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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OF KWC

Korea Wine Challenge

한국 와인 시장에서
오래 기억될 수입유통사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2020년 제16회 KWC에 자신들의 와인을 참가시켜

이 대회의 의의를 높여줌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소비자에게 기억될 수입, 유통사의 내력을 적는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장영수, 각 와이너리

● ㈜무학주류상사 _대표 최낙준

1989년 설립된 와인 수입.유통 회사이다. 모기업은 일찍부터 국내 주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어 이의 한 멤버인 무학주류상사의 이름은 

낯설지 않다. 특히 이 회사는 여느 기업과 달리 철저한 고객관리를 전제한 

회사 경영으로 이름나 있다. 지난해 제16회 KWC에 미국의 Cannonball

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브라이다, 바실리카타, 그리고 뉴질랜드 말보로의 

질 좋은 와인을 참가시켰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지방에서 온 Teodosio는 

Vulture 화산토에서 나는 드물게 보는 수작이다.

참고 2020년 제16회 KWC 수상(Silver)

USA Cannonball Angels & Cowboys Sonoma Proprietary Red 2017

USA Cannonball Cabernet Sauvignon 2017

Italy Braida Il Baciale Monferrato Rosso 2017

● ㈜WS통상 _대표 조원태

원래 이 회사는 2000년대 중반 와인 붐이 한창일 때 SK그룹이 와인 사업

에 손대었을 때 다져놓은 바탕을 물려받아 신장해왔다. 2012년 SK와는 

완전 분사해 오늘날 독자적인 와인 명가로 입지를 굳혀놓고 있다. 2020년 

6월 KWC에 6종의 와인을 출품시킨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스페인 

Bodegas Castano Hécula가 골드 메달을, 호주 바로사 밸리의 쉬라즈 와

인인 Schild Estate의 와인이 실버를 차지했다. 언제나 질 좋은 와인을 잘 

골라 유통시키는 수입사로 정평이 나 있다. 

참고 2020년 제16회 KWC 수상(Gold/Silver)

Spain Bodegas Castano Hécula 2018

Australia Schild Estate Barossa Valley Shiraz 2018

● ㈜동원와인플러스 _대표 이재흥

원래 모기업이 원양 수산업, 특히 우리들 생활에 밀착된 참치의 유통으로 

모두에게 익히 알려진 착한 회사이다. 2003년 2월에 와인 명가로 발돋움

한다는 기치를 들고 현재 500여 종의 세계 정상급 와인을 수입, 유통시키

고 있다. 짧은 기간, 굴지의 와인 수입 유통사로 성장해 이 나라 와인 시장

의 새로운 거목으로 버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KWC에 대거 26종의   

와인을 참가시킨 바 있고 아르헨티나의 Pyros Malbec이 트로피와 베스

트 아르헨티나 레드 부문을 그리고 Bogle Petite Syrah를 비롯해 모두 8

개의 금상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하면서 명실상부한 와인 명가로 자리를 

굳혀놓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Volver는 와인리뷰의 ‘기분 좋은 와인’에 실

렸을 만큼 빼어난 와인이다.

참고 2020년 제16회 KWC 수상(Trophy/Gold)

Argentina Pyros Single Vineyard Block N°4 Malbec 2015

Argentina Signos Malbec 2020

USA Bogle Petite Sirah 2017

Spain Volver 2017

Chile Quebrada de Macul Alba de Domus 2014

● ㈜신세계 L&B _대표 우창균

백화점을 베이스로 한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를 모기업으로 한 ㈜신세계 

L&B는 와인 업계에서도 독자적인 입지를 이뤄놓고 있다. 지난해 KWC에 

모두 16종의 와인을 내보내고 이 가운데서 칠레의 Cono Sur가 4개 종에

서 Gold를 수상하면서 유통사의 입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함께 출품한 스

페인의 El Vinculo Crianza 역시 Gold를 차지한 바 있다. 탄탄한 자체의 

유통망을 뒷배로 한발 빠른 신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와

인 업계에서 부동의 입지를 다져놓고 있다.

참고 2020년 제16회 KWC 수상(Gold/Silver)

Chile Cono Sur Ocio 2017

Chile Cono Sur 20 Barrels Chardonnay 2019

Chile Cono Sur 20 Barrels Carmenere 2018

Chile Cono Sur Single Vineyard Carmenere 2018

Spain Alejairén Crianza 2017

France Domaines Schlumberger Gewurztraminer 2017

Spain El Vinculo Crianza 2016

Chile Cono Sur 20 Barrels Pinot Noir 2018

Chile Cono Sur Silencio Cabernet Sauvignon 2015

➊ Feudi Basilisco Teodosio_무학주류상사

➋ Bodegas Castano Hécula_WS통상

➌ Pyros Single Vineyard Block N°4 Malbec_동원와인플러스

➍ Cono Sur 20 Barrels Carmenere_신세계 L&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