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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INE CHALLENGE

두 개의 와인 산국
이 지구상 모든 나라가 와인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나라에 한

정되어 있다. 이 한정된 나라들을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통

례이다. 하나는 구세계(Old World), 다른 하나는 신세계(New World). 

가장 특징적인 것은 2개의 세계가 주로 북반부(Northern Hemisphere)

와 남반부(Southern Hemisphere)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구세계와 신세계를 간결하게 표현할 때 구세계는 유럽 안에 와인을 내

는 모든 나라, 그리고 신세계는 남북 미대륙을 비롯해 아프리카, 안티

포데스(Antipodes, 호주 및 뉴질랜드)에 속한 와인 산국 등을 가리킨

다. 이러한 분류는 비교적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아시아 

지역에서도 여러 와인 산지가 출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또한 신

세계에 포함해야 마땅하다. 오늘날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이스

라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등이 이미 오래전에 와인을 생산했거나 

새로이 부상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구세계 와인 산국을 

아틀라스 세계 지도의 지역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알프스 국가군(Alpine States) 스위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 서유럽(West Europe)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이베리아반도(Iberian Peninsula) 스페인, 포르투갈

•  중앙 유럽(Central Europe)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

케도니아

•  발칸 및 동유럽(Balkan East Europe) 그리스, 터키, 조지아, 아제르

바이젠,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러시아

• 발트삼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신세계의 나라들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알제리 등

• 남·북미 대륙 미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르과이 등

• 호주대륙 호주, 뉴질랜드 등

두 세계의 비교
• 구세계는 와인 양조의 역사가 길다. 대체로 BC 6~7세기경부터 포

도 경작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에 비해 신세계는 15세기 이후부터이다.

• 와인 발전의 자취가 완연 다르다. 구세계의 와인은 그리스, 로마, 유

럽의 해양국들에 의해 정복의 역사와 연계되어 진행 왔고 이 과정에서 

오늘의 와인 인프라가 구축되기도 했다. 신세계의 와인은 종교적 선교

와 이민의 역사가 한데 얽혀 발전해 왔다.

• 와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상이하다. 구세계에서는 포도 경

작, 그리고 와인의 질적 보호를 위해 성문법에 의한 규제가 시작되어 

온 데 비해 신세계는 애초부터 정부의 보호 정책 없이 비규제적 차원

에서 매우 자유로운 산업의 틀을 마련해 왔다.

세계의 와인 산국과
KWC 수상 와인

세상은 넓고 마실 와인은 많다. 크게 구세계와 신세계로 나뉘는 와인 생산국은 저마다 고유의 와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개성 있는 와인을 나라별로 취향에 맞게 골라 마신다면, 여행하는 기분은 덤이다. 올해 개최된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에서도

이십여 개국이 참여해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와인 스타일와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세계의 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KWC 수상 와인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진다.

글·정리 <Wine Review> 편집팀 사진 Unsplash, Freepik, 장영수 참고자료 본지 발행인 최훈 저서 <와인과 우아한 식탁>

• 구세계는 규제적 시스템의 산물로서 와인의 등급제도, 계층제도, 원

산지 통제 제도 등이 오늘날까지 유지 지속되어 온 데 비해 신세계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다만 수출 경쟁력과 와인의 질적 보장을 위해 

지리적 표지 제도(G.I, Geographic Indications)가 도입되어 있다.

• 구세계에서는 그들의 와인 양조 노하우를 전통과 떼루아를 축으로 

연계해 발전해 온 데 비해 신세계에서는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창의

력을 바탕으로 새로이 와인 유통시장을 열고 있다.

• 구세계는 규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한 데 비

해 신세계에서는 오픈 시스템을 통해 생산자의 시장 지향적 경쟁력을 

뒷받침해 준다.

구세계 와인 산국, 조지아

신세계 와인 산국, 미국



보르도(Bordeaux)
•앙트르 뒤메르(Entre–Deux–Mers)

•오메독(Haut–Médoc)

•생떼밀리옹(Saint–Émilion), 뽐므롤(Pomerol), 프롱삭(Fronsac)

•그라브(Graves), 뻬싹 레오냥(Pessac–Léognan)

•소떼른(Sauternes), 바르삭(Barsac), 세롱(Cérons)

부르고뉴(Bourgogne) 
•꼬뜨 도르(Côte d’Or): 꼬뜨 드 뉘(Côte de Nuits), 꼬뜨 드 본(Côte de Beaune)

•샤블리(Chablis) 

•마꼬네(Mâconnais) 

•꼬뜨 샬로네즈(Côte Chalonnaise)

보졸레(Beaujolais) 
•부루이(Brouilly) 

•쉬루불(Chiroubles) 

•생따무르(St. Amour)

•모르공(Morgon) 

•레니에(Régnié) 

•물랭아방(Moulin-à -Vent)

•플뢰리(Fleurie) 

•쥘리에나(Juliénas) 

•꼬뜨 드 부루이(Côte de Brouilly) 

•쉐나(Chénas)

라 리오하(La Rioja) 

헤레스(Jerez)

또로(Toro) 

나바라(Navarre)

리베라 델 두에로(Ribera del Duero)

뻬네데스(Penedés)

라만차(La Mancha) 

발렌시아(Valencia)

루에다(Rueda) 

프리오랏(Priorato)

리아스 바이사스(Rías Baixas) 

무르시아(Murcia)

말라가(Malaga) 

마이요르까(Majorca) 

 

KWC 수상 와인

Alceño Premium 50 Barricas Syrah _수입사 샤프트레이딩

Finca Fella El Maso _수입사 와이넬

발레 다오스따(Valle d’Aosta)

리구리아(Liguria)

토스까나(Toscana)

움브리아(Umbria)

아브루쪼(Abruzzo)

깜빠니아(Campania)

뿔리아(Puglia) 

시칠리아(Sicilia)

삐에몬떼(Piemonte) 

롬바르디아(Lombardia)

꼬뜨 뒤 론(Côte du Rhône) 
•북부 론 지역 : 꼬뜨 로띠(Côte–Rôtie), 꽁드리외(Condrieu), 샤또 그리예

(Château Grillet), 에르미따쥬(Hermitage), 꼬르나스(Cornas), 생 뻬레(Saint–Péray)

크로즈 에르미따쥬(Crozes-Hermitage)

•남부 론 지역 : 지공다스(Gigondas), 리락(Lirac), 따벨(Tavel), 바께이라스

(Vacqueyras), 샤또뇌프 뒤 빠쁘(Châteauneuf–du–Pape), 생 죠셉(Saint–Joseph)

알자스(Alsace) 
프로방스(Provence) 
•꼬뜨 드 프로방스(Côtes de Provence) 

•방돌(Bandol)

•꼬또 덱스/꼬또 데 보(Coteaux d’Aix/Coteaux des Baux), 빨레뜨(Palette)

•꼬또 바루아(Coteaux Varois), 까시스(Cassis), 벨레(Bellet)

남프랑스(Sud France) 
•꼬또 뒤 랑그독(Côteaux du Languedoc)

•피뚜(Fitou) 

•꼴리우르(Collioure)

•리무(Limoux) 

•꼬르비에르(Corbières)

•미네르부아(Minervois) 

•포제르(Faugères)

•꼬뜨 뒤 루시옹(Côtes du Roussillon) 

•리브잘트(Rivesaltes)

•까바르데(Cabardès) 

•꼬뜨 드 망뻬르(Côtes-de-Malepère)

•생쉬니앙(Saint Chinian)

•끌레레뜨르 뱅가르드(Clairette-de-Bellegarde)

루아르(Loire)
•낭뜨 인근 지역(Nantais)

•뚜르 인근 지역(Touraine)

•앙주 소뮈르 지역(Anjou-Saumur)

•상트르 지역(Centre) : 뿌이이 퓌메(Pouilly-Fumé), 상세르(Sancerre)

샹빠뉴(Champagne) 
•마른 계곡(Vallée de la Marne)

•꼬뜨 데 블랑(Côtes des Blancs)

•꼬뜨 드 세잔느(Côtes de Sézanne)

•오브(Aube)

•랭스 산간지대(Montagne de Reims) 

 

KWC 수상 와인

Les Jamelles Chardonnay _수입사 신세계L&B

Gosset Grande Rosé Brut _수입사 레뱅드매일

Gérard Bertrand Tautavel _수입사 하이트진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세 / 계 / 의 / 주 / 요 / 와 / 인

베네또(Veneto) 

마르께(Marche)

라찌오(Lazio)

몰리제(Molise)

바실리까따(Basilicata)

깔라브리아(Calabria)

사르데냐(Sardegna)

에밀리아 로마냐(Emilia-Romagna)

뜨렌띠노 알또 아디제(Trentino-Alto Adige)

프리울리 베네치아 쥴리아(Friuli-Venezia-Giulia)

 

KWC 수상 와인

Fantini Gran Cuvée Bianco Swarovski _수입사 와이넬

Masi Costasera Amarone Classico _수입사 레뱅드매일

Amarone della Valpolicella DOCG Classico Premium _수입사 유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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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California State)
•북부 해안 지방 (Northern California Coast)

멘도시노 카운티(Mendocino County)

나파 카운티(Napa County)

소노마 카운티(Sonoma County)

레이크 카운티(Lake County)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지방(Central California Coast)

몬트레이 카운티(Monterey County)

리버모어 밸리(Livermore Valley)

산타 바바라(Santa Babara)

파소 로블스(Paso Robles)

산타 크루즈 마운틴(Santa Cruz Mountains)

산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San Luis Obispo County)

•중부 내륙 지방(Central Valley)

산 후아킨 밸리(San Joaquin Valley)

로다이(Lodi)

•시에라 네바다 지방(Sierra Nevada)

아마도 카운티(Amador County)

칼라베라스 카운티(Calaveras County)

엘 도라도 카운티(El Dorado County)

•남부 지방(Southern California)

테메쿨라(Temecula)

워싱턴주(Washington State)
•레드 마운틴(Red Mountain) AVA

•푸제 사운드(Puget Sound) AVA

•왈라왈라 밸리(Walla Walla Valley) AVA

•야키마 밸리(Yakima Valley) AVA

•콜럼비아 밸리(Columbia Valley) AVA

오리건 주(Oregon State)
•얌힐 칼튼(Yamhill-Carlton) 

•던디 힐(Dundee Hills)

•서든 오레곤(Southern Oregon)

•맥 민빌(Mc Minnville)

•북쪽 윌라밋 밸리(North Willamette Valley) AVA

•남쪽 윌라밋 밸리(South Willamette Valley) AVA

•엄쿠아 밸리(Umpqua Valley) AVA

•로그 & 애플게이트 밸리(Rogue & Applegate Valley) AVA

•콜럼비아 협곡(Columbia Gorge) AVA

•콜럼비아 밸리(Columbia Valley) AVA

•왈라왈라 밸리(Walla Walla Valley) AVA

뉴욕 주(New York State)
•핑거 레이크(Finger Lake) 

•에리호(Lake Erie)

•허드선 리버(Hudson River) 

•롱 아일랜드(Long Island)

코킴보 지역(Región de Coquimbo)
•엘뀌 밸리(Valle de Elquí)

•리마리 밸리(Valle del Limari)

•초아파 밸리(Valle del Choapa)

아꼰까구아 지역(Región de Aconcagua)
•아꼰까구아 밸리(Valle del Aconcagua)

•까사블랑카 밸리(Valle de Casablanca)

뉴 사우스 웰즈(New South Wales)
•헌터 밸리(Hunter Valley) 

•뮤지(Mudgee) 

•오랜지(Orange)

퀸즈랜드(Queensland)
•그레나이트 벨트(Granite Belt) 

•사우스 버넷(South Burnett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아들레이드 힐(Adelaide Hills)

•바로사 밸리(Barossa Valley)

•클레어 밸리(Clare Valley)

•쿠나와라(Coonawarra)

•에덴 밸리(Eden Valley)

•리버랜드(Riverland)

•맥라렌 베일(Mclaren Vale)

KWC 수상 와인

Santa Helena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 _수입사 하이트진로

Cono Sur Single Vineyard Chardonnay _수입사 신세계L&B

Carmen Reserva Premier Cabernet Sauvignon _수입사 롯데칠성음료

미국 칠레

호주

빅토리아(Victoria)
•선버리(Sunbury) 

•알파인 밸리(Alpine Valleys)

•킹 밸리(King Valley) 

•스완 힐(Swan Hill)

•야라 밸리(Yarra Valley)

태즈메이니아(Tasmania)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
•퍼스 힐(Perth Hills) 

•스완 디스트릭트(Swan District)

•마가렛 리버(Margaret River) 

•그레이트 서던(Great Southern)

 

KWC 수상 와인

Full Moon Durif _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No.6 Cabernet Sauvignon _수입사 유와인

Shotfire Barossa Quartage Red Blend 

_수입사 하이트진로

중앙 지역(Región del Valle Central)
•마이포 밸리(Valle del Maipo)

• 라펠 밸리(Valle del Rapel)  

: 꼴차구아 밸리(Valle de Colchagua)

•카차포알 밸리(Valle del Cachapoal)

•꾸리꼬 밸리(Valle de Curicoó)

•마울레 밸리(Valle del Maule)

남부지역

•이타타 밸리(Valle del Itata)

•비오비오 밸리(Valle del Bío-Bío)

 

KWC 수상 와인

Robert Mondavi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_수입사 신동와인

Saldo Zinfandel _수입사 신동와인

Josh Chardonnay _수입사 레뱅드매일

Wine Review  5150  2021 Dece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