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와인을 장터가 그대로 9월 말까지~!
매월 이달의 특가행사는 장터가 구매+포인트 적립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품명

지역

떼루아 행사가

권장소비자가

비고

프랑스>보르도

샤또 르 꼬앵 보르도 슈페리오레'14
Chateau Le Coin Bordeaux Superiore'14
Concours de Bordeaux Vins d’Aquitaine Award “Or-Gold”
- 2012, 2013 vin
Guide des Vins Gilbert et Gaillard, 2016 "Gold Medal"- 2014
vin
Will Lyons at the Sunday Times, 2016 "Recommended" - 2014

₩

40,000

가격문의

원숙한 자두맛과 함께 부드럽고 silky한 느낌의 스파이시한 오크맛이 앙트르 두 메
르 지역의 rich한 limestone(석회암)의 느낌을 잘 살려주며, 사슴고기와 roast된
lamb과 잘 어울립니다.

프랑스>보르도

샤또 마르즈 리저브 보르도'14
Chateau Marze Reserve Bordeaux Superiore'14

₩

60,000

가격문의

보르도 산지 내의 갈롱 꼬뮌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갈섞인 점토질 토양과
둥근 자갈층, 모래섞인 점토질 성분 토질로 이뤄져 있으며 평균 25년된
묘목을 가지고 메를로 , 까베르네프랑을 재배 하고있다.

프랑스>보르도

샤또 몽페라 루즈'12
Ch. Mont Perat Rouge '12

프랑스>보르도

샤또 몽페라 블랑 '13
Ch. Mont Perat Blanc '13

보르도>프롱삭

샤또 달렘 프롱삭 1997
Chateau Dalem 1997

₩

₩

80,000

70,000

₩

25,000

₩

19,000

₩

53,500

샤또 몽페라는 프랑스의 와인명산지 보르도의 100헥타르 포도밭에서 포도를 양조
해 와인을 만든다. 현재 소유주인 티보 데스파뉴는 1998년 보르도의 숨은 진주와도
같았던 샤또 몽페라 포도원을 인수해 당시 열악했던 양조시설을 정비하고 포도나무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열리는 포도를 여섯 송이로 제한하
는 등 와인 맛과 향의 농도를 높이고 건강한 포도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을 연구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명성과 인기를 만들어냈다. 그는 프랑스에서 250
년 간 와인을 생산하던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와인에 대한 관심 속에서 성장
했다. 세계 각국에서 와인양조 경험을 쌓은 후 1998년 프랑스로 귀국해 샤또 몽페라
를 인수했다. “한 병의 와인을 소비자에게 전하는 것은 단지 와인이 아니라 와인을
맛보는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경영인으로써, 와인
메이커로써 일하고 있다.
와인메이킹의 컨설턴트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쉘 롤랑(Michel Rolland)과의
협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와인 맛과 향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 포도나무
한 그루에 열리는 포도를 여섯 송이로 줄이는 등 포도재배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왔다. 또한 친환경 와인양조에 높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프랑스 와인생산
자로서는 처음으로 품질관리인증 ISO 9002와 환경친화인증 ISO 14001을 획득해
그 노력과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그 외에 프랑스 안팎의 와인경쟁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일본의 와인만화 <신의 물방울> 1권에 등장하면서 아시아 시장에
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와인만화 <신의 물방울>에서는 샤또 몽페라를 마시
는 순간 전설적인 록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들린다고 표현하여, 샤또 몽페
라 와인의 진하고 파워풀한 개성을 대중음악과 견주어 표현했다

샤또 달렘은 18세기부터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보르도 프롱삭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오너가 Michel Rullier로 바뀌기 전까지 3세
기에 걸쳐 한 가문이 와이너리를 이어 갔을 정도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
다. 2002년부터 와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와인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보르도>프롱삭

샤또 달렘 프롱삭 2001
Chateau Dalem 2001

₩

53,500

보르도>오메독

샤또 보몽 오 메독 크뤼 부르주아'14 매그넘
Chateau Beaumont Haut Medoc C.B.S'14 magnum

₩

55,000

1824년 이래로 Beaumont의 Vineyard는 세상에 알려졌다. 아름다운 르네상스 스타
일의 성과 더불어 유능한 경영진은 Beaumont을 Cru Bourgeios Superieurs로 끌어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1년 이후로 매년 각 종 대회에서 많은 상
을 수상하였다.

보르도>마고

샤또 깡뜨냑 브라운'14
Ch.Cantenac Brown'14
Robert Parker 92 Points
Robert Parker 91 Points

₩

77,000

역사 :Cantenac Brown 은 1968년에 유명한 보르도인 Jean Lawton 에 의해 Du
Vivier 가문에 팔렸다가 다시 1980년에 꼬냑 하우스인 레미-마틴 으로 판매되었다.
최근에는 샹 미셀 까즈와 그의 와인 메이킹 팀들에 의해 구매가 되었으며 Daniel
Llose 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
스타일 : 마시기 쉬운 편한 와인을 좋아한다면 이 와인이 적합할 것이다. 부드럽
고 쉽게 마실 수 있는 왕니으로 블랙 커런트 의 향기가 느껴지며 중간 바디의 부드
러운 피니쉬가 있는 와인이다.

수세기에 걸쳐 프랑스 와인의 5대 샤토가 전세계 와이너리의 경외와 찬사를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세게 최고의 포도원들이 표상하는 고귀함에 대한,
와인 애호가들의 갈망은 긴 세월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다. 그 중 하나인 샤또 라피
트 로칠드(Chateau Lafite Rothschild)는 프랑스 보르도의 일등급 샤토 중에서도 가
장 품격있는 보르도의 자존심이다.

보르도>뽀이약

샤또 뒤아르 밀롱'14
Chateau Duhart Milon '14
Robert Parker 89 Points
Wine Spectator 90 Points

₩

105,000

1855보르도 그랑크뤼 와인들이 정해졌을 때, 1등 중의 1등 (Premier des Premiers)
라는 별명이 붙여졌던 것처럼, 로칠드 가문은 보르도 특등급의 명성에 걸맞는 고급
와인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라피트 컬렉션(DBR Lafite Collection)을 만드는 것을
결정하였다. 도멘 바롱 드 로칠드는 이 라피트 컬렉션을 관장하는 지주 회사로, 이
세기적인 컬렉션에는 보르도의 레정드 (Legende) 시리즈 뿐만 아니라 전세계 최고
의 산지에서 생산된 와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포르투갈의 킨타 도 카르
노 (Quinta do Carmo), 아르헨티나의 보데가스 카로 (Bodegas Caro) 그리고 프랑스
랑그독 지역의 도맨 도시에르 (Domaine d’Aussieres) 가 포함되어 있다.
유서 깊은 로칠드 가문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전유럽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였
으며, 오늘날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가문으로 꼽히고 있다. 라피트 컬렉션의 로고에
그려진 5개의 화살은 전세계로 뻗어나간 로칠드 가문을 상징한다. 이는 마치, 전세
계에서 생산되는 라피트 시리즈의 고귀함과 세계적인 인기를 예언한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 세계 최고의 테루아(Terroir)에서 생산된 다양함과에 결합된 기술력은 신
구의 조화를 완벽히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 같은 라피트의 끊임없는 열정은 명성에
걸맞는 세계적인 와인의 표준이 되었다.

토마스 바똥 Thomas Barton은 1722년 스물일곱의 나이로 프랑스에 처음 발을 들였
다. 그로부터 3년 후 보르도에서 자신의 사업을 벌였고 꾸준히 와인을 구입해서 아
일랜드로 가져감으로써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그것은 쎙떼스떼프 Saint Estephe의
샤또 르 보스끄 Chateau Le Boscq 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액수였다. 그의 할아버지인
휴 바똥 Hugh Barton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 역시 친구 마르끼스 드 쎄귀르
Marquis de Segur의 매니저의 아들이었던 다니엘 귀스띠에 Daniel Guestier의 도움
을 받았다.

보르도>생 줄리앙

샤또 레오빌 바르통'13
Ch. Loeville Barton'13
Robert Parker 90 Points
Wine Spectator 91 Points

₩

105,000

프랑스와 영국간에 계속되는 전쟁 중 영국 물품들은 모두 억류되었지만 그는 운 좋
게도 귀스띠에와의 친분 덕분에 비록 프랑스를 떠나야 하기는 했지만 프랑스 쪽 사
업은 친구에게 맡길 수 있었다. 그들은 "Barton & Guestier" 회사를 차렸고 그것은
나폴레옹 시대 이후 와인 붐을 타고 지속적인 매출을 올렸다. 그들이 샤또 라피뜨
Chateau Lafite를 사고 싶어 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1821년과
1822~1826사이에 샤또 랑고아 Chateau Langoa를 사들였고 그 당시 조각조각 나
뉘어져 있던 광대한 레오빌 Leoville 부지 중 35헥타르를 구입했다. 이것이 바로 샤
또 레오빌-바르똥 Leoville-Barton의 탄생 과정이다. 그 후 1855년에 두 번째 성장을
이뤘고 일년 후 휴 바똥은 세상을 떠났다.

메독의 위대하며 전설적인 소유지 중의 하나인 베이슈벨의 이름은 소유자였던 Duc
d'Eperon 의 계급에서 기인하였다. 프랑스의 위대한 해군 사령관이었던 그에게 존
경의 표시로 지롱드 강 유역의 모든 선박은 Chateau 가 보이는 지점에서 그들의 돛
(불어로 baisse-voile) 를 내렸다. Baisse-voile 표현에서 Beychevelle 라는 이름이 유
래되어 그 명성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현재 소유주는 일본의 Suntory 그룹이다.

보르도>생 줄리앙

샤또 베이슈벨 '14
Ch. Beychevelle '14
Robert Parker 92 Points
Wine Spectator 92 Points

샤또 베이슈벨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여, 손으로 포도를 따는 등 엄격한 품질 선
택을 한 후 가지와 잎이 제거된다.

₩

148,000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와 시멘트 탱크에서 28-30 도에서 21-24 일 가량 발효가 진행
된다. 와인의 압착은 품종에 따라 구별되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오크통(55-60 %
는 새통) 에서 16-18개월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친다.
이 와인은 병입 전에 정화되지만 필터링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
감촉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와인으로 널리 알려진 베이슈벨은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더욱 풍요롭고 남성적인 면이 추가되었다. 블랜딩에 있어 까베르네 쇼비뇽이 큰 비
율을 차지하며 숙성을 위해 더 많은 새 통이 이용되었다.
좀 더 가벼운 느낌을 주는 세컨드 라벨의 와인은 더욱 치밀한 구성과 함축된 스타일
의 와인을 선보였다.

1533년 퐁탁 패밀리(Pontac Family)에 인수된 이 포도원은 1550년에 지금의 위치에
성을 축조하였으며 1740년에 확장이 되어 이 모습이 현재 샤또 오-브리옹(Ch.
Haut- Brion)이라 불리우는 포도주의 전면 라벨(Label)에 그려져 있는 바로 그 모습
이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는 불란서 정부를 위해 병원으로 사용된 적도 있었다.
이 포도원은 서쪽을 바라보고 세워져 있으며 포도밭과의 사이에 자그마한 영국식
정원이 있으며 그 입구를 오-브리옹의 상징이랄 수 있는 돌사자 상이 지키고 있다.

보르도(세컨)

르 클라랑스 드 오 브리옹'14 (오 브리옹 2nd)
Le Clarence de Haut Brion'14
Robert Parker 91 Points
Wine Spectator 91 Points

₩

155,000

샤또 오-브리옹(Chateau Haut- Brion)은 보르도(Bordeaux)시의 중심부에서 5km정
도 떨어져 있는 그라브(Grave)의 뻬삭(Pessac)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한 때는 오
브리옹에 소속되어 있던 라 미숑 오 브리옹(La Mission Haut Brion)과 마주보고 있
다. 이 곳은 그라브 지역의 북쪽 맨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롱드(Gironde)강 유역에
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이다.
보르도에서 가장 능력있는 포도주 제조자중 한 사람인 델마(Delmas)는 1977년까지
이 포도원에 가장 적합한 포도 품종을 찾고 좋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INRA(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와 함께 여러 실험을 통해 가장 적합
한 포도 품종과 종자를 만들어 냈으며 1977년 약 550그루의 종자를 심어 현재 수확
되고 있다.
원래 이 포도원은 자갈이 많은 관계로 배수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이러
한 특징은 뽐롤(Pomerol)의 특징과 유사하여 한 때는 몽뻴리에(Montpellier)의 연구
소에서 뽐롤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포도 품종을 이 곳에서 재배하였으나
오 브리옹에서는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 델마(Delmas)에 의해 새로운 실험이 행
해졌고 현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르도>페삭레오
냥

샤또 스미스 오 라피뜨(Chateau Smith Haut Lafitte)의 소유자인 다니엘 까띠아르
(DanielCathiard)는 프랑스 올림픽 국가대표 스키 챔피온이다. 1970년, 그는 가족사
업인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년만에 프랑스에서 10번째로 큰 유통회사
로 탈바꿈 시켜놓았으며, 같은 시기에 GO SPORT라는 샵을 런칭하며 스포트용품 사
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샤또 스미스 오 라피트 '14
Ch. Smith Haut Lafitte'14
Robert Parker 93 Points
'Wine Spectator 94 Points

₩

112,000

그의 부인인 플로렌스(Florence)는 다니엘과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에서 처음 만났으
며, 그녀가 광고회사를 운영하기 전까지 10년간 함께 일하였다. 이 부부는 1990년부
터 샤또 스미스 오 라피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신 와인용 압착기를 추가로 들여왔고 위성 안내 수확시스템을 채택했으
며 새로운 광학 선별기를 설치하였다. 이 선별기는 잘 익은 포도알만을 선별해내기
때문에 훨씬 좋은 품질의 와인을 생산해 내고 있다.

리유섹의 이름의 유래는 이껨(Yquem)과 리우섹 사이에, 여름이면 자주 말라붙는 조
그마한 개울이 흐르는데 이 개울에서 착안하여 '개울(Ruisseau)'을 뜻하는 단어와 '
말라 붙은(Sec)'을 의미하는 형용사와 결합해 'Rieussec'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어떤 이는 잘 웃는 사람이란 뜻의 무슈(미스터) 리유(M.Rieu)라고 부르는 소유
주가 있었는데 이 이름에서 유래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보르도>소테른

샤또 리우섹 소떼른1er'08
Ch. Rieussec'08
Robert Parker 90 Points
Wine Spectator 92 Points

₩

230,000

₩

75,000

샤또 리유섹은 해발 76미터의 견고한 사암, 자갈, 점토와 석회석으로 된 조그마한
언덕에 부속 건물과 더불어 간소한 1층 농가로 구성된 작은 농원이지만 세계 최고
의 와인이 된데에는 역시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주인의 노력을 뺄 수 없다. 찬
란한 금빛의 색깔로 대단히 잘 농축된 다차원의 와인으로 말린 살구, 다즙의 잘 익
은 서양 배, 달콤한 파인애플, 대추 야자열매와 건포도 향이 진한 소떼른의 훌륭한
최고 수준의 스위트 화이트 와인이다.
샤또 리유섹은 디저트로 유명한 소테른 지역의 1등급 그랑크뤼 포도원으로, 라피트
로칠드 그룹에서 1984년에 구입한 포도원이다. 샤또 디켐에 바로 이웃한 리유섹은
1855년 그랑크뤼 심사 때 이미 1등급으로 정해질 정도로 뛰어난 잠재력을 지녔으나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황폐화 되었다. 하지만 라피트 로칠드 양조팀의 부단
한 노력에 의해 이제는 종종 샤토 디켐보다 더 좋은 와인을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1년 빈티지는 와인 스펙테이터 100점을 받으면서, 2004년 와인스펙
테이터 Top 100 에 소테른 와인으로는 처음으로 1등에 오르기도 하였다.

프랑스>랑그독

롱그독 루즈'15
longue-dog Rouge'15
가장 트렌디한 남프랑스 와인. 부드러움을 겸비한 깔끔한 스타일.

₩

29,000

가격문의

약 25년 전, 뽈 부띠노Paul Boutinot는 당시 와인은 품격있는 자리에서 마시는 고급
스러운 술이라는 편견을 깨고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레스토랑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하우스와인을 공급하고자 첫째 아들의 이름을 딴 뀌베 장-뽈을 생산하기 시
작하였다.
품질은 고급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을 만들고자 해를 거듭
하며 노력해왔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뱅 드 빼이Vin de Pays 와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영국 전역에서 레스토랑과 와인바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
는 와인이기도 하다. 또한, 와인병을 기존의 제품들보다 20% 가볍게 제작하여 트렌
드에 발맞추는 동시에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약 25년 전, 뽈 부띠노Paul Boutinot는 당시 와인은 품격있는 자리에서 마시는 고급
스러운 술이라는 편견을 깨고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레스토랑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하우스와인을 공급하고자 첫째 아들의 이름을 딴 뀌베 장-뽈을 생산하기 시
작하였다.

프랑스>랑그독

롱그독 블랑'15
longue-dog Blanc'15
가장 트렌디한 남프랑스 와인. 부드러움을 겸비한 깔끔한 스타일.

₩

가격문의

26,000

품질은 고급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을 만들고자 해를 거듭
하며 노력해왔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뱅 드 빼이Vin de Pays 와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영국 전역에서 레스토랑과 와인바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
는 와인이기도 하다. 또한, 와인병을 기존의 제품들보다 20% 가볍게 제작하여 트렌
드에 발맞추는 동시에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 까오르의 프리미엄 블랙와인 선두자
‘꼬(cot)’라고 불리는 말벡(Malbec) 와인의 유명 생산지 까오르(Cahors).
프랑스>꺄오르

말벡 뒤 끌로 '12
Jean Luc Baldes Malbec du Clos '12

₩

가격문의

38,000

그곳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까오르 와인을 일컬어 ‘Vin Noir’ 즉, ‘블랙 와인
(black wine)’이라 불렀다.
여러 생산자들 중에서도 특히, ‘장 뤽 발데스(Jean-Luc Baldès)’는 프리미엄 급 블
랙 와인을 완성하며 까오르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생산자이다.

프랑스>론

M&S 오지에 꼬뜨 뒤 론 르 템스 에스트 베뉴'14
Michel Ogier Cotes du Rhone le Temps Est Venu'14
Robert Parker 90 Points

₩

60,000

가격문의

프랑스>론

M&S 오지에 라 로상 쉬라'13
Michel&Stephane Ogier La Rosine Syrah'13
Robert Parker 88 Points

₩

100,000

가격문의

프랑스>론

M&S 오지에 꽁드리외 라 꽁 드 마에발'12
Michel Ogier Condrieu la combe de malleval'12
Robert Parker 93 Points
Wine Spectator 92 Points

프랑스>론

M&S 오지에 꽁드리외 라 꽁 드 마에발'13
Michel Ogier Condrieu la combe de malleval'13
Robert Parker 94 Points
Wine Spectator 92 Points

프랑스>론

M&S 오지에 꼬뜨 로띠'11
Michel Ogier Cote Rotie'11
Robert Parker 93 Points

₩

274,000

가격문의

프랑스>부르고뉴

루이 자도 부르고뉴 피노누아'14
Louis Jadot, Bourgogne Rouge Pinot Noir'14 375ml

₩

49,000

가격문의

프랑스>부르고뉴

루이 자도 부르고뉴 피노누아'14 375ml
Louis Jadot, Bourgogne Rouge Pinot Noir'14 375ml

₩

25,000

가격문의

프랑스>부르고뉴

루이 자도 부르고뉴 샤도네이'14
Louis Jadot, Bourgogne Blanc'14

₩

49,000

가격문의

프랑스>부르고뉴

루이 자도 마꽁 빌라쥬 블랑'15
Louis Jadot, Macon Village Blanc'14

₩

44,000

가격문의

프랑스>부르고뉴

루이 자도 꼬뜨 드 본 빌라쥐 레드'13
Louis Jadot, Cotes de Beaune Village Rouge'13

₩

62,000

가격문의

프랑스>부르고뉴

루이 자도 뽀마르'12
Louis Jadot, Pommard'12

₩

144,000

가격문의

프랑스>부르고뉴

루이 자도 샤또 데 자크 물랭 아 방'14
Louis Jadot, Moulin a Vent Chateau des Jacques'14

₩

68,000

가격문의

루이 자도 샤블리'15
Louis Jadot Chablis'15

₩

43,000

₩

25,000

루이 자도 샤블리'15 375ml
Louis Jadot Chablis'15 375ml

₩

25,000

₩

15,000

프랑스>부르고뉴

루이 자도 제브리 샹베르탱'13
Louis Jadot, Gevrey Chambertin'13

₩

169,000

프랑스>부르고뉴

루이 자도 샹볼 뮈지니'08
Louis Jadot Chambolle Musigny'08

₩

181,000

프랑스>부르고뉴

루이 자도 샹볼 뮈지니'11
Louis Jadot Chambolle Musigny'11

₩

181,000

프랑스>부르고뉴

프랑스>부르고뉴

₩

₩

가격문의

180,000

가격문의

180,000

20세기 초 창립되어 현재 3대 오너인 Mario Giriabldi에 운영되는 가족 경영 회사이
다. 창립 당시 이후 3대에 걸쳐 지속되어온 전통 속에 와인에 대한 열정, 양조시설에
대한 끊임 없는 투자등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양질의 피에몬테 와인을 생산한
다.

이태리 북부 피에몬테의 중심부 Langhe의 Rodello에 위치한 포도원과 와이너리에
서 Barolo, Dolcetto d’Alba, Barbera d’Alba Barbaresco등의 고급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Rodello 최고의 Terroir와 와인에 대한 최고의 열정으로 생산되는 Giribaldi 와인의
철학은 와인 애호가들이 꿈에 그리는 와인을 만드는데 있다. 또한 지속적인 포도원
의 관리로 최상의 포도나무만을 선별하여 양질의 포도를 얻을 수 있다.

Giriabaldi는 일반 Still Wine뿐만 아니라 과학과 와인 생산 기술이 접목된 Organic
와인을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 첫 빈티지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가격문의

₩

99,000

가격문의

부르고뉴를 대표하는 생산자 루이 자도는 남쪽 보졸레에서 꼬뜨 드 본, 꼬뜨 드 뉘
를 지나 샤블리에 이르기까지 연간 약 9백만 병의 다채로운 와인을 만들어낸다. 그
랑 크뤼, 프르미에 크뤼 와인은 도멘 소유의 밭에서, 마을 단위나 지역 단위의 일부
와인들은 계약 농가의 밭에서 만들어져 엄밀히 말하면 와인 생산자(domaine)이면
서 네고시앙(maison)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와인만화 <신의 물방울>에 ‘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 루이
자도의 샤블리가 등장하며 유명해졌다. 모든 루이 자도 와인의 라벨에 그려진 주신
‘바쿠스’의 두상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한결같이 보장하는 부르고뉴 와인의 대명사
가 되었다.
1821년 꼬뜨 도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루이 앙리 드니 자도(Louis Henri Denis
Jadot)는 소규모 와이너리에서 세일즈 매니저로 일을 시작했다. 1826년 결혼과 동
시에 본 프르미에 크뤼를 상속 받았으며 1859년 본격적으로 와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몇 세대를 걸치며 오늘날 214h의 포도밭을 보유하게 됐다. 그 중 그랑 크뤼는
8h, 프르미에 크뤼는 50h에 달한다. 지역의 포도농가들과도 장기계약을 맺어 포도
를 공급받는다. 루이 자도는 다른 생산자의 와인 원액이나 완제품은 전혀 구매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재배과정을 감독해 품질을 인증 받은 포도만을 구입해 모든 와인
은 루이 자도의 양조장에서 만들고 있다.
부르고뉴에서 와인을 만든다는 것은 전통을 배우고 지키는 동시에 끊임 없이 미래
에 투자하는 것이다. 좁은 땅덩이에서 계속 와인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도 고려해야 한다.
본 시내에 위치한 루이 자도 본사는 부르고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 한 곳으
로 꼽힌다. 동시에 부르고뉴에서 가장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랜 전통과 역사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유산이지만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루이 자도의 경영철학이다.
20년 전부터 메종 루이 자도에서는 화학 비료나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보다 세
심하게 일궈야 하거나 언덕에 위치한 밭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말을 이용해 경작한
다. 밭의 표면 정도만 관리할 뿐 땅 깊은 곳에는 어떠한 인위적인 작업도 하지 않는
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밭고랑 사이에 들풀이 자라는 것도 볼 수 있다.

20년 전부터 메종 루이 자도에서는 화학 비료나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보다 세
심하게 일궈야 하거나 언덕에 위치한 밭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말을 이용해 경작한
다. 밭의 표면 정도만 관리할 뿐 땅 깊은 곳에는 어떠한 인위적인 작업도 하지 않는
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밭고랑 사이에 들풀이 자라는 것도 볼 수 있다.

루이 자도 샤샤뉴 몽라쉐'14
Louis Jadot Chassagne Montrachet'14

₩

169,000

가격문의

프랑스>르와르

장 모리스 라포 쉬농 블랑'16
Jean Maurice Raffault Chinon Blanc'16
Wine Spectator 89 Points (2015 Vintage)

₩

44,000

가격문의

프랑스>르와르

장 모리스 라포 쉬농 루즈'16
Jean Maurice Raffault Chinon Rouge'16
Wine Spectator 91 Points

₩

36,000

가격문의

프랑스>르와르

장 모리스 라포 끌로 디조레'15
Jean Maurice Raffault Clos d'Isore'15
Wine Spectator 92 Points

₩

50,000

가격문의

프랑스>르와르

장 모리스 라포 르 퓌이'15
Jean Maurice Raffault Le Puy'15
Gault&Millau 16.5/20

₩

72,000

가격문의

프랑스>르와르

장 모리스 라포 끌로 드 로스피스'15
Jean Maurice Raffault Clos de l'Hospice'15
Wine Spectator 93 Points

₩

104,000

가격문의

프랑스>알자스

울프베르제 알사스 그랑크뤼 리스링
Wolfberger Alsace Grand Cru Riesling

₩

71,000

가격문의

프랑스>알자스

울프베르제 리저브셀렉션 게브르츠트라미너
Wolfberger Reserve Selection Gewurztraminer

₩

47,000

가격문의

프랑스>알자스

울프베르제 리저브셀렉션 피노그리
Wolfberger Reserve Selection Pinot Gris

₩

42,000

가격문의

울프베르제는 1902년 와이너리 설립 이후 알자스 지역의 떼루아(Terroir, 포토밭을
둘러싼 지리적·기후 환경)를 와인에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혁신과 발전을 끊임
없이 거듭했으며,

프랑스>알자스

울프베르제 리저브셀렉션 실바너
Wolfberger Reserve Selection Sylvaner

₩

32,000

가격문의

그 결과 현재 전세계 5개 대륙, 50개국에 와인을 수출하는 알자스 와인의 대표적인
와이너리이다.

프랑스>알자스

울프베르제 크레망 알사스 데미섹
Wolfberger Cremant D'Alsace Demi-sec

₩

54,000

가격문의

프랑스>알자스

울프베르제 크레망 알사스 브뤼
Wolfberger Cremant D'Alsace Brut

₩

54,000

가격문의

프랑스>부르고뉴

폰토디 플라치아넬로 델라 피에베'12
Fontodi Flaccianello della Pieve 12
Robert Parker 94 Points
88-11 Gamberp Rosso 3glass 11회
Hugh Johnson 죽기전에 마셔야 할 1001 와인
97빈티지 '00년 Wine Spectator 100대와인 43/100
이태리>토스카나
01빈티지 '04년 Wine Spectator 100대와인 10/100
04빈티지 '07년 Wine Spectator 100대와인 63/100
06빈티지 '09년 Wine Spectator 100대와인 8/100
07빈티지 '10년 Wine Spectator 100대와인 8/100
09빈티지 '12년 Wine Spectator 100대와인 25/100
10빈티지 '14년 Wine Spectator 100대와인 14/100

₩

350,000

가격문의

1693년 장 모리스 라포의 선조 Mathurin Bottreau((매튜랭 보트로)가 포도밭을 사들
이며 그로부터 시작된 Raffault(라포)가문의 와인 양조는 현재 15대에 걸쳐 내려오
고 있다.
현 와인메이커인 로돌프의 아버지인 장 모리스 라포는 쉬농의 저명한 인물로 와인
양조에 큰 획을 그었다. 처음 그가 한 일은 다종작을 포기하고 한가지 품종만을 재
배하기로 겸심하여 까베르네 프랑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떼루
아의 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밭을 세분화하여 분리 재배하고, 가각의 와인에 개별
적인 밭의 이름을 붙여 사용하기 시작한다.
오늘날 장 모리스 라포의 도멘은 7개의 꼬뮌으로 구성되는데 까베르네 프랑 포도나
무의 평균 수령은 35년에 이르고 50년이 넘는 것들로 10헥타르에 걸쳐 재배되고 있
으며, 슈냉블랑의 평균 수령은 20년이다.
로돌프는 10년 이상된 Neutral oak cask에서 쉬농의 전통방적인 방식의 에이징을
고수하며 지속 가능한 포도재배를 실행해오고 있는데 이는 'Lute Raisonnee'(루뜨
해지오네)로 잘 알려진 유기농법으로 농약이나 인공 비료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쟁
기질로 밭을 일구는 등 자연스러운 노동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최소화한 경작을 말
한다.

피렌체 출신의 마네티(Manetti) 가문이 1968년 키안티 클라시코 지역의 작은 마을
판자노(Panzano)에 설립한 와이너리이다. 마네티 가문은 수세기 동안 이태리 전통
기와를 만드는 재료인 테라코타를 생산해 왔으나 키안티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와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판자노에 위치한 폰토디의 포도밭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으며 석회질의 토양, 높은
일조량과 큰 일교차 덕에 탄닌과 산미의 균형감이 뛰어난 산지오베제 포도를 만들
어낸다. 와이너리 소유의 포도밭 중 90%에서 산지오베제를 재배하고 있을 만큼 키
안티의 전통적인 와인에 대한 애정이 깊다.
포도밭에서는 어떤 화학제품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 유기물을 최대한 활용해 포
도를 길러낸다. 일부 포도밭은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포도재배 외에 토스카나 토종
소 ‘키아니나’도 키우는데 소의 분비물 역시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이태리>토스카나

폰토디 끼끌리 비냐 델 소르보'12
Fontodi, Vigna del Sorbo Chianti Classico Reserva
Robert Parker 93 Points
Wine Spectator 92 Points

₩

200,000

가격문의

이태리>토스카나

폰토디 끼안띠 클라시코'13
Fontodi Chianti Classico'13
97 빈티지 1999년 Wine Spectator 100대 와인 28/100
88 빈티지 1991년 Wine Spectator 100대 와인 76/100

₩

86,000

가격문의

이태리>피에몬테

수아비아 소아베 클라시코'14
Suavia, Soave classico DOC
Wine Spectator 89 Points

₩

50,000

가격문의

모든 와인은 와이너리 소유의 밭에서 자란 포도만으로 양조한다. 현대식 셀러를 갖
추고 있지만 최대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와인을 만들기 위해 중력으로 와인이 떨어
지게끔 설계했다. 프랑스산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알리에, 트롱세 산 오크통에 숙
성해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어낸다.

와인양조는 Giovanni & Rosetta Tessari 그리고 그들의 4명의 딸 Arianna, Meri,
Valentia(와인양조가) 그리고 Alessandra 이들 가족이 협력하여 와인 양조를 하고
있다. 의 좋은 Tessari 자매들은 그들의 포도밭에 대해 말하기를, 어린시절때 그들의
할아버지 Giuseppe와 Nonna Serafina가 그들의 소유지에 있는 포도나무, 모든 터,
모든 포도를 잘 가꾸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Nonna Giuseppe는 1887년에
Tessari집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포도원 높은 언덕 Fitta에 지역 Classico 중
심부에, Monteforte d’Alpone과 소아베 언덕을 마주보고 있다. 100년뒤, 1982년에
그의 아들 Giovanni 그리고 그의 아내 Rosseta는 Tessari 와인을 병입하기로 결심한
다. Suavia 수아비아의 다양한 와인들은 병 표지를 붙여 “그들의 전통과 떼루아의
문화에”에 기여하여 만든 와인으로, 예술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새 포도원을 설립했
다.

이태리>피에몬테

수아비아 몬테 까르보나레'15
Suavia, Soave classico Monte Carbonare
Wine Spectator 91 Points

₩

76,000

가격문의

이태리>피에몬테

수아비아 '레 리베'12
Suavia, Le Rive
Wine Spectator 91 Points

₩

100,000

가격문의

₩

120,000

가격문의

이태리>토스카나

이태리>토스카나

벨구아르도 티레노'14
Belguardo Tirreno
James Suckling 92 Points

벨구아르도 브론조네'13
Belguardo Bronzone
2013 Vintage Gambero Rosso 2017 2 red glasses(3개 만점)
2012 Vintage James Suckling 90 Points
2009 Vintage Robert Parker 90 Points

₩

110,000

가격문의

현재 필리프 마쩨이는 미국 건국주의자이자 애국자로 미국의 근현대사를 상징하
는 인물로 존경 받고 있다.

₩

80,000

가격문의

이태리>움브리아

페르티까이아 몬테팔코 사그란티노'12
PERTICAIA MONTEFALCO SAGRANTINO'12
Wine Spectator 91 Points

₩

120,000

가격문의

이태리>움브리아

페르티까이아 몬테팔코 로쏘 리제르바'10
PERTICAIA MONTEFALCO ROSSO RISERVA'10
Wine Spectator 90 Points (2011 Vintage)

₩

100,000

가격문의

스페인>후미야

에고 보데가스 돈 바포'15 (1+1 행사)
Ego Bodegas Don baffo
1병 구매시 동일 와인 1병 증정!

₩

65,000

가격문의

스페인>후미야

에고 보데가스 고루'15
Ego Bodegas Goru'15
GILBERT&GAILLARD 2015 - 92 pts and GOLD Medal
DECANTER 2014 - SILVER Medal (2013)

₩

60,000

가격문의

스페인>후미야

에고 보데가스 고루 오가닉'15
Ego Bodegas Goru Organic'14

에고 보데가스 마리오네트'15
Ego Bodegas Marionette'15
ASIAN WINE TROPHY - GOLD Medal
BERLINER WINE TROPHY - GOLD Medal
MUNDUS VINI 2015 - SILVER Medal
GILBERT & GAILLARD 2015 - 88 pts

18세기 중반 영국의 런던에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마스 제퍼슨을 만나 우정을
쌓은 필리프 마쩨이는 1773년 미국을 건너가 버지니아 지역에서 토마스 제퍼슨과
포도재배지를 조성, 지역 최초의 상업화된 와이너리를 선보이게 된다. 그들은 단지
사업적 동반자가 아닌 서로의 사상과 정치철학을 공유하면서 미국의 독립을 꿈꾸게
된다.
미국 독립전쟁을 위한 군수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1779년 이태리로 돌아와
1783년 영국정부의 미국 독립을 승인한 ‘파리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독립군’의 군
수물자를 책임지는 ‘비밀요원’으로 활동하였다.
1788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독립혁명에 대한 역사와 철학을 담은 ‘Recherches
historique et Politiques sur Les Etats-Unis de ‘Amerique Septentrionales’를 출간
하여, 유럽지역에서 미국 독립운동의 당위성과 자유주의 사상을 대변하는 비공식적
‘미국대사’로서 활약하였다.

벨구아르도 벨구아르도 세라타'14
Belguardo Belguardo Serrata
이태리>토스카나 2014 Vintage James Suckling 90 Points
2011 Vintage Robert Parker 88 Points
2010 Vintage Wine Enthusiast 90 Points

스페인>후미야

와인양조는 Giovanni & Rosetta Tessari 그리고 그들의 4명의 딸 Arianna, Meri,
Valentia(와인양조가) 그리고 Alessandra 이들 가족이 협력하여 와인 양조를 하고
있다. 의 좋은 Tessari 자매들은 그들의 포도밭에 대해 말하기를, 어린시절때 그들의
할아버지 Giuseppe와 Nonna Serafina가 그들의 소유지에 있는 포도나무, 모든 터,
모든 포도를 잘 가꾸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Nonna Giuseppe는 1887년에
Tessari집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포도원 높은 언덕 Fitta에 지역 Classico 중
심부에, Monteforte d’Alpone과 소아베 언덕을 마주보고 있다. 100년뒤, 1982년에
그의 아들 Giovanni 그리고 그의 아내 Rosseta는 Tessari 와인을 병입하기로 결심한
다. Suavia 수아비아의 다양한 와인들은 병 표지를 붙여 “그들의 전통과 떼루아의
문화에”에 기여하여 만든 와인으로, 예술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새 포도원을 설립했
다.

₩

65,000

가격문의

중앙 이탈리아의 고어에서 "Perticaia"는 농업 활동을 상징하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PERTICAIA ESTATE"는 Tuscana와 Umbria에서 포도주 양조 법원의 이사로 오랜 경
험을 쌓은 Guido Guardigli가 경영자가 되기로 결정한 2000 년에 와인을 만들기 시
작했습니다. 지역 포도 품종 "SAGRANTINO"의 잠재력과 개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
려진 지역인 "MONTEFALCO"에서 와인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은 원래 약 2.5 헥타르의 올리브 나무와 1.5 그루의 포도원이었던 약 20 헥타
르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14 헥타르의 포도밭과 현대적인 포도주 저장실로 변화 되
었습니다. 포도주는 작은 중세 마을 인 Gualdo Cattaneo에있는 18세기 지하 저장고
에서 프랑스 오크통에 숙성됩니다. 포도 나무는 온화한 경사면을 지닌 언덕에 심어
져있으며 해발 300-350 미터에 있습니다. 토양은 물 배수가 잘되는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Ego (자아), Talento (재능), infinito(무한) 이 세 단어는 에고 보데가스 (Ego
Bodegas)가 전하려는 모든 철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산토스 오르티즈
(Santos ortiz)는 지난 10년 이상 에고 와인과 함께 했습니다.
이 기간은 다른 와이너리와 비교해 짧은 기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후미야(Jumilla)
의 토양과 모나스트렐 포도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
니다. 에고 보데가스는 최상급의 포도를 얻기 위해 이 지역의 가장 좋은 빈야드를
찾아내고 초석을 다지는 일에 적극 헌신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이것은 "
달콤한 행복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와이너리는 역사 깊은 후미야의 중심에서 몇 길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
며, 전체 포도 재배 면적은 25헥타르 입니다. 주 재배 품종은 모나스트렐, 쉬라, 쁘띠
베르도, 까베르네 쇼비뇽 등 입니다.

₩

45,000

가격문의

각기 다른 빈야드에서 온 포도들은 5,000~20,000리터 탱크에서 따로 발효, 숙성되
며 이 모든 과정은 청결하고,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역사 깊은 후미야의 중심에서 몇 길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
며, 전체 포도 재배 면적은 25헥타르 입니다. 주 재배 품종은 모나스트렐, 쉬라, 쁘띠
베르도, 까베르네 쇼비뇽 등 입니다.
각기 다른 빈야드에서 온 포도들은 5,000~20,000리터 탱크에서 따로 발효, 숙성되
며 이 모든 과정은 청결하고,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스페인>후미야

에고 보데가스 푸에르자'13
Ego Bodegas Fuerza'13
GUIA PENIN 2015 - 90 pts
ROBERT PARKER 90 pts (2011)
GILBERT & GAILLARD 2015 - 88 pts and GOLD Medal

₩

90,000

가격문의

스페인>리오하

루이스 까나스 비앙코''14
Luis Canas Bianco'14

₩

50,000

가격문의

스페인>리오하

루이스 까냐스 크리안자'12
Luis Canas Crianza'12
RP 91(2010), 92(2009)

₩

60,000

가격문의

스페인>리오하

루이스 까냐스 레제르바'11
Luis Canas Reserva'09
RP 92(2008)

₩

70,000

가격문의

스페인>리오하

루이스 까냐스 그랑레제르바'08
Luis Canas Gran Reserva'08
RP 93(2005), 95(2004)

₩

90,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리저브 까베르네 쇼비뇽'11
Columbia crest, reserve C/S'11
Wine Spectator 93 Points
※ Wine Spectator Top 100중 1위 - 2009

₩

125,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리저브 까베르네 쇼비뇽'12
Columbia crest, reserve C/S'12
Wine Spectator 92 Points
※ Wine Spectator Top 100중 1위 - 2010

₩

125,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리저브 레드 월터 클로어'12
Columbia Crest, Reserve Red Walter Clore'12

₩

125,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H3 까베르네 쇼비뇽'15
Columbia Crest H3 C/S
Wine Spectator 89 Points

₩

44,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H3 메를로'14
Columbia Crest H3 Merlot
Wine Spectator 88 Points

₩

44,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H3 샤도네이'11
Columbia Crest, H3 Chardonnay

₩

44,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그랜드 에스테이트 까베르네 쇼비뇽 15
Columbia Crest Grand ESTATE C/S
Wine Spectator 89 Points

₩

35,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그랜드 에스테이트 메를로'13
Columbia Crest Grand ESTATE Merlot
Wine Spectator 89 Points

₩

35,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그랜드 에스테이트 시라'15
Columbia Crest Grand ESTATE Syrah
Wine Spectator 89 Points

₩

35,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그랜드 에스테이트 샤도네이'12,13
Columbia Crest Grand ESTATE Chardonnay

₩

35,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투 바인 까베르네 쇼비뇽 '13
Columbia Crest Two Vines Cabernet Sauvignon

₩

25,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투 바인 메를로 '13
Columbia Crest Two Vines Merlot

₩

25,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투 바인 쉬라'12
Columbia Crest Two Vines Syrah

₩

25,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투 바인 샤도네이 '11
Columbia Crest Two Vines Chardonnay

₩

25,000

가격문의

미국

콜롬비아 크레스트 투 바인 쇼비뇽 블랑'13
Columbia Crest Two Vines Sauvginon Blanc

₩

25,000

가격문의

미국

스털링 나파 밸리 까베르네 소비뇽'14
Sterling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

163,000

가격문의

스털링 나파 밸리 메를로'14
Sterling Napa Valley Merlot

₩

미국

2세기에 걸쳐 포도재배와 와인양조에 몸 담아온 보데가 루이스 까냐스는 리오하
Rioja에서도 손꼽히는 산지인 알라베사Alavesa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총 350헥
타의 포도밭은 비옥한 백악질의 점토를 바탕으로 경사진 비탈면에 테라스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상적인 미기후가 더해져 포도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후안 루이스 까냐스가 소유주이자 경영자이며 그는 스페인에서 가장 역동적이
고 완벽주의자인 양조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Good wine is obtained only from the best grapes. <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로부터
만들어진다.> 루이스 까냐스는 매일매일 이러한 신념과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수확량을 줄여 좋은 품질의 포도를 재배하며 수확된 포도는 와이너리로 옮겨지자마
자 선별되어 바로 중량에 따라 알알이 구분된다. 그리고 8일 동안 발효와 침용을 거
쳐 복잡미묘하고 탄닌이 풍부하며 긴 잠재력을 가진 와인으로 탄생된다. 그 결과 전
형적인 리오하 와인의 본질을 보여주는 리오하 와인의 자화상이라 불리고 있다

콜롬비아 크레스트는 워싱턴 주 전체 수출량의 85%, 전체 생산량의 75%를 점유하
고 있는 와인 생산자로, 콜럼비아 계곡을 낀 가장 좋은 포도재배구역 2천 5백 에이
커에서 포도를 재배해 와인을 만들고 있다. 30여 년간 단 세 명의 와인메이커가 와
인을 양조해 일관성 있는 스타일과 높은 품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콜럼비아 크레스트 브랜드의 와인들은 세계적인 와인전문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에서 무려 150번이나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진가를 인
정 받고 있다. 1983년 와이너리 설립 후 10년이 채 안 된 1990년에는 저명한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선정한 ‘가장 가치 있는 와인생산자’ 24개 중 하나로 꼽히기
도 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워싱턴 주는 태평양과 로키 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주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캐스케이드 산맥, 콜럼비아 강
을 따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태평양 쪽으로 미국 북서부 최대의 도시 시애틀
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 로키 산맥 기슭의 콜럼비아 분지에서는 와인을 만드는 포
도와 맥주양조에 쓰이는 홉, 사과, 아스파라거스 등의 재배지가 펼쳐진다.

콜럼비아 분지가 와인 산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포도재배에 최적화된 완벽
한 환경을 꼽는다.

163,000

가격문의

북으로 뻗어 있는 캐스케이드 산맥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막아주어 이곳에
는 일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는 양조용 포도를 재배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여건이다. 일조량이 좋고 낮이 길어 포도가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높은 일교차는 포도에 신선한 산미를 만들어줘 오랜
기간 숙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와인이 탄생한다. 산이 많고 토양이 척박해 포도나
무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찾아 땅속 깊이 파고들며 와인의 섬세한 맛과 향을 만들어
낸다.

스털링 빈야드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창조와 기업가 정신이 넘쳐났던 시기인
1960년대에 탄생했다. 1964년, 한때 영국에서 제지 중개인이기도 했던 피터 뉴튼
(Peter Newton)이 칼리스토가(Calistoga)에 있는 70에이커의 땅을 구입하면서 나파
밸리의 와인 양조가가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키우지 않는 포도를 키웠고, 다
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품종들을 병입했으며, 공중 선로를 도입한 근사한 와이너리
를 탄생시켰다. 그의 혁신들은 스털링 빈야드를 대중의 눈에 들게 했으며, 나파밸리
가 주요 관광 목적지로 자리잡게 되는 데에도 일조 하였다.

뉴턴이 그의 땅에서 재배를 시작했을 때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선호되는 품종이었
다. 그는 호평받는 까베르네를 심었지만 동시에 샤도네와 소비뇽 블랑, 머를로를 심
는 용기 있는 결정도 내렸다. 그의 머를로 포도나무들은 이 품종에 있어 나파밸리
최초의 중요한 재배를 이루어 내었다.

1960년대에 탄생했다. 1964년, 한때 영국에서 제지 중개인이기도 했던 피터 뉴튼
(Peter Newton)이 칼리스토가(Calistoga)에 있는 70에이커의 땅을 구입하면서 나파
밸리의 와인 양조가가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키우지 않는 포도를 키웠고, 다
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품종들을 병입했으며, 공중 선로를 도입한 근사한 와이너리
를 탄생시켰다. 그의 혁신들은 스털링 빈야드를 대중의 눈에 들게 했으며, 나파밸리
가 주요 관광 목적지로 자리잡게 되는 데에도 일조 하였다.

미국

스털링 나파 밸리 샤르도네'15
Sterling Napa Valley Chardonnay

미국

스털링 나파 밸리 소비뇽 블랑'15
Sterling Napa Valley Sauvignon Blanc

미국

스털링 빈트너스 콜렉션 까베르네 소비뇽'15
Sterling Vintner's Collection Cabernet Sauvignon

₩

71,000

가격문의

미국

스털링 빈트너스 콜렉션 메를로'14
Sterling Vintner's Collection Merlot

₩

71,000

가격문의

미국

스털링 빈트너스 콜렉션 샤르도네'15
Sterling Vintner's Collection Chardonnay

₩

71,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그레이라벨 쉬라즈
Wolf Blass Grey Label Shiraz

₩

130,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골드라벨 리슬링
Wolf Blass Gold Label Riesling

₩

88,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골드라벨 까버네쇼비뇽
Wolf Blass Gold Label Cabernet Sauvignon

₩

80,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골드라벨 쉬라즈
Wolf Blass Gold Label Shiraz

₩

80,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골드라벨 샤도네이
Wolf Blass Gold Label Chardonnay

₩

70,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프레지던트 셀렉션 까버네 쇼비뇽
Wolf Blass President Selection Cabernet

₩

80,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프레지던트 셀렉션 쉬라즈
Wolf Blass President Selection Shiraz

₩

80,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옐로우라벨 까버네쇼비뇽
Wolf Blass Yellow Label Cabernet Sauvign

₩

56,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옐로우라벨 쉬라즈
Wolf Blass Yellow Label Shiraz

₩

56,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옐로우라벨 멀롯
Wolf Blass Yellow Label Merlot

₩

56,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옐로우라벨 샤도네이
Wolf Blass Yellow Label Chardonnay

₩

50,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이글호크 까버네쇼비뇽
Wolf Blass Eaglehawk Cabernet Sauvignon

₩

25,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이글호크 샤도네이
Wolf Blass Eaglehawk Chardonnay

₩

25,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이글호크 스파클링 뀌베 브륏
Wolf Blass Eaglehawk Cuvee Brut NV

₩

25,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이글호크 멜롯
Wolf Blass Eaglehawk Merlot

₩

25,000

가격문의

호주

울프블라스 이글호크 쉬라즈
Wolf Blass Eaglehawk Shiraz

₩

25,000

가격문의

칠레

페레즈 크루즈 퀼렌'11
Perez Cruz Quelen
Robert Parker 92 Points

₩

150,000

가격문의

₩

₩

104,000

104,000

가격문의

가격문의

뉴턴이 그의 땅에서 재배를 시작했을 때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선호되는 품종이었
다. 그는 호평받는 까베르네를 심었지만 동시에 샤도네와 소비뇽 블랑, 머를로를 심
는 용기 있는 결정도 내렸다. 그의 머를로 포도나무들은 이 품종에 있어 나파밸리
최초의 중요한 재배를 이루어 내었다.

뉴턴은 밸벳처럼 부드러운 머를로 과일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보았고 1969년 그는
캘리포니아 최초의 빈티지 머를로를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결정은 머를로
는 단지 블랜딩 포도라고 여겼던 전통적인 기준에 맞서며 레드 와인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가 머를로 한잔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스털링 빈야드는 포도품종이 지니고 있는 순수한 특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와인양
조가 마이크 웨스트릭(Mike Westrick)과 그의 팀은 커다란 규모로 작은 와이너리 기
술들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였다. 그들은 싹의 발아에서부터 추수까지 포
도밭의 모든 양상들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쥬스를 섞었으며 가능한 모
든 미묘한 차이들을 병속에 담아내기 위해 이 쥬스를 미국산 오크통과 프랑스산 오
크통에 함께 숙성 시켰다.

스털링 빈야드 역사의 흐름과 함께 그들의 와인들도 지속적으로 사랑 받아오고 있
으며 이는 맛이 최고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
이 마시기 좋아하고 그들이 매년 기대할 수 있는 품질의 와인들을 만들어 냅니다."
라고 웨스트릭은 말한다. 이에 대한 결과물은 충실한 지지층과 뛰어난 평판으로 나
타난다. 사실상 스털링 빈야드는 지는 2년 동안 아카데미 시상식의 공식 와인으로
지정되는 뛰어난 영광을 누렸다.

울프 블라스 Wolf Blass

'블렌딩의 달인', 'Langhorne Creek의전설', 'Barossa의 남작'들은 Wolf Blass사가 받
아온 찬사들이다. Wolf Blass는 그들만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Wolf Blass의 블랜
딩 예술은 지역별로 다양한 향의 조화의 결과로 1976년 8월 Wolf Blass Black Label
은 출시 3년만에 로얄 멜버른 와인쇼의 최고 영예상인 지미 왓슨 트로피를 받았다.

다시는 경신되기 힘든 기록이다. Wolf Blass사의 와이너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
인 곳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South Australia에서 20,000톤이상의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1996년 이래 각종대회에서 3.000회 이상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1년 세계
와인쇼에서는 'Best Australia Producer'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이글호크는 1988년에 처음으로 시장에 선을 보였으며 Wolf Blass를 만든 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Wolf Blass의 전통의 맥을 이어 받아 다양한 성격과 대
중이 요구하는 품질로 와인시장에 자리잡고 있다.

20세기 중반 칠레의 유명한 사업가인 파블로 페레즈가 마이포 밸리에 위치한
Liguai의 농장부지를 매입했다. 1990년 초 후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와이너리 페
레즈 크루즈를 설립하여 고품격 레드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페레즈 크루즈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동쪽으로 45Km 떨어진 마이포 밸리
내 안데스 산맥과 가장 근접한 지역(마이포 알토)에 위치해 있다.

칠레

페레즈 크루즈 리구아이'12
Perez Cruz Liguai
Robert Parker 91 Points

₩

100,000

가격문의

20세기 중반 칠레의 유명한 사업가인 파블로 페레즈가 마이포 밸리에 위치한
Liguai의 농장부지를 매입했다. 1990년 초 후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와이너리 페
레즈 크루즈를 설립하여 고품격 레드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칠레

페레즈 크루즈 피르카스 까베르네 쇼비뇽'12
Perez Cruz Pircas Cabernet Sauvignon
Robert Parker 92 Points

₩

90,000

가격문의

페레즈 크루즈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동쪽으로 45Km 떨어진 마이포 밸리
내 안데스 산맥과 가장 근접한 지역(마이포 알토)에 위치해 있다.

칠레

페레즈 크루즈 쉬라 리미티드'13
Perez Cruz Syrah Limited Edition
Robert Parker 89 Points

₩

60,000

가격문의

칠레

페레즈 크루즈 꼬뜨 리미티드'13
Perez Cruz Cot Limited Edition
Robert Parker 91 Points

₩

60,000

가격문의

칠레

페레즈 크루즈 까르미네르 리미티드에디션'12
Perez Cruz Carmenere Limited Edition
Robert Parker 89 Points

₩

60,000

가격문의

칠레

페레즈 크루즈 리제르바 C/S'13
Perez Cruz Cabernet Sauvignon Reserva
Robert Parker 90 Points

₩

34,000

가격문의

칠레

페레즈 크루즈 까쇼 리제르바375ml'14
Perez Cruz Cabernet Sauvignon Reserva 375ml
Robert Parker 90 Points

₩

17,000

가격문의

칠레

페레즈 크루즈 와이키 까베르네 쇼비뇽'13
Perez Cruz Waiki Cabernet Sauvignon
Decanter South America's Top 50 선정 : 2011 Vin

₩

26,000

가격문의

칠레

오차가비아 에프푸엘라 레드
OCHAGAVIA Espuela Red

₩

16,000

가격문의

칠레

오차가비아 에스푸엘라 화이트
OCHAGAVIA Espuela White

₩

16,000

가격문의

칠레

오차가비아 메디아푸나 까베르네 멜롯
OCHAGAVIA Medialuna Cabernet/Merlot

₩

20,000

가격문의

칠레

오차가비아 메디아루나 쇼비뇽블랑 세미용
OCHAGAVIA Medialuna Sauvignon Blanc Semillon

₩

20,000

가격문의

칠레

오차가비아 1851 리제르바 까베르네 쇼비뇽
OCHAGAVIA 1851 Reserva Cabernet Sauvignon

₩

34,000

가격문의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이며 높은 고도로 인해 밤낮의 일교차가 크다.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강수량은 겨울에 집중되어 있어 포도재배에 이상적이다.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충적토와 자갈,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도재배는 마이포 알토의 떼루아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한다. 재배면적
총 41헥타르에서 까베르네 쇼비뇽 70%, 까르메네르10%, 메를로 5%, 시라 5%, 말벡
5%, 쁘띠 베르도 5%를 재배한다.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수확량을 제한한다

칠레산 소나무로 건축된 와이너리는 고품질 와인을 만들기 위한 현대적 설비를 갖
춘 와이너리로서의 디자인 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미적 아름다
움을 주고 있다. 와이너리의 실용성과 건축미를 인정 받아 건축부문에서 수상하였
다.

와인양조는 프랑스에서 와인메이커로서 경험이 풍부한 German Lyon과 칠레 최고
의 스타 와인메이커인 Alvaro Espinoza가 참여하고 있다.
2002년 첫 빈티지 출시 이후로 각종 세계 와인 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하며 칠레의
급부상하는 와이너리로 주목받고 있다.

1850년 돈 실베스트레 오차가비아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칠레에서의 와인 양조 가
능성을 보게 된다. 프랑스에서 포도 묘목을 가져와 와이너리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
했고 이듬해인 1851년 마이포 밸리에 오차가비아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와인은 포도의 풍부함이 가장 중요하며 항상 지속 가능한 맛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지키고자 최상의 떼루아와 최고 품질의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 꾸
준히 노력한 오차가비아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약 130여년 동안 좋은 와인 만들
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후 1982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와인을 공급하고
자 하는 오차가비아의 신념을 공유하기 위해 캐롤리아 와인 브랜드 그룹과 합병을
하게 되고 그 시너지 효과는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오차가비아는 세계 30개국 이상의 나라에 와인을 판매하며 많은 사람들과 기
쁨을 함께하고 있다.

칠레

오차가비아 1851 리제르바 멜롯
OCHAGAVIA 1851 Reserva Merlot

₩

34,000

가격문의

칠레

오차가비아 1851 리제르바 샤도네이
OCHAGAVIA 1851 Reserva Chardonnay

₩

34,000

가격문의

칠레

오차가비아 그랑 리제르바 까베르네 쇼비뇽
OCHAGAVIA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

₩

50,000

가격문의

칠레

오차가비아 레이시스 노블레스 까베르네 쇼비뇽
OCHAGAVIA Raices Nobles Icon Wine

₩

110,000

가격문의

칠레의 정치가이자 사업가였드며, 그 누구보다 칠레의 자연을 사랑했던 자유로운
영혼의 실베스트레 오차가비아 칠레에서부터 세계로 뻗어나가 모두에게 기쁨을 주
는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16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와인을 탄생시
킨 것은 아직까지도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더불어 오늘 날, 그들의
역사와 와인 양조 기법은 칠레 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와이너리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

PIONEERING SPIRIT - 최고의 테루아를 향한 개척 정신

보데가 콜로메 에스테이트 말벡'14
아르헨티나>살타 Bodega Colome, Malbec'14
Robert Parker 91 Points

₩

94,000

가격문의
헤스 컬렉션은 "땅은 보살핀 만큼 되돌려 준다(Nurthur the land, Return what you
take)”는 포도밭 중심의 양조 철학을 기반으로 테루아에 대핚 남다른 비전과 개척
정신을 이어가는 글로벌 명품 와인 그룹입니다.
스위스 태생의 설립자 도널드 헤스(Donald Hess)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파
밸리의 산악 구릉지대 마운트 비더(Mount Veeder)에서 위대핚 가능성을 발견하고
1978년 밭을 매입, 1986년 헤스 컬렉션을 설립하였습니다.
30년 후 현재, 마운튺 비더는 나파 밸리 최고의 카베르네 쇼비뇽 명산지가 되었고
헤스 와이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와이너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를 바탕
으로 남미 아르헨티나로 진출하여 아말라야, 콜로메와 같은 그 지역의 특징을 잘 반
영핚 와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전, 열정, 헌신은 가족 경영으로 계승되어 현재 그의 사위인 팀(Tim Persson)
과 딸 사브리나(Sabrina)가 함께 경영을 맡고 있으며, 특유의 개척 정신으로 남미 등
세계 각지의 고도 높은 산지에서 놀라운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헤스 컬렉션은 "땅은 보살핀 만큼 되돌려 준다(Nurthur the land, Return what you
take)”는 포도밭 중심의 양조 철학을 기반으로 테루아에 대핚 남다른 비전과 개척
정신을 이어가는 글로벌 명품 와인 그룹입니다.
스위스 태생의 설립자 도널드 헤스(Donald Hess)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파
밸리의 산악 구릉지대 마운트 비더(Mount Veeder)에서 위대핚 가능성을 발견하고
1978년 밭을 매입, 1986년 헤스 컬렉션을 설립하였습니다.
30년 후 현재, 마운튺 비더는 나파 밸리 최고의 카베르네 쇼비뇽 명산지가 되었고
헤스 와이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와이너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를 바탕
으로 남미 아르헨티나로 진출하여 아말라야, 콜로메와 같은 그 지역의 특징을 잘 반
영핚 와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데가 아말라야 말벡'15
Bodega Amalaya Melbec'15
Robert Parker 91 Points
Wine Spectator 90 Points

₩

50,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로스 아르볼레스 말벡'17
Navarro Correas Los Arboles Malbec

₩

26,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로스 아르볼레스 까베르네 소비뇽'17
Navarro Correas Los Arboles Cabernet Sauvignon

₩

26,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로스 아르볼레스 샤르도네'17
Navarro Correas Los Arboles Chardonnay

₩

26,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그란 로스 아르볼레스 말벡'17
Navarro Correas Los Arboles Chardonnay

₩

36,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그란 로스 아르볼레스 까베르네 소비뇽'16
Navarro Correas Gran Los Arboles Cabernet Sauvignon

₩

36,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그란 로스 아르볼레스 블랑코'16
Navarro Correas Gran Los Arboles Bianco

₩

36,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레세르바 말벡'15
Navarro Correas Reserva Malbec

₩

50,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레세르바 까베르네 소비뇽'15
Navarro Correas Reserva Cabernet Sauvignon

₩

50,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레세르바 샤르도네'16
Navarro Correas Reserva Chardonnay

₩

50,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알레고리아 말벡'12
Navarro Correas Alegoria Malbec

₩

115,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알레고리아 까베르네 소비뇽'10
Navarro Correas Alegoria Cabernet Sauvignon

₩

115,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알레고리아 샤르도네'15
Navarro Correas Alegoria Chardonnay

₩

115,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

나바로 꼬레아스 스트럭튜라 레어 배럴'12
Navarro Correas Structura Rare Barrels

₩

220,000

가격문의

뉴질랜드

델타 쇼비뇽 블랑'16
Delta Sauvginon Blanc'16

₩

50,000

가격문의

뉴질랜드

델타 해터스 힐 쇼비뇽 블랑'15
Delta Hatters Hill Sauvignon Blanc'15

₩

70,000

가격문의

프란첸 데어 좀머 바르 제어 그로쓰'12
Franzen Der Sommer War Sehr Gross'12
Robert Parker 87 Points (2015 Vintage)

₩

76,000

가격문의

아르헨티나>살타

독일>모젤

독일>모젤

프란첸 브레머 칼몬트 리슬링'14
Franzen Bremmer Calmont Riesling'14
Robert Parker 90 Points (2015 Vintage)

₩

90,000

가격문의

그의 비전, 열정, 헌신은 가족 경영으로 계승되어 현재 그의 사위인 팀(Tim Persson)
과 딸 사브리나(Sabrina)가 함께 경영을 맡고 있으며, 특유의 개척 정신으로 남미 등
세계 각지의 고도 높은 산지에서 놀라운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세기 넘게 운영되어 온 보데가 나바로 꼬레아스는 현재 아르헨티나 프리미엄 와인
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이다. 와이너리의 기원은 돈 쥬앙드 디오스 꼬레아스(Don
Juan de Dios Correas)가 안데스 산맥 기슭에 첫 씨앗을 심은 17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0년대 중반부터 거의 100년 동안 이들 가족은 포도와 와인을 다른 와인 생산자
들에게 판매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1974년, 돈 쥬앙 드 꼬레아스의 직계 자손인
동 에드문도 나바로 꼬레아스(Don Edmundo Navarro Correas)가 가족의 이름을 내
건 와인을 직접 만들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보데가 나바로 꼬레아스의 탄생이 이루
어졌다.

전통, 명성 그리고 기품은 나바로 꼬레아스(Navarro Correas) 와인이 담고 있는 영
혼을 정의하는 차별적인 가치들이다. 각 제품 라인은 그 자신만의 개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맛을 충족시키기 위한 각기 다른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와이너리의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울트라, 그랑 리제르바, 꼴레시옹 프리바다, 핀
카 돌로레스 꼬레아스, 로스 아보레스, 스파클링 와인(Ultra, Gran Reserva,
Coleccion Privada, Finca Dolores Correas, Los Arboies and Sparkling Wines) 등 여
섯 종류의 제품 라인들이 포함된다.

끌레시옹 프리바다(Thte Coleccion Privada) 프라이빗 컬렉션은 와이너리의 포트폴
이오 중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영역의 와인들이다. 레이블은 나바로 꼬레아스
의 창조적 정신을 표현해 낼 수 있도록 아르헤니나 유명 화가들의 뛰어난 작품들로
새롭게 제작되어 진다. 바로 예술과 와인의 만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라 하겠다. 최소한 12개월 동안의 오크통 숙성 과정을 거친 와인들은 과일과 오크의
완벽한 균형을 보인다. 예술과 와인의 완벽한 조화를 나타내는 독특한 레이블에는
가족의 정신이 투영되어 있다.

Delta wine company는 2000년에 고품질 피노누아와 쇼비뇽블랑을 생산하기위해
설립되었다. 델타와인 창립자들은 말보로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미세 기후 및 토양
유형이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기에 이상적이라 생각했으며 , 포도재배 및 포도주 양
조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노누아와 쇼비뇽 블랑을 생산하고
있다.
델타와인은 여러 가지 우수한 품질의 상을 수상하면서 뉴질랜드에서도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인정 받고 있다.

Franzen (프란쩬)
아버지인 울리히 프란첸씨는 브렘(Bremm)의 대표밭이자 유럽에서 가장 경사가 심
한 칼몬트(Calmont) 밭을 다시 살리고 지금의 규모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
으로 2010년에 포도밭에서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양조학을 공부하
던중인 아들 킬리안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명성을 잃
지 않고 지킬 수 있었으며, 사랑하는 부인인 안젤리나(Angelina)의 큰역할로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독일>모젤

쉴로스 리저 리슬링 트로켄'15
Schloss Lieser Riesling Trocken'15

₩

74,000

가격문의
Schloss Lieser (슐로스 리저)

독일>모젤

쉴로스 리저 리슬링 파인허브'15
Schloss Lieser Riesling Feinherb'15

₩

74,000

가격문의

Lieser Village 리저 마을은 독일의 유명한 지역인 Bernkastel-Kues 번카스텔 쿠스
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젤강 밸리옆에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은 1875년에 지어진
“Scholoss Lieser” 라는 성이 존재하는 유서가 깊은 곳으로 유명하다.

독일>모젤

쉴로스 리저 리슬링 까비넷'14
Schloss Lieser Riesling Kabinett'14
Robert Parker 92+ Points

₩

88,000

가격문의

1904년 Scholoss Lieser 슐러스 리저 와이너리가 설립되어졌고 현재까지 모젤 지방
의 최고의 와이너리로 손꼽히고 있다.

독일>모젤

쉴로스 리저 니더베르그 헬덴 리슬링 스페트레제, 그랑크루'14
Schloss Lieser Niederberg Helden Riesling Spatlese, 1th
Growth'14
Wine Spectator 90 Points

₩

118,000

가격문의

독일>모젤

슐로스 리저 니더베르그 헬덴 리슬링 아우스레제, 골드캡슐'14
Schloss Lieser Niederberg Helden Riesling Auslese, gold
capsule'14
Robert Parker 96 Points

₩

230,000

가격문의

헨켈 트로켄 NV
Henkell Trocken

₩

37,000

가격문의

스파클링>독일

스파클링>독일

헨켈 로제 NV
Henkell Rose

₩

39,000

가격문의

스파클링>독일

헨켈 할프트로켄(미디엄 드라이) NV
Henkell Halbtrocken

₩

37,000

가격문의

스파클링>독일

헨켈 빈티지 브뤼
Henkell Vintage Brut

₩

48,000

가격문의

앙드레끌루에 그랑 리져브 브륏 NV
Andre Clouet, Grande Reserve Brut
Wine Spectator 90 Points
Robert Parker 90 Points

₩

85,000

가격문의

스파클링>상파뉴

앙드레끌루에 실버 브뤼 네이쳐 NV
Andre Clouet, Silver Brut Nature NV
스파클링>상파뉴
Wine Spectator 89 Points
Robert Parker 91 Points

스파클링>상파뉴

앙드레 끌루에 브뤼 로제 NV
Andre Clouet, Brut Rose NV

₩

₩

85,000

95,000

가격문의

가격문의

1970년 이 와이너리의 소유권이 다른이에게 넘어갔으나 1997년 Fritz Haag 프릿츠
하그의 아들이자 와인메이커인 Thomas Haag 토마스 하그가 다시 이 와이너리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서 와이너리의 새로운 발전과 혁신을 가져다 준다. 그후로부
터 현재까지 2012 독일 와인 대회 WEIN DES JAHRES 에서 우승을 거머쥘만큼 독
일 최고의 와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헨켈의 설립자 아담 헨켈(Adam Henkell)의 조카인 오토 헨켈 1세(Otto Henkell)는
헨켈 가문의 사람들 중 처음으로 광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헨켈 트로켄을 위한 광
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헨켈은 언제나 경영과 브랜드 관리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헨켈은 1930년대 초
반 피콜로(Piccolo, 아주 작은 병의 젝트(스파클링와인)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하였고
이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헨켈 트로켄이 생산하는 0.2리터 병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독일에서는 피콜로가 어느덧 작은 병에 담긴 젝트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Andre Clouet (앙드레 끌루에)
앙드레 끌루에는 샴페인 지방에서도 피노누아 포도품종을 주로 생산하는 부지
(Bouzy) 마을에 위치한 유서 깊은 샴페인 하우스이다.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
으며 그랑 크뤼 부지(Grand Cru Bouzy) 및 앙보네(Ambonnay) 마을에 총 8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Wine Advocate>의 평론가 Antonio Galloni는 그의 칼럼에서 “앙드레 끌루에는 이
지역 피노누아 샴페인의 우수함을 잘 드러내는 증거”라고 평해, 샴페인 지방에서 자
타가 공인하는 ‘피노누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앙드레 끌루에 가문의 선조는 루이 15세때 베르사유 궁정에서 활동하던 화가였다고
한다. 앙드레 끌루에 샴페인의 모든 레이블 디자인 또한 화려한 궁정시절의 옛 스타
일을 본따 만들었다.

스파클링>상파뉴

앙드레 끌루에 그랑크뤼 밀레짐 2008
Andre Clouet, Grand Cru Millesime

₩

120,000

가격문의

스파클링>샴페인

마크에브라 스페셜 클럽 밀레짐 12
Marc Hebrart Special Club Millesime 12

₩

204,000

가격문의
- 샹파뉴 전문가 Peter Liem이 추천할만한 10가지 소규모 생산자에 꼽기도 하였던
Marc Hebrart
- Vallee de Marne의 Premier cru 밭인 Mareuil-sur-Aÿ에 위치

마크에브라 로제 브뤼
스파클링>샴페인 Marc Hebrart Rose Brut
Wine Spectator 92 Points

₩

154,000

가격문의

- Pinot를 메인(약 70%)으로 생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Cotes des Blanc의 Oiry, Chouilly 마을에 Chardonnay도 생산

마크에브라 셀렉션 브뤼
스파클링>샴페인 Marc Hebrart Selection Brut
Wine Spectator 92 Points

- 블랑 드 블랑의 경우 90%가량이 Chouilly와 Oiry에서 나온 샤르도네를 사용하고
있으며

₩

154,000

가격문의

나머지는 Mareuil-sur-Ay 마을의 Premier Cru 밭에서 나온 포도를 사용
- 보통 메인이 되는 빈티지를 70~80% 정도 사용하고

스파클링>샴페인

마크에브라 블랑 드 블랑
Marc Hebrart Blanc de Blanc
Wine Spectator 92 Points

나머지는 바로 이전 빈티지의 reserve wine을 사용

₩

144,000

가격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