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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의 산지를 다뤘다. 2020 KWC에서 수

상한 미국 와이너리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북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만 좋은 와인이 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다양한 산지의 와이너리가 

Gold 등급인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호에서는 캘리포니아 중

부 해안 지역부터 센트럴 밸리, 워싱턴 주까지 미국의 넓은 대륙 속 숨어있는 산

지와 수상 와이너리를 소개한다. 글 <Wine Review> 편집팀 사진 Pixabay, Wikipedia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지역
중부 해안 지역은 지리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산타 바바

라까지를 말한다. 약 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

며, 샤르도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18세기에 프란시스코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왕들의 길(El Camino Real)'을 따

라 올라갔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다. 기후는 태평양의 영향을 

받아 서늘한 편이다. 센트럴 코스트는 여섯 개의 카운티(미국의 행정구역, 군)

를 포함하고 있다. AVA 산지 또한 많이 위치해 있다. 몬트레이, 파소 로블스, 산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등 다양하다.



Wine Review  2726  2021 February

Santa Cruz Mountain 산타 크루즈 마운틴

산타 크루즈 마운틴은 실리콘 밸리 바로 아래에 있다. 산타 크루스 산맥 일대를 산지로 칭하는데, 북쪽의 하프 문 만

(Half Moon Bay)부터 남쪽의 마돈나 산(Mt. Madonna)에 이르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 지역의 서쪽은 태평양과 접해 

있으며 동쪽은 샌프란시스코 만으로 향해있다. 규모는 작지만 리버모어 밸리보다 1년 앞선 1981년, AVA 지역으로 지정

되었다. 1976년에는 산타 크루즈 마운틴의 릿지 와이너리가 빚은 ‘Ridge Vineyards Monte Bello’ 와인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파리의 심판’이라 불리는 프랑스와 미국 와인 시음회에서 최정상의 와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06년   

‘파리 심판 30주년 기념 시음회’에서 또 한 번 정상의 와인으로 평가되며 와인 명산지로 주목받았다. 이 산지의 와인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독특한 기후 덕분이기도 하다. 태평양과 샌프란시스코 만 그리고 산맥의 영향으로 미세 기후

가 형성된다. 게다가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가파른 곳에 포도밭이 자리한다. 그 앞쪽에는 태평양이 위치해 해풍의 영

향을 크게 받는다. 골짜기마다 미세하게 기후가 달라진다.

Rhys Vineyards 리스 빈야드

리스 반야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포도밭에서 

훌륭한 피노 누아, 샤르도네, 시라를 재배한다. 지난 15년간 산타크

루즈 산맥에 6개, 앤더슨 밸리에 1개의 포도밭을 넓혀나가며 각각의 

독특한 떼루아를 지닌 와인을 생산했다. 유기농과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을 기반으로 활기차고 생기 있는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생물학

적으로 다양한 생태계를 배양하며 포도밭의 균형을 유지한다. 순수

하고 부드러운 농도와 향기롭게 숙성된 와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

는 노력을 기울인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 리스트

Gold Rhys Vineyards Alesia Santa Cruz Mountains Pinot Noir
Bronze Rhys Vineyards Alesia Anderson Valley Chardonnay

Livermore Valley 리버모어 밸리

넓은 분지형의 지역이다. 얕은 구릉과 계곡이 있고 해안 산맥이 계곡을 감

싼다. 자갈이 많은 토양인 덕에 배수가 잘되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은 스

페인 선교사들에 의해 포도밭으로 발전되었다. 

1840년대, 로버트 리버모어가 리버모어 밸리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상업적

인 와이너리를 운영했다. 그리고 현재 이름을 떨치고 있는 웬티가 이곳에 

들어섰고, 그를 비롯해 제임스 코카논, 찰스 웨트모어가 1880년대 초기부

터 양조장을 세우면서 산지로 거듭났다. 1982년에 AVA을 획득했다.

Murrieta’s Well 무리에타스 웰

무리에타스 웰은 18세기부터 자리하고 있는 포도밭에 1990년 필립 웬티(Philip 

Wente), 세르지오 트라베르소(Sergio Traverso)가 함께 세운 와이너리이다. 리

버모어 밸리(Livermore Valley)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독특한 특성을 지닌 최고

급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와인 메이커 로비 메이어(Robbie Meyer)

는 블렌딩에 심혈을 기울이며 캘리포니아의 역사가 담긴 그들의 와인은 사람

들에게 포도가 어디서 재배되는지 생각하도록 영감을 준다. 레드, 화이트, 로

제 와인 등 생산 와인의 범위가 넓으며 2020년에는 특별 와인 클럽 회원 전용 

와인을 출시하며 30주년을 기념했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수상 와인 리스트

Gold Murrieta’s Well ‘The Spur’

Wente Vineyards 웬티 빈야드

1883년, 웬티(Carl H. Wente)가 리버모어 밸리 유역(Livermore Valley AVA)에 

있는 포도밭을 매입하면서 가족 경영 와이너리가 탄생한다. 프랑스 몽펠리에

의 포도원에서 샤르도네를 수입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웬티 클론(Wente 

Clone)을 개발하며 오늘날 80% 이상의 캘리포니아 샤르도네는 웬티 클론에

서 비롯한다. 웬티 빈야드는 1983년에 주정부로부터 역사적 유산으로 지정되

었으며 Wine Enthusiast가 선정한 2011년 올해의 와이너리를 수상한 경력이 

있다. 모닝 포그 샤르도네, 싱글 빈야드 리바 랜치 샤르도네 등이 대표적이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수상 와인 리스트

Gold Wente Morning Fog Chardonnay
Silver Wente Wetmore Cabernet Sauvig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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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밸리 지역
센트럴 밸리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8개 와인 산지 중 가장 넓은 곳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중 해안 지역부터 시에라 네바다 산

맥까지 아우르며 방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북쪽에는 새크라멘토 밸리(Sacramento Valley)가 있고 남쪽에는 산 호아킨 밸리

(San Joaquin Valley)가 있어 충분한 자원을 형성했다. 새크라멘토 밸리는 매년 20인치가 넘는 빗물을 받고, 산 호아킨 밸리는 

다소 건조한 반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다. 두 밸리의 물줄기가 만나면서 삼각지를 형성하고, 운하나 작은 섬을 만들기도 하며 다

양한 지형과 기후를 만들어 낸다. 이 지역에는 로다이(Lodi AVA)를 비롯해서 마데라(Madera AVA), 드닝간 힐(Dunnigan Hills 

AVA) 등이 자리하고 있다.

Monterey
County 몬트레이 카운티

몬트레이 만에 위치한 산지다. 위쪽에는 산타 크루

즈 마운틴 와인 산지가, 남쪽에는 파소 로블스 산지

가 있다. 몬트레이 카운티의 길이는 무려 90마일로, 

아주 긴 지역에 걸쳐 있는 와인 산지이다. 1960년대 

초,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교수 윈클러가 몬트레이 

지역을 찾아냈다. 이 지역을 미국의 나파밸리, 소노

마 카운티, 프랑스의 부르고뉴, 보르도와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당시 이름난 와이너리였

던 웬티, 샬론 등이 이곳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바다의 협곡이 바로 옆에 있다. 몬트레이 

만의 중앙에 발달한 큰 협곡인 블루 그랜드 캐니언

이 포도의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닷바

람과 공기가 더운 공기와 습기를 서늘하게 해주고, 

안개를 일어나게 한다. 때로는 수확기에 알맞은 양

의 비를 내리게 한다. 배수가 잘되는 모래 점토와 함

께 시너지를 발휘해 질 좋은 포도를 만들어낸다.

Hahn Family Wines 한 패밀리 와인

스위스 출신의 부부이자 설립자인 Nicky & Gaby Hahn은 1970년대 후반에 산타 루시아에 정착

한다. 와인 생산지의 잠재력을 빠르게 인식한 그들은 1979년에 Smith & Hook Vineyards를 매입

함으로써 와이너리를 설립하고 첫 빈티지로 까베르네 소비뇽을 출시한다. 센트럴 코스트의 중심

부에 위치한 몬트레이 카운티(Monterey County)에서 빚은 한(Hahn) 와인은 시원한 떼루아에 뿌

리를 두고 있다. 신선하고 누구나 마시기 쉬운 스타일의 와인을 제공하며 대표적으로 피노 누아

와 샤르도네가 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 리스트

Silver Hahn Cabernet Sauvignon
Silver Hahn Chardonnay
Silver Smith & Hook Cabernet Sauvignon
Silver Smith & Hook Proprietary Red Wine Blend

Chalone Vineyard 샬론 빈야드

샬론 빈야드는 캘리포니아 살리나스 밸리(Salinas Valley)에서 1,800피트 위의 가빌란 산맥

(Gavilan Mountain Range)에 있다. 석회암 기반의 토양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미국의 몇 안 되는 

와이너리 중 한 곳이며 몬트레이 카운티(Monterey County)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밭이기도 하다. 

1919년에 최초의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밭을 일구고 1966년에 첫 빈티지인 샤르도네를 생산한다. 

가빌란 고원의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놀라운 떼루아와 와인의 개성을 더하며 현재 샤

르도네와 피노 누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 리스트

Silver Chalone Vineyard Estate Chardon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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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a Walla Valley 왈라 왈라 밸리

왈라 왈라 밸리는 동부 워싱턴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산지이다. 워싱턴 주 남쪽과 오리건 

주 북쪽에 걸쳐 있는 곳으로, 약 100여 개의 와이너리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1850년대 

이탈리아인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계의 이민자들이 워싱턴 주에 정착했다.

이후 지금의 왈라 왈라 밸리 지역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1903년부터 야키마 밸리, 콜럼비

아 밸리로 포도밭을 확장해나갔다. 그렇게 산지로 거듭난 왈라 왈라 밸리는 AVA를 1984년

에 획득했다. 워싱턴 주에서 가장 이름난 산지로,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샤르도네가 이

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포도뿐만 아니라 양파, 밀, 딸기를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겨울

에 기온이 영하 29도까지 떨어지지만 일교차가 심한 기후로, 낮에는 온화하다.

워싱턴 지역
워싱턴은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와인 생산지다. 

캘리포니아의 뒤를 잇는 미국 와인 지역으로, 

규모는 약 22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곳의 

산지는 캐스케이드 산맥을 기준으로 서부, 동부

로 나뉜다. 대다수의 산지가 동부 워싱턴에 자

리를 잡고 있다. 서부 워싱턴에는 유일하게 퓨제 

사운드(Puget Sound)만이 AVA를 획득했다.

동부 워싱턴은 서부보다 더 건조하고 더운 기후

를 보이는 지역이다. 일조량이 많고 건조하다. 

태평양 연안과 맞닿아 있는 서부 워싱턴과 달

리, 캐스케이드 산맥에 의해 태평양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한다. 습한 기후가 동부로 넘어가

다가 캐스케이드 산맥 안쪽에서 대부분의 비가 

쏟아지고, 그 너머로 동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건조한 환경이지만 컬럼비아 강이 있어 

물이 부족하지 않다. 대신 비가 많이 내리지 않

아 수확기에 강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병충

해 피해도 적어 포도 재배에 유리하다.

Charles Smith Wines 찰스 스미스 와인

찰스 스미스(Charles Smith)는 나파 밸리에서 자랐지만, 유럽으로 이주할 때까지 와인에 큰 관심

이 없었다. 그가 록밴드를 관리할 당시 와인에 눈을 뜨게 되었고 1999년 워싱턴주 왈라 왈라(Walla 

Walla River)로 여행을 떠난 후 본격적으로 와이너리를 설립하게 된다. 여러 와인 잡지에서 올해의 

와인 생산자, 올해의 와이너리 등으로 선정되며 꾸준히 입지를 다진다. 상징적이며 예술적인 레이

블의 컨셉은 와인의 풍미와 어울리는 것을 담고 있으며 각각의 작품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디자

이너인 리케 코르프(Rikke Korff)와 합작하여 만든다. 수입사 신동와인

수상 와인 리스트 Silver Charles Smith Wines Kung Fu Girl Riesling

Clarksburg 클락스버그

센트럴 밸리의 이름난 AVA, 로다이와 드닝간 힐 외에도 약 18

개의 AVA가 있다. 그중 클락스버그는 이번 KWC 2020에서 

수상한 와인 2종이 나고 자란 산지이다. 클락스버그는 새그라

맨토(Sacramento)지역 남쪽, 로다이(Lodi)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밀도 높은 진흙과 모래가 주된 토양으로, 샌프란

시스코 만의 영향을 받아 차가운 바람과 안개가 형성된다. 새

크라맨토 카운티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며 이곳의 포도의 

90%가 캘리포니아 와이너리에 공급된다. 아주 적은 양의 와

인만이 클락스버그 AVA를 표시한 레이블과 함께 출시된다.

Bogle Vineyards 보글 빈야드

보글 가족은 6세대 동안 농사를 지은 베테랑 농사꾼이다. 1870

년대 후반 테네시에서 캘리포니아 델타로 이사 후 처음으로 체

리, 복숭아, 배 등의 과일을 재배하다가 1968년에 본격적으로 워

렌 버논 보글(Warren Vernon Bogle)이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

한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78년에 자체 레이블을 출시하면서 현

재의 보글 와이너리로 자리매김한다. 직업윤리와 품질에 대한 헌

신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며 보글 가족의 일상에 녹아든 와인

에 대한 열정이 눈부시다. Green Medal Leader Award 2018에

서 수상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 리스트

Gold Bogle Petite Sirah
Silver Bogle Old Vine Zinfandel
Silver Bogle Pinot Noir
Bronze Bogle Cabernet Sauvignon
Bronze Bogle Chardonnay
Bronze Bogle Essential Red

McManis Family Vineyards 맥매니스 패밀리 빈야드

론과 제인 맥매니스 부부가 1994년에 설립한 가족 소유의 와이

너리이다. 아버지와 농업을 하던 론은 결혼 후 와이너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마케팅 기술을 연마해 와이너리를 설립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내륙 지역과 클락스버그 지역에 1,600ha 

이상의 포도밭에서 고품질의 포도를 재배한다. 와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며 20개국의 나라에 수

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양한 품종의 와인을 선보인다. 캘

리포니아 Green Medal Award 2016에서 비즈니스 상을 받았다. 

수입사 와인투유코리아

수상 와인 리스트

Silver McManis Petite Sirah
Bronze McManis North Forty

Lodi 로다이

로다이는 센트럴 밸리 와인 산지 중 가장 넓고 역사가 깊은 와인 산지다. 이 지

역에 처음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1850년으로, 찰스 웨버라는 선장이 로다이 

지역을 찾았다. 이후 금을 좇아 로다이를 찾은 조지 웨스트가 찰스 웨버에게 

포도 묘목을 얻어 포도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지 웨스트는 1858년, 

엘 피날 와이너리(El Pinal Winery)를 열었고 로다이 최초의 상업 와이너리 

역사가 시작되었다. 로다이는 지중해성 기후를 띤다. 캘리포니아 내륙에 위치

했지만 샌프란시스코 만의 영향을 받아 미풍이 불고, 산 호아퀸 강의 삼각주

의 영향으로 서늘하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은 서늘하며 여름에는 주로 고온 

건조, 겨울에는 저온 고습의 특징을 보인다. 토양은 주로 퇴적 모래와 점토가 

섞여 있고 커다란 자갈이 덮여 있다. 로다이의 주요 포도 품종은 진판델이다. 

그 외 메를로, 샤르도네, 까베르네 소비뇽, 소비뇽 블랑 등이 많이 재배된다.

Delicato Vineyard 델리카토 빈야드

4대가 이어온 델리카토 빈야드는 가족 소유의 와이너리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와인 회사 중 한 곳으로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빚는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에서 온 이주민이었던 인델리카토 가족은 1924년 캘리포니아의 만테카에 최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정직, 근면을 기반으로 양질의 와인을 만드는 데 확고한 명성

을 쌓았으며 오늘날 미국 상위 10대 와인 공급 업체가 되었다. 연간 판매량이 1,600

만 케이스 이상이며 미국에서 6번째로 큰 와이너리이자 6번째로 큰 브랜드 와인 

수출 업체이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 리스트

Silver Delicato Black Stallion Cabernet Sauvignon
Silver 1924 Lodi Double Black Bourbon Barrel Aged Cabernet Sauvignon
Bronze 1924 Double Black Cabernet Sauvignon

Bota Box 보타 박스

1924년에 설립된 델리카토 패밀리 와인(Delicato Family Wines)에 소속된 와이너리

이다. Bota는 수 세기 간 여행자를 위해 사용된 가죽으로 만든 전통 스페인 술 주

머니라는 뜻의 ‘Botas’에서 영감을 받았다. 와인병과 코르크라는 오래된 전통을 깬 

보타 와인은 상자에 담겨 있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와인이다. 총 3

개의 크기(3L, 1.5L, 500mL)로 만들어져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을 갖

추고 있다. 또한 패키징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 Wine 

Enthusiast의 Best Buy Award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수입사 아영FBC

수상 와인 리스트 Silver Bota Box California Chardonn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