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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INE CHALLENGE

국내 시장에서 만나고 싶은

KWC 2020 수상 미수입 와인 Ⅲ
KWC 2020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뛰어난 품질을 입증한 미수입 와인들이 있다. 지난달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는 숨은 보석들을 소개한다. 글 조은지 사진 장영수

1. El Principal Calicanto
까베르네 소비뇽, 까르메네르, 시라, 까베르네 프랑, 말벡을 블렌딩한 

와인이다. 프렌치 오크에서 12개월간 숙성 과정을 거쳤다. 풍성한 붉은 

과실 향에 이어 스파이시한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복합적인 풍미가 

돋보인다. 부드러운 탄닌과 적절한 산도가 이상적이다.

2. El Principal Red
까베르네 소비뇽 90%에 쁘띠 베르도 10%를 섞은 와인으로, 프렌치 오

크에서 18개월간 숙성했다. 짙은 루비 색을 띠며, 잘 익은 자두, 블랙 체

리의 풍부하고 진한 과실 향이 두드러진다.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탄닌

과 균형 잡힌 산도, 잘 짜여진 구조감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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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냐 엘 프린시팔

현 오너 패트릭 발레테의 아버지는 샤또 파비를 팔고 고향인 칠레로 돌아와 1998년 엘 프린시팔을 설립했다. 비냐 산타 리타의 

전 소유주인 폰텐 가문과 함께 세운 와이너리다. 이들은  산티아고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피르케(Pirque) 지역에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비냐 엘 프린시팔은 이곳에서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르메네르를 주로 재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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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teau de Belcier
메를로를 메인으로 소량의 까베르네 프랑을 블렌딩

했다. 깊고 진한 보라색을 띤다. 잘 익은 과실 향이 

두드러지며, 약간의 꽃 향도 느껴진다. 농밀함과 무

게감이 돋보이는 와인으로, 우아하고 부드러운 탄

닌과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긴 여운이 특징이다.

2. Le Coq de Ramage
까베르네 프랑 57%, 메를로 37%, 말벡 6%를 블렌

딩한 와인이다. 퍼플 루비 색을 띤다. 잘 익은 과실 

향에 이어 향신료 향이 감돈다. 둥근 탄닌으로 마시

기 편한 스타일이다. 특히 구운 양고기, 숙성된 치

즈와 좋은 궁합을 보여준다. 

3. Le Pavillon de Ramage
메를로 베이스(80%)에 까베르네 프랑 20%를 섞었

다. 깊고 진한 보라색을 띠는 풀바디 와인이다. 잼

처럼 농후하고 잘 익은 과실 향이 특징이다. 입 안 

가득 메우는 볼륨감에 부드러운 질감도 느껴진다. 

붉은 육류 요리와 함께 곁들이기 좋다.

샤또 드 벨시에

메를로와 까베르네 품종의 조화를 보여주는 생산자로, 생떼밀리옹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꼬뜨 드 까스띠용에 있는 벨시에 소유의 

포도밭은 보르도에서 가장 오래된 생산지 중 하나로 꼽힌다. 18세기 말에 설립된 샤또 드 벨시에는 보르도의 전통에 입각하여 포도밭과 

셀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변함없는 고품질의 와인 생산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1. Plaimont Terres d’Artagnan White
콜롱바르 70%, 위니 블랑 30%로 빚은 와인으로, 옅

은 볏짚 색을 띤다. 레몬과 자몽 등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입 안 가득 퍼진다. 미네랄 풍미가 생생한 산도

와 어우러져 균형을 이룬다. 아페리티프로 마시기 

좋고 치킨 샐러드, 해산물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2. Plaimont Plenitude
따낫 100%로 만든 와인이다. 블랙커런트와 블랙베

리, 말린 무화과 향에 이어 담배, 달콤한 향신료의 

향이 복합적으로 올라와 와인에 풍성함을 더한다. 

탄닌은 매끄럽게 와인에 잘 녹아들어 있다. 훌륭한 

밸런스와 길게 이어지는 여운도 인상적이다.

3. Plaimont La Madeleine
따낫 100%로 빚은 부드러운 풀바디 와인이다. 블

랙베리 등 검은 과실 향을 기반으로 약간의 스파이

시한 향이 풍미를 더한다. 입안을 가득히 채우는 풍

부한 질감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피니시가 매력

적이다. 특히 오리 고기 요리와 좋은 궁합을 보인다. 

플래몽

1979년 프랑스 남서부 가스코뉴 지방의 세 마을(풀레장스, 에냥, 생몽)에서 1,100명의 생산자들이 모여 설립한 조합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토착 품종을 지켜왔으며, 가지치기 및 수확량 제한을 통해 포도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 손 수확을 

고수하는 등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플래몽의 일부 와인들은 비노파라다이스를 통해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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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degas El Esteco Don David Reserva
평균 수령 20년이 넘는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말벡 100%로 빚었다. 광

택이 도는 보라색을 띤다. 자두, 건포도, 담배, 초콜릿과 바닐라 향이 강

렬하면서도 조화롭다.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질감과 탄탄한 구조감이 

뛰어난 균형미를 이룬다.

루비넬리 바이올

루비넬리 가문은 이탈리아 베네토의 와인 산지, 발폴리첼라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설립자 가에타노 루비넬리(Gaetano Rubinelli)

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와인 생산에 돌입한다. 발폴리첼라의 심장

부에 위치한 루비넬리 바이올은 약 1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주변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유기농 재

배를 철학으로 제초제나 합성 비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1. Rubinelli Vajol Amarone Della Valpolicella Classico
꼬르비나와 꼬르비노네를 베이스로 소량의 론디넬라, 몰리나라, 오셀레

따를 섞었다. 루비 레드 컬러를 띠며, 붉은 과실의 아로마와 정향, 계피 

등 향신료의 향이 잘 어우러진다. 잘 다듬어진 탄닌의 질감과 우아한 

여운을 즐길 수 있다. 향이 진한 요리와 매칭하기도 좋다.

보데가스 엘 에스테코 

엘 에스테코는 1892년 프랑스 출신의 이민자 데이비드(David)와 

살바도르 미셸(Salvador Michel)이 설립한 와이너리다. 현재 아

르헨티나의 유명 와인 그룹 페냐플로(Penaflor)에 속해 있다. 살

타 지역의 깔차끼 밸리(Calchaqui Valley)에 위치하며, 포도밭

은 해발 1,800m의 고지대에 있어 풍부한 일조량, 밤낮의 큰 일

교차로 색과 향, 풍미가 짙고 좋은 산도를 유지한 와인을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