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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ntroduction

한국 와인 시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와인 전문

The monthly <Wine Review>magazine serves

지 <Wine Review>가 제 18회 Korea Wine Challenge(이

the Korean public as the principal source of wine

하 KWC)를 개최합니다.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

information and has been become the driving

고 있는 KWC는 국내외 저명한 소믈리에들의 공정한

force of wine market development in Korea. It

테이스팅을 통해 우수한 와인을 선별하는 국내 유일의

hosts the Korea Wine Challenge(KWC) in order

와인 경쟁 대회로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선

to select the best wine for Korean palate and to

정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와인을 소개한다는

introduce great wines to the Korean public. We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 18회 대회를 맞이하는

invite all wine makers interested in Korean market

KWC 2022에 여러분의 와인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여

to participate in KWC 2022, the 18th annual event,

바랍니다.

and we look forward to your active participation.

1. 대회기간
- 2022년 6월 20일 ~ 6월 30일

1. Korea Wine Challenge 2022
- From 20th June to 30th June 2022

2. 신청서 및 와인 접수 기간
- 2022년 3월 1일 ~ 6월 10일

2. Date for Registration and Wine Delivery
- From 1st March to 10th June 2022

참가규정
참가 신청 시 주의사항

Korea wine Challenge 2022 Guidelines

Korea wine Challenge 2022 Guidelines

Korean

English

* 신청자명과 송금자가 다를 경우, 송금시 신청자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모든 은행 수수료 등은 참가신청인이 지불해야 한다.

Guidelines for Participation

* 접수기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다.

Criteria for entry

1. 출품와인은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2. 각 와이너리는 원하는 수의 와인을 출품할 수 있으며 한 종당 4병씩 보낸다.
3. 와인배송 관련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샘플은 KWC 심사에 참가되지 않는다.

와인 출품
와인은 2022년 6월 10일까지 KWC 사무국에 도착되어야 한다.

● 

● 

4. 출품와인은 레이블에 원산지, 지역명, 빈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서
의 정보와 레이블의 정보가 동일해야 한다

연구원 내 Korea Wine Challenge 사무국
● 

5. 임시 레이블은 허용되지만, 최종 레이블과 와인 정보가 동일해야한다. 만약, 임시 레이

주소: (03009)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75 글로리아타운빌딩 A동 410 호 자원평가

출품 와인은 한 종당 4병씩 보낸다. 이는 예선 심사와 결선 심사 그리고 촬영을 위한

것이다.

블일 경우 사진촬영 진행을 위해 KWC 사무국에 미리 알려줘야 하며, 임시 레이블 사

Important

용은 최대한 자제 바란다.
6. 참가 신청서의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기입하며 주소는 우편배송이 가능한 정확한 주

국내 수입 업체

● 

소로 기재한다.

국내 수입업체는 KWC 사무국으로 직접 와인을 발송해 출품한다.

7. 가격은 수출가인 병당 FOB가격을 기입해야 하며, 이는 KWC 사무국 외에 절대 공개

해외 와이너리

● 

되지 않는다.

해외 와이너리는 본 대회를 위해 DHL, TNT, Fedex 등의 해외 배송 업체를 통해 와인
을 출품한다. (아래의 명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세관 통관상의 문제에 대

참가 신청 방법

해서 KWC 사무국은 책임지지 않는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과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다. 신청서는 2019년 6월 7일까지

해외에서 배송 시, 가격 조건은 DDP(Delivered Duty Paid)로 해야 한다.

● 

KWC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운송료, 상품도착허가증, 창고 임대료, 관세 등은 모두 참가자가 선불한다. 완불하지 않

- E-mail: info@koreawinechallenge.com

을 시 와인의 반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항공 운송 서류는 유의해서 모두 기입하

- Fax: +82 (0)2 396 0588

도록 하는데 부가세는 대부로, 항공 운임은 선불에 체크한다.)

- Website: www.koreawinechallenge.com

● 

행사 시간까지 와인이 도착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있으며 주최측

※ 주의사항

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와인, 참가 신청서와 참가비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경

① 신청서 항목에 빠짐없이 기입한다.(특히 주소는 정확히 기재 요망)

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불한 참가비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② 가격은 수출가인 FOB 가격을 기입하되 병당 FOB 가격을 기입해야 한다. FOB 가격은
Korea Wine Challenge 사무국 외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③ 와인명, 빈티지 등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참가 신청서에 있
는 카테고리별 분류표에 출품하는 와인의 카테고리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KWC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심사위원: 국내 최고 소믈리에 및 와인 전문가

● 

심사방법
- 심사표: 이탈리아 소믈리에 협회에서 사용중인 공식 심사표를 기준으로 국내에 반영

발송 해야한다.

- 항목 및 배점
: <기본점수> 50점, <색깔과 외양> 8점, <향과 부케> 12점, <맛과 여운> 18점,

참가비(1종당)

<조화와 균형> 12점 → 총점 100점
  해외(USD)

국내(VAT별도)

220US$

22만원

    와인 4~8종          190US$

19만원

   와인 1~3종

- 모든 심사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진행

KWC 수상 기준 및 메달
출품된 모든 와인들은 정해진 카테고리별로 예선 심사와 결선 심사를 거친다.

● 

선정기준

● 

  와인 9~15종

170US$

17만원

와인 16종 이상

150US$

15만원

- 트로피: 부문별 최고 점수 획득 와인(ex. 트로피 레드, 트로피 화이트 등)
- 베스트 컨트리: 트로피급의 점수를 받은 국가의 와인(ex. 베스트 칠레 레드)

1. Wines must be commercially available.
2. The exhibitor is advised to decide on the total number of wines it wishes
to enter into the contest and provide 4 bottles of each wine for the judging
process.
3. The organizer holds no liability for shipping and delivery of wines, which is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entrants. Samples not submitted by the delivery
deadline will be excluded from KWC judging.
4. The label of each wine should display the winery name, location and vintage
and other appropriate data such as the grape variety. And Applicants
are asked to fill in the competition category for which the wine should be
evaluated in the application form.
5. Temporary labels are permitted, but should match the wine information
on the final label. If a temporary label is used, please give notice prior to
photographing of the bottle. (Please note all bottles are photographed for the
KWC therefore avoid using temporary labels.).
6. Be sure to complete all items on the entry form and include a correct mailing
address to which mail can be delivered.
7. The unit price per bottle should be indicated in USD FOB terms (This
information will be kept confidential and will not be divulged outside of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Korea Wine Challenge).

Method of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Korean wine importers and overseas wineries: The application can be submitted
through e-mail, fax and website until 10th June in 2022.
※ KWC Office
- E-mail: info@koreawinechallenge.com
- Fax : 82-2-396-0588
- Website: www.koreawinechallenge.com
※ Reminders when sending the application
① All application items must be filled in.(Especially exact address)
② T he unit price per bottle should be indicated in USD FOB terms (This
information will be kept confidential and will not be divulged outside of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Korea Wine Challenge).
③ Accurate basic information such as winery name, wine style (type), grape
variety, and vintage should also be provided.
 Applicants are asked to fill in the competition category for which the wine
should be evaluated in the application form.
④A
 wine tasting note and the winery introduction must be included
●

Participation Fee (per bottle)

- 골드, 실버, 브론즈: 점수 커트라인에 맞춰 수여
참가비는 참가 신청서와 함께 완불해야 하며 입금이 확인될 경우 입금 확인 이메일이 참
가자에게 보내진다. 참가비는 무통장 입금 및 카드로 지불이 가능하다. 단, 카드 결제는
Paypal을 통해 청구서가 발행되며 결제 수수료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ex. 2종일 경우 → 2X22만원 = 44만원 / 10종일 경우 → 10X17만원 = 170만원)

참가비 송금 시 주의사항
참가비 송금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한국에서 참가비를 납부할
시에는 참가비의 10%에 해당하는 VAT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KWC 수상특전
대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상 와인들을 확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1) 수상 메달별 와인리뷰 무료광고 1회제공(2022년 8월호 ~ 2023월 5월호)
- 트로피 / 베스트 컨트리: 1페이지
- 골드: 1/2 페이지
- 실버 / 브론즈: 1/4 페이지
2) 매월 KWC 기획기사를 와인리뷰에 게재

예금주 ㈜ 자원평가연구원
우리은행 1005-801-312263
2) 해외에서 송금시
예금주 IRE(Institute for Resources Evaluation)
신한은행 SHINHAN BANK, 180-008-661039
Swift Code: SHBKKRSE

4) 수상메달 스티커 및 이미지 활용을 통한 홍보
5) 미수입와인 소개 페이지 제공
6) 매월 KWC 수상와인 테마시음회 개최
- 기간: 2022년 9월 ~ 2023년 2월 중
- 수상와인 시음회 중 한번은 미수입와인을 소개하는 트레이드 대상 시음회 진행

Korea Wine Challenge 로고 사용에 대한 지침

주소: 20, Sejong-daero 9-gil, Jung-gu, Seoul, South Korea(Zip code: 04513)

Korea Wine Challenge 로고와 메달이 들어간 스티커, 브로마이드 등은 수상자들에게만 유

우리은행 WOORIBANK, JAHAMOON branch 1081-200-425893

효하다. Korea Wine Challenge의 로고는 Korea Wine Challenge의 소유물이며 허가 없이는

Swift Code: HVBKKRSE

사용, 재생, 수정 등은 엄금한다. 이미지 판매 비용은 USD 50이다.

주소: 1F, Hanguk Geumbak Building, 280, Jahamun-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 code: 30317)

Number of Wines

Participation Fee

1~3 wines

USD 220 per wine

4~8 wines

USD 190 per wine

9~15 wines

USD 170 per wine

More than 16 wines

USD 150 per wine

●

※ Bank information


Registration
must be paid by bank transfer.


For
payment by bank transfer, all bank costs are to be borne by the registrant.


Payment
Beneficiary : IRE(Institute for Resources Evaluation)


Bank:
SHINHAN BANK


Account
Number : 180-008-661039


Swift
Code: SHBKKRSE


Address:
20, Sejong-daero 9-gil, Jung-gu, Seoul, South Korea
(Zip code: 04513)


Bank:
WOORIBANK, JAHAMOON branch


Account
Number : 1081-200-425893


Swift
Code: HVBKKRSE


Address:
1F, Hanguk Geumbak Building, 280, Jahamun-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 code: 30317)
Please mark the company name on the registration form for the bank
remittance.
* Cancellations after the date for registration will not be refunded.
●

●

●

●

●

●

●

●

●

●

●

Delivery of wine
The wine to be entered into this contest must be delivered to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Korea Wine Challenge by 10th June 2022 at the latest.

Address : (03009) 410 A, Gloria Town, 75, Pyeongchangmunhwa-ro, Jongnogu, Seoul, Korea,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Korea Wine Challenge
 The exhibitor provide 4 bottles of each wine for the judging process, which
will be used for the primary tasting, the final tasting and for display and
photography requirements during and after the Challenge

● 

●

●

Important
Korean Importers
Korean importers must deliver wines for competition directly to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Korea Wine Challenge.
Overseas Wineries
For your convenience, Korea Wine Challenge has not appointed any specific
logistics company as its official carrier for the competition. You can use the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y like DHL, TNT, Fedex as you prefer. (KWC will
not be responsible for your shipping and customs clearance problem.)

● 

●

※ Consignment terms:


BOX
REMARKS: Each wine box must be clearly marked, ‘Korea Wine Challenge
2022 Sample - Not for Sale’ and a copy of the registration form should be
included in the box.


BOTTLE
REMARKS: Each wine bottle must clearly display the label, ‘Korea Wine
Challenge 2022 Sample - Not for Sale’ on the back side of the bottle opposite
from the front wine label.


When
the wine is sent from overseas, it should be consigned on a DDP (Delivered
Duty Paid) basis: All costs to deliver the samples to Korea Wine Challenge
must be covered by participants - including all costs and fees associated
with transportation, customs clearance, license for the delivery of the
goods, warehouse fees, etc. If these expenses are not paid in full, the wine
sample may not be received by Korea Wine Challenge. All documents for air
transportation must be filled in and declared properly (any value-added tax
should be checked in the box marked ‘paid by loan’ and the air freight cost
should be checked in the box marked ‘paid in advance or prepayment’).

I t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participants to ensure that all wine samples
are delivered to the Administration Office on time. The host of this wine
competition is not liable for any problems that might arise in this regard.
Should the wine sample or the entry application not reach the Administration
Office on time, its entry to the wine competition will be forfeited and no refund
will be made.
●

●

●

* The participation fee included the legal VAT(10%)
 The participation fee must be submitted along with the application to
guarantee participation.

It must be paid to the electronic account of Korea Wine Challenge, the full
details of which are provided in the application form. An e-mail will be sent to
the participants to confirm the receipt of payment.
 Entry fees may be paid by bank transfer or payment card. Note that, when
payment is made by payment card, participants will be responsible for
payment fees associated with an invoice issued through PayPal.
(ex., 2 wines → 2 X USD 220 = USD 440 / 10 wines → 10 X USD 170 = USD
1,700)
●

* 참가비 결제 계좌 정보
1) 국내에서 송금 시

3) 온라인을 통한 수상와인 홍보(KWC 블로그, KWC 페이스북 등 SNS 및 KWC 홈페이지)

The participants will pay all banking charges incurred when sending the
participation fee.
If
 the participation fee is paid in Korea, value-added tax equivalent to 10% of
the participation fee must be paid additionally.

● 

● 

④ 참가 신청시 와인 테이스팅 노트 및 와이너리 소개는 와인상자에 동봉 또는 이메일로

      와인 수

Reminders for sending the participation fee

●

●

●

Korea wine Challenge 2022 Guidelines

Registration Form for KWC 2022

English

신청서 수령 및 대금지불은 2022년 6월 10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Registration form and payment must be received by 10th June 2022

KWC judges and judging method
Judges: Korea's top sommeliers and wine experts

Judging
method

● 
● 

- Scorecard: Korean scorecard based on official scorecard of the Italian Sommelier Association
- All judging is done blind
- Evaluation Method
: <Basic Point> 50 points, <Color and Appearance> 8 points, <Aroma and Bouquet> 12 points, <Flavor and Finish> 18 points, <Harmony and Balance> 12 points → Total
100 Points
- All the wines entering the competition are rated under BLIND TASTING setting.

회사정보(Company Identity)

Awarding guidelines
All wines entering the competition will first undergo a primary evaluation with the other wines entered in the same category. Those wines that pass this stage will enter the
final judging process for awards.
Classes of KWC awards
- TROPHY: Highest-scoring wine in each category (ex., Trophy Red, Trophy White, Trophy Sparkling etc)
- BEST OF COUNTRY: A trophy-level scoring win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 GOLD, SILVER, BRONZE medal: Awarded according to the scoring cut lines

● 

●

Support for the participating and awarded wines
- The award winners will be determined within one month after the closing of the contest and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1) Free advertising in <Wine Review>magazine for each specific medal awarded
(August 2022 through May 2023 issues)
- Trophy / Best of Country: 1 time, one page
- Gold medal : 1 time, a half page
- Silver / Bronze medal: 1 time, a quarter page
2) Monthly KWC feature articles in <Wine Review>magazine
3) Online promotion of award-winning wines
(KWC Website, SNS- KWC instagram, KWC facebook, KWC blog etc.)
4) The Promotion for using the KWC Medal Stickers and Medal Image
5) Pages available to introduce not-yet-imported wines
6) Monthly tasting events centered on KWC award-winning wines
- Period: From September in 2022 to Febuary in 2023
- One of these tastings features a Experts’Tasting event for introducing as yet un-imported wines

Guidelines for using the Korea Wine Challenge logo and Medal Image
The stickers and bromide photograph with the logo of Korea Wine Challenge and medallion inscribed on it can be used only by the award recipients. The logo of Korea Wine
Challenge is the property of Korea Wine Challenge, and any unauthorized use, replication, or modification of it is strictly prohibited. Each medal image is sold for USD 50.

회사명 (Company Name) :                                       ㅁ에이전트(Agent) ㅁ수입사(Importer)
담당자(Contact Person) :

(Mr/Mrs/Ms/Miss/Dr/Prof )

주 소 (Address) :
도 시 (City) :                                  
국 가 (Country) :                             우편번호(Postcode) :
전 화 (Telephone) :                         팩 스 (Fax) :
이메일 (E-mail) :
웹사이트 (Website) :
국내 수입사 (Importing Company in Korea) :
코리아와인챌린지 2022의 참가를 원하오며, 행사 규칙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 certify that I am aware of the rules and conditions of the Korea Wine Challenge 2022, accept to observe them.

                                     날짜 (Date) :                      이름 (Name) :                   

Korea Wine Challenge 사무국
(03009)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75 글로리아타운빌딩A동 410호
Tel: +82 (0)2 394 7284 Fax: +82 (0)2 396 0588 Email: info@koreawinechallenge.com
Website: www.koreawinechallenge.com | facebook: www.fb.com/koreawinechallenge.winereview

Product Identity

Product Identity

Korean

English

Important

주의사항

1. Complete the entry form with ACCENTS.
2. Please use 1 Entry form for each wine you enter.

1. 참가신청서에 악센트(ACCENTS) 표시를 해주세요.
2. 참가신청서는 각 출품와인당 1장씩 제출해주세요.

* Entry Number:──of──wines entered.

* 와인번호: 전체──종 중──번 와인

1. 와인 세부정보

1. Wine Details

와이너리

카테고리

Winery

와인명

Wine Name

빈티지
와인용량
(병 사이즈)

알코올 도수
375ml (
Other (

) 500ml (
)

국가

) 720ml (

) 750ml (

Vintage
) 1000ml (

지역

와인등급

AOC (
PGI (

와인색상

레드 (

) 화이트 (

와인타입

스틸 (

) 스파클링 (

와인스타일

드라이 (

오크숙성정도

오크숙성 (

) AOP (
) PBA (

)

Bottle Size

) DOC (
) DOCG (
) DOP (
) Quality Wine (
) VDP (

) 로제 (

) IGP (
) VQA (

) IGT (
) PDO (
) Wines of Origin (

)
)

)

) 포티파이드 (

) 보트리티스 (

)

)

) 가벼운 오크숙성 (

) 오크숙성안함 (

) 기타 (

Alcohol Level
375ml (
Other (

) 500ml (
)

) 720ml (

Country

세부지역

) DO (
) AMP (

) 스위트 (

) 1500ml (

)

) 750ml (

) 1000ml (

) 1500ml (

Region

Official Quality Status

AOC (
PGI (

) AOP (
) PBA (

Wine Color

Red (

) White (

Wine Type

Still (

) Sparkling (

Wine Style

Dry (

) Sweet (

Oaked

Oaked (

Sub Region

) DO (
) AMP (
) Rosé (

)

) DOCG (
) DOC (
) DOP (
) IGP (
) IGT (
) PDO (
) Quality Wine (
) VDP (
) VQA (
) Wines of Origin (

)
)

)

) Fortified (

) Botrytis (

)

)

) Lightly Oaked (

) Un-Oaked (

) Other (

)

2. Grapes

2. 품종
타입

Category

단일품종 (

) 블렌딩 와인 (

Type

)

Mono (

) Blending (

)

주품종

비율

%

Principle Grape

Percentage

%

두 번째 품종

비율

%

Second Grape

Percentage

%

세 번째 품종

비율

%

Third Grape

Percentage

%

Others

기타

3. Other information

3. 기타 정보
한국 수입사

Korean Importer

병당 FOB 가격(USD)

FOB Price per Bottle(USD)

와인 생산량(병)

Number of bottles produced

이 와인 또는 포도밭은 이번 와인을 처음 생산했나요: Yes (

) / No (

Is this the first year of production for this wine, cuvée or vineyard: Yes (

)

) / No (

)

Korea Wine Challenge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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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계 와인

Korea wine Challenge 2022 Guidelines

Korea wine Challenge 2022 Guidelines

Korean

English

신세계 와인

Old World Wine

기타

New World Wine

Others

1

프랑스 보르도 레드 와인

BOR

1    아르헨티나 까베르네 소비뇽 베이스        AGCS

1

드라이 로제와인

ROSED

1

Bordeaux Red Wine

BOR

1    Argentina Cabernet Sauvignon     AGCS

1

Dry Rose Wine

ROSED

2

프랑스 피노누아

FPN

2

아르헨티나 말벡

AGMB

2

스위트 로제와인

ROSES

2

France Pinot Noir

FPN

2

Argentina Malbec

AGMB

2

Sweet Rose Wine

ROSES

3

프랑스 론 스타일 레드와인

FRH

3

아르헨티나 블렌딩 레드와인

AGMVR

3

포티파이드 와인

FORT

3

France Rhone Style Wine

FRH

3

Argentina Blended Red Wine

AGMVR

3

Fortified Wine

FORT

4

프랑스 블렌딩 레드와인

FMVR

4

호주 까베르네 소비뇽 베이스

ACS

4

France Blended Red Wine

FMVR

4

Australia Cabernet Sauvignon

ACS

5

프랑스 샴페인

FCHAM

5

호주 까베르네 쉬라즈

AUCSH

5

France Champagne

FCHAM

5

Australia Cabernet Shiraz

AUCSH

6

프랑스 샤르도네

FCH

6

호주 쉬라즈

ASH

NATR

6

France Chardonnay

FCH

6

Australia Shiraz

ASH

1

Natural Red Wine

NATR

7

프랑스 화이트 와인

FWH

7   호주 피노누아

APN

NATW

7

France White Wine

FWH

7   Australia Pinot Noir

APN

2

Natural White Wine

NATW

8   이탈리아 산지오베제 베이스                  ITSVB

8

호주 샤르도네

ACH

8   Italy Sangiovese Based Wine         ITSVB

8

ACH

9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 베이스

신설
1
2

내추럴 레드와인
내추럴 화이트와인

Australia Chardonnay

ITCVR

9

CCS

9

ITCVR

9   Chile Cabernet Sauvignon

CCS

10 이탈리아 바르베라 베이스

ITBB

10 칠레 까르메네르

CCM

10 Italy Barbera Based Wine

ITBB

10 Chile Carmenere  

CCM

11 이탈리아 네비올로

ITNV

11 칠레 피노누아

CPN

11 Italy Nebbiolo

ITNV

11 Chile Pinot Noir

CPN

12 이탈리아 네로 다볼라 베이스                ITNDV

12 칠레 시라

CSH

12 Italy Nero d'Avola Based Wine       ITNDV

12 Chile Syrah

CSH

13 이탈리아 프리미티보 베이스

ITPRM

13 칠레 블렌딩 레드와인

CMVR

13 Italy Primitivo Based Wine

ITPRM

13 Chile Blended Red

CMVR

ITETCR

14 칠레 샤르도네

CCH

ITETCR

14 Chile Chardonnay

CCH

15 이탈리아 블렌딩 레드

ITMVR

15 칠레 화이트와인

CWH

15 Italy Blended Red Wine

ITMVR

15 Chile White Wine

CWH

16 이탈리아 모스카토 다스티

ITMDA

16 미국 까르베네 소비뇽 베이스

USCS

16 Italy Moscato d'Asti

ITMDA

16 USA Cabernet Sauvignon

USCS

17 이탈리아 프로쎄코

ITSPRP

17 미국 피노누아

USPN

17 Italy Prosecco

ITSPRP

17 USA Pinot Noir

USPN

18 이탈리아 화이트와인

IWH

18 미국 블렌딩 레드와인

USMV

18 Italy White Wine

IWH

18 USA Blended Red Wine

USMV

19 스페인 템프라닐요 베이스

STEMP

19 미국 샤르도네

USCH

19 Spain Tempranillo Based Wine

STEMP

19 USA Chardonnay

USCH

20 스페인 블렌딩 레드와인

SMVR

20 미국 화이트와인

USWH

20 Spain Blended Red Wine

SMVR

20 USA White Wine

USWH

21 스페인 까바

SCV

21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NZSB

21 Spain Cava

SCV

21 New Zealand Sauvignon Blanc

NZSB

22 스페인 화이트 와인

SWH

22 뉴질랜드 피노누아

NZPN

22 Spain White Wine

SWH

22 New Zealand Pinot Noir

NZPN

23 포르투갈 레드와인

PTR

23 캐나다 아이스와인

CICE

23 Portugal Red Wine

PTR

23 Canada Icewine

CICE

24 포르투갈 화이트와인

PTWH

24 신세계 샤르도네

NCH

24 Portugal White Wine

PTWH

24 New World Chardonnay

NCH

25 독일 리슬링

GERIS

25 신세계 화이트와인(샤르도네 제외)

NWH

25 Germany Riesling

GERIS

25 NW White(except Chardonnay)

NWH

26 이스라엘 레드와인

ISR

26 신세계 단일품종 레드와인

NWMG

26 Israel Red Wine

ISR

26 New World Mono Grape Red

NWMG

27 이스라엘 화이트와인

ISWH

27 신세계 블렌딩 레드와인

NWMVR

27 Israel White Wine                          ISWH

27 New World Blended Red

NWMVR

28 구세계 화이트와인

OWH

28 신세계 스파클링와인

NWSPK

28 Old World White Wine

OWH

28 New World Sparkling Wine

NWSPK

29 구세계 단일품종 레드와인

OWMG

29 신세계 스위트 레드와인

NWSWTR

29 Old World Mono Grape Red

OWMG

29 New World Sweet Red Wine

NWSWTR

30 구세계 블렌딩 레드와인

OWMVR

30 신세계 스위트 화이트와인

NWSWTW

30 Old World Blended Red

OWMVR

30 New World Sweet White Wine

NWSWTW

31 구세계 스파클링와인

OWSPK

31 Old World Sparkling Wine

OWSPK

32 구세계 스위트 레드와인

OWSWTR

32 Old World Sweet Red Wine

OWSWTR

33 구세계 스위드 화이트와인

OWSWTW

33 Old World Sweet White Wine

OWSWTW

이탈리아 꼬르비나 베이스

14 이탈리아 단일품종 레드와인

Italy Corvina Based Wine

14 Italy Other Local Variety Red

New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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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INE CHALLENGE 2022 SCHEDULE
코리아와인챌린지 2022 일정

Korea Wine Challenge 2022 Schedule

1. 대회기간
2022년 6월 10일 ~ 6월 30일

1. Korea Wine Challenge 2022
From 10th June to 30th June 2022

2. 신청서 및 와인 접수 기간

2. Date for Registration and Wine Delivery
From 1st March to 10th June 2022

2022년 3월 1일 ~ 6월 10일

참가비 결제하실 계좌 정보
우리은행 1005-801-312263
예금주: ㈜자원평가연구원
✽모든 은행 수수료 등은 참가 신청인이 지불합니다.
✽신청자명과 송금자명을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Registration must be paid by bank transfer
● For payment by bank transfer,
all bank costs are to be borne by the registrant.
● Payment Beneficiary:
IRE(Institute for Resources Evaluation)
● Bank 1: SHINHAN BANK
● Account Number : 180-008-661039
● Swift Code: SHBKKRSE
● Address: 20, Sejong-daero 9-gil, Jung-gu, Seoul,
South Korea (Zip code: 04513)
● Bank : WOORIBANK, JAHAMOON branch
● Account Number: 1081-200-425893
● Swift Code : HVBKKRSE
● Address: 1F, Hanguk Geumbak Building, 280, Jahamun-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 code: 30317)
● Please mark the company name on the registration

The criteria for the awards are price,
grape quality and style. Winners of
Trophy, Best of Country, Gold, Silver and
Bronze will be determined by score.
The award winners will be determined
within one month after the closing of the
contest and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The result of the contest will be widely
publicized through <Wine Review> and
Korea Wine Challenge web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