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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표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면세점서 인기몰이

코로나19로 지난해 말부

발란의 면세점 판매량은

터 부진하던 면세점 매출

지난해 대비 153％ 이상

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

중이다.

면 지난 9월 국내 면세점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되

매출액은 1조7천657억 원

는 제품은 위스키 원액에

으로 전월 1조5천260억

물을 섞지 않고 원액 그

원 대비 15％ 이상 증가했

대로 병에 넣은 캐스크

다. 1조7천억 원을 넘긴 것

스트렝스 위스키인 ‘카발

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

란 솔리스트’ 8종(피노 쉐

격화한 지난해 2월 이후

리, 모스카텔 쉐리, 만자

처음이다.

니아 쉐리, PX 쉐리, 올로

면세점 매출 상승에는 화

로쏘 쉐리, 비노 바리끄,

장품, 의류 등의 명품과

포트, ex-버번)과 ‘카발란

함께 주류 판매량의 증가

클래식’, ‘카발란 올로로

가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

쏘 쉐리 오크’, ‘카발란 콘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발센터(JDC) 자료에 따르

서트마스터 포트 캐스크
피니시’ 등 총 11종이다.
특히 ‘카발란 솔리스트’

면 코로나 시국에 제주도
에 몰린 국내 여행객이 제주공항과 제주항 내 지정면세점에서 산

시리즈는 50∼59.9％로 높은 도수지만 색소 첨가나 냉각 여과를 거

주류 매출액은 2018년 501억 원, 2019년 493억 원에서 지난해 838억

치지 않아 맛이 깔끔하다. 또 각각의 독특한 캐스크에서 숙성된 원

원으로 증가했다.

액을 그대로 병에 넣어 복합적이면서도 풍부한 맛을 지닌다. ‘카발

이 같은 매출과 이용객 증가 현상은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개

란 올로로쏘 쉐리 오크’는 알코올 도수 46％로 솔리스트 시리즈보다

편되면서 앞으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가볍게 마실 수 있다.

2017년부터 대만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을 독점 수입해 유통 중인

골든블루 최주일 팀장은 “위드 코로나로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면

골든블루는 카발란을 소비자들이 좀 더 쉽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

세 채널에서 위스키 판매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

날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을 넓히고 있다.

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여 카발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

시작으로 같은 해 5월에는 제주 중문단지 시내 면세점에, 올해 6월

했다.

에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입점했다. 이후 면세 시장에서
‘카발란’의 판매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다.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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