여야 한다. 마이크로스피어의 신속한 건조를 위해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예 : 헤어 드라이기)

데칸테리노 칼라와 디켄터는 반드시 손으로 직접 세척을 해야 한다. 식기세척기 사

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보관케이스에 제품을 넣을 시 반드시 모든 제품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한다.



Decanterino
데칸테리노 사용시주의사항

데칸테리노 사용시 금지 사항

• 매뉴얼에 설명된 사용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

• 주류를 제외한 다른 액체의 사용

• 맨손으로 깨진 유리 부분 접촉

• 마이크로스피어(미세구)를 삼키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

• 어린이들의 접근 및 사용

일반적인 주의사항

• 제품이 깨졌을 경우 맨손으로 만지지 말 것. 반드시 적합한 도구를 이용하거나

뾰족한 유리를 잡을 수 있는 장갑을 사용할 것.

• 깨진 유리를 처리할 시 적합한 유리 재활용 비닐을 사용할 것. 본 제품은 성인

들만 사용 가능하므로 어린이들이 가까이 있을 경우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

•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 만일 미세구들이시간이 지난 후 변색이 될 경우, 무광화가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레몬 쥬스를 섞은 물 안에 몇시간 동안 넣어 놓는 것을 추천.

• 데칸테리노 보관케이스에넣기 전 모든 구성품이완벽하게 건조되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