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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ARGENTINA RED
Trapiche Medalla Cabernet Sauvignon
Trapiche

BEST OF AUSTRALIA RED
Wellington Cellar Reserve Cabernet Sauvignon
Grandeur Wellington

BEST OF CHILE RED
Sierra Batuco Reserva Carménère
Invina

BEST OF FRANCE RED
Infiniment de l'Ou
Château de l'Ou

BEST OF GREECE WHITE
Plagios Sideways Chardonnay
Ktima Biblia Chora S.A

BEST OF ITALY WHITE
TalÒ Chardonnay Puglia IGP
Cantine San Marzano

BEST OF NEW ZEALAND WHITE
Cirro Organic Sauvignon Blanc
Cirro Wines

BEST OF PORTUGAL RED
Sand Creek Red Blend
Casa Ermelinda Freitas - Vinhos, S.A

BEST OF SPAIN RED
Santa Castaño 
Bodegas Castaño S.L

BEST OF USA RED
Pine Ridge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Pine Ridge Vineyards

BEST OF MINOR RED - LEBANON
Château Heritage Family Reserve
Elias Tanios Touma & Sons

BEST OF COUNTRY
Korea Wine Challenge 2021 

Award winning wines

BEST OF
ARGENTINA RED

Trapiche Medalla 
Cabernet Sauvignon
트라피체 메달라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100% 빈티지 2019 

와이너리 Trapiche 국가 Argentina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날

1883년 멘도사 지역에 설립된 이후 아르헨티나 와인 산업의 성장과 변화

의 중심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던 트라피체의 트라피체 메달라 까베

르네 소비뇽이 베스트 오브 아르헨티나 레드를 수상했다. 특히나 고무적

인 것은 아르헨티나를 상징하는 말벡이 아닌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빚은 

와인으로 수상하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다양성과 높은 품질을 증명했다는 

점이다. 무게감이 돋보이는 단단한 구조의 트라피체 메달라 까베르네 소

비뇽은 스파이시한 미감으로 여운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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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CHILE RED

Sierra Batuco
Reserva Carménère

시에라 바투코 레세르바 까르메네르

품종 까르메네르 100% 빈티지 2020 

와이너리 Invina 국가 Chile 수입사 미수입

1997년에 칠레로 이주한 후버 가문은 2013년 인비나 와이너리를 정식으

로 설립해 가문이 20년간 칠레에서 쌓아온 경험을 화려하게 꽃피웠다. 이

번 KWC 2021에서 시에라 바투코 레세르바 까르메네르가 베스트 칠레 레

드를 수상하며 결실을 보았다. 바투코 포도밭의 떼루아를 충실히 담아낸 

와인은 손 수확한 까르메네르 포도로 빚은 와인을 8개월간 숙성해 복합

적인 아로마와 미감이 느껴진다. 실키한 탄닌과 부드러우면서도 복합적인 

마무리감이 인상적이다.

BEST OF
AUSTRALIA RED

Wellington Cellar Reserve 
Cabernet Sauvignon

웰링턴 셀라 리저브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100% 빈티지 2018 

와이너리 Grandeur Wellington 국가 Australia 수입사 미수입

한국 와인 시장과 KWC 2021에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진 그랜저 웰링턴의 

웰링턴 셀라 리저브 까베르네 소비뇽이 베스트 호주 레드로 수상의 영광

을 거머쥐었다. 와이너리의 이름은 유럽을 자신의 치하에 두고 승승장구

하던 나폴레옹의 군대를 워털루 전투에서 격파한 웰링턴에게서 영감을 받

았다. 맥라렌 베일의 가장 오래된 포도밭의 포도로 빚은 와인을 새 프랑

스 오크와 미국 오크로 만든 배럴에서 숙성시켰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시장에 진출해 소비자들과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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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GREECE WHITE

Plagios Sideways Chardonnay
플라기오스 사이드웨이스 샤르도네

품종 샤르도네 100% 빈티지 2020 

와이너리 Ktima Biblia Chora S.A 국가 Greece 수입사 미수입

이번 KWC 2021에서는 많은 화이트 와인이 섬세한 맛과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며 주목받았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베스트 그리스 와인도 화이트

로 선정되었다.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의 판게온에 위치한 크티마 

비블리아 호라의 수상 와인은 옅은 초록빛이 감도는 볏짚 색을 띤다. 과실 

향과 더불어 꿀, 견과류의 아로마가 풍성하게 느껴진다. 입 안에 기분 좋

은 산도와 미네랄리티를 전해주며 크리미한 질감과 우아한 풍미로 긴 여

운을 남긴다.

BEST OF
FRANCE RED

Infiniment de l'Ou
인피니멍트 드 루

품종 시라 100% 빈티지 2017 

와이너리 Château de l'Ou 국가 France 수입사 엘비와인

루시옹 지역의 진한 시라 와인인 인피니멍트 드 루가 KWC 2021의 베스

트 프랑스 레드로 선정되었다. 샤또 드 루는 1998년 와이너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무공해 유기농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예전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보이는 프랑스 와인의 새 면모가 드

러난다. 프랑스 남부 지역 밤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맞은 시라는 천천히 숙

성되어 성숙하고 농축된 질감과 집중도 높은 향기를 보여준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탄닌이 강력하고 우아한 아로마와 함께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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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NEW ZEALAND 

WHITE

Cirro Organic Sauvignon Blanc
시로 오가닉 소비뇽 블랑

품종 소비뇽 블랑 100% 빈티지 2020 

와이너리 Cirro Wines 국가 New Zealand 수입사 미수입

베스트 뉴질랜드 화이트는 시로 오가닉 소비뇽 블랑이 수상했다. 와이너

리의 이름인 시로는 권층운(卷層雲)을 뜻하는 영어 단어 Cirrostratus에

서 따왔고 와인의 레이블에도 구름 그림이 장식되어 있다. 뉴질랜드 남섬

의 서던 알프스산맥과 말보로 사운드의 순수한 떼루아가 시로 와인에 그

대로 담겨있다. 활기차고 프레시한 느낌과 서늘한 기후에서 나는 와인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순수하고 집중도가 높은 과실 향이 신선하며 아

삭한 사과와 레몬 샤베트의 아로마가 느껴진다.

BEST OF
 ITALY WHITE

Talò Chardonnay Puglia IGP
탈로 샤르도네 뿔리아 IGP

품종 샤르도네 100% 빈티지 2020 

와이너리 Cantine San Marzano 국가 Italy 수입사 미수입

KWC 2021에 출품된 화이트 와인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리

스에 이어 베스트 이탈리아 역시 화이트 와인인 탈로 샤르도네 뿔리아 

IGP가 차지했다. 해발 100m 정도 되는 포도밭에서 건조한 미세기후의 영

향을 받고 자란 샤르도네로 빚은 이 와인은 프랑스 오크 배럴에서 4개월

의 숙성을 거쳐 빚어진다. 흰 꽃과 열대 과일, 바닐라의 아로마가 풍성하

게 느껴지며 우아하고 신선하면서도 미네랄감이 좋아 입 안에서 기분 좋

은 풍미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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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PORTUGAL RED

Sand Creek Red Blend
샌드 크릭 레드 블렌드

품종 까스텔라웅 50%, 알리칸테 부쉐 50% 빈티지 2020 

와이너리 Casa Ermelinda Freitas - Vinhos, S.A 

국가 Portugal 수입사 미수입

전통적인 양조 방식과 현대식 기술의 조화로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까사 에르멜린다 프리타스의 샌드 크릭 레드 블렌드가 베스트 포르투갈 

레드를 수상했다. 샌드 크릭 레드 블렌드는 세뚜발 지역의 포도밭에서 자

란 까스텔라웅과 알리칸테 부쉐로 빚은 와인이다. 이후 4개월간 프랑스 

오크 숙성을 마친 와인은 루비색을 띠며 풍부한 탄닌과 복합미를 갖고 있

다. 숙성된 붉은 과일류의 아로마가 우아한 느낌을 전달하고 입 안에 오

래도록 남는 여운을 제공한다.

BEST OF
SPAIN RED

Santa Castaño
산타 까스따뇨

품종 모나스트렐 90%, 가르나차 띤또레라 10% 빈티지 2016 

와이너리 Bodegas Castaño S.L 

국가 Spain 수입사 WS통상

베스트 스페인 레드의 영광은 보데가 까스따뇨의 산타 까스따뇨에게 돌

아갔다. 보데가 까스따뇨는 1950년부터 스페인 중부 무르시아의 북쪽 예

끌라 지역에서 포도밭을 일궈오며 이 지역 모나스트렐 재배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산타 까스따뇨는 대륙성 기후의 떼루아를 담아낸 우아한 

모나스트렐 와인이다. 깊은 체리 레드 빛깔을 띠며 잘 익은 붉은 과일과 

블랙베리, 스위트한 향신료의 아로마가 끝의 스모키한 향과 어우러진다. 

과즙미와 기분 좋은 산미가 입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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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USA RED

Pine Ridge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파인 릿지 나파 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95%, 쁘띠 베르도 4%, 말벡 1% 빈티지 2018 

와이너리 Pine Ridge Vineyards 국가 USA 수입사 WS통상

나파 밸리 와인의 정수로 알려진 파인 릿지 나파 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이 

베스트 미국 레드를 수상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컴피티션인 KWC에서도 

당당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KWC 2018에서 스택스 립 디스트릭트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트로피 레드를 수상했던 데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짙은 루비색을 띠는 와인은 시나몬, 블루베리, 블랙

베리, 바닐라와 같은 복합적인 아로마를 보인다.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

과 밝은 산도가 조화를 이룬다.

Château Heritage
Family Reserve

샤또 헤리티지 패밀리 리저브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97%, 시라 3% 빈티지 2012 와이너리 Elias 

Tanios Touma & Sons 국가 Lebanon 수입사 헤리티지코리아

KWC 2021의 키워드는 최다 출품과 다양성이었다. 두 가지 키워드에 모

두 영향을 끼친 것은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출품이었다. 이들

의 잠재력과 한국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크게 점치며 베스트 마이너 레드

를 선정했다. 수상작인 샤또 헤리티지 패밀리 리저브는 레바논 와인으로 

풀바디의 우아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체리, 블랙베리, 바닐라, 그리고 초

콜릿의 아로마가 풍부하게 느껴진다. 부드러운 탄닌과 산도는 언제나 좋

은 균형을 보인다. 더불어 안정적인 구조감으로 여운을 남긴다.

BEST OF
MINOR RED 
LEBAN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