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e Review  3938  2021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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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pedia

● ㈜가자주류 _대표 최진철

가자주류의 상호는 연륜이 지긋한 와인 소비 세대한테는 몹시 낯이 익은 

브랜드이다. 1989년 창업하면서 아주 특별한 와인 주류의 유통망, 다시 말

하자면 주류 프렌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했기

에 사람들한테 낯설지 않는 것이다. 와인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호주의 명

가인 제이콥스 크릭(Jacob’s Creek)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의 카파야테 

(Cafayate), 미국의 캔우드(Kenwood) 등 전통적으로 명문이면서 가성비 

좋은 와인을 들여오고 있다. 

KWC와 관련해, 제이콥스 크릭은 지난날 KWC의 가장 큰 contributor로 

자리잡기도 했다. 현재 100여 개 이상 가맹점을 통해 가자주류의 와인들

이 소비자한테 다가서고 있다. 

참고 2020년 제16회 KWC 수상(Gold/Silver)

Spain Bodegas El Tanino 1752, 2017

Spain Secreto de Librato 2016

● ㈜KS와인_대표 이성진

이 회사는 2011년 4월에 설립된 와인 전문 수입사이다. 창업 연륜은 그리 

길지 않으나 오늘날 많은 와인 소비자들이 이 회사에 주목하고 있다. 이

유는 간단하다. 회사의 ‘KS Wine’ 작명이 ‘Korea Standard Wine’에서 연

유되고 이의 참뜻은 한국 와인 시장에서 표준되는 와인을 일궈낸다는 매

우 특색있는 사시(社是)를 제시하고 있어 그러하다. 

지난해 6월 KWC에 스페인 와인을 비롯해 프랑스, 칠레, 이탈리아 등 다

양한 나라의 와인을 출품한 바 있다. 특히 칠레의 ‘Aresti Trisquel 

Cabernet Sauvignon’이 Gold를 거머쥐고 나머지 출품 와인들도 전 품목

이 차선의 수상을 보였다. 

참고 2020년 제16회 KWC 수상(Gold/Silver)

Chile Aresti Trisquel Cabernet Sauvignon 2014

Spain Bodegas Albero Beltenebros 2014

Spain Bodegas Albero Isabella 2018

● ㈜비노파라다이스_대표 박병룡

이 회사의 모기업이 관광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를 지니고 있어 자연스레 

연계되어 있는 비노파라다이스한테도 매우 깊은 신뢰가 따르기 마련이다. 

비노파라다이스는 그들의 와인 포트폴리오에서 보듯 프랑스의 부르고뉴, 

서남부지방, 가스꼬뉴, 생몽, 이탈리아의 바롤로, 끼안티와 스푸맨테 등 

화려한 질 좋은 와인을 들여오고 있다.

지난해 KWC에서 ‘La Rioja Alta S.A. Viña Arana Gran Reserva’가 

Best Spain Red를 차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Koala Ranch Chardonnay’, 

‘Plaimont Echo Indigo White’, ‘Rhys Vineyards Alesia Santa Cruz 

Mountains Pinot Noir’가 Gold를 차지했다.

참고 2020년 제16회 KWC 수상(Best Spain Red/Gold)

Spain La Rioja Alta S.A. Viña Arana Gran Reserva 2012

Australia Koala Ranch Chardonnay 2018

France Plaimont Echo Indigo White 2019

USA Rhys Vineyards Alesia Santa Cruz Mountains Pinot Noir 2016

● ㈜더뱅셀렉션 _대표 이태승

더뱅셀렉션은 지난해 KWC에서 화이트 와인 부문에서 Trophy를 거머쥐

면서 소비자들한테 이 회사의 브랜드를 한결 깊게 알렸다. 그리고 5종의 

와인을 출품해 모두가 수상의 영역에 들었다. 사실 대표이사 자신이 와인 

전문가이다. 업계에서 일찍부터 와인에 대해 해박한 식견을 지닌 경영인

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값비싼 와인도, 유명한 와인도 반드시 좋은 와

인이라 여기지 않는다. 고객의 입에 맞는, 그리고 특별한 경험과 순간을 만

들어주는 그런 와인이 좋은 와인이다’ 이 글에서 대표이사의 와인에 대한 

세련된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참고 2020년 제16회 KWC 수상(Trophy White/Gold)

Italy Velenosi 'Rêve' Offida DOCG Pecorino 2018

Italy Velenosi Querciantica Verdicchio Dei Castelli Di Jesi DOC Classico 2019

➊  Bodegas El Tanino 1752 _가자주류

➋  Aresti Trisquel Cabernet Sauvignon _KS와인

➌ La Rioja Alta S.A. Vina Arana Gran Reserva _비노파라다이스

➍ Velenosi 'Rêve' Offida DOCG Pecorino _더뱅셀렉션

라 만차의 풍경

아레스티 와이너리

라 리오하 알타 S.A. 와이너리

마르께의 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