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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C출품작으로 알아보는

동남유럽의 와인
유럽의 동쪽과 남쪽은 서유럽에 비해 친근하지 않은 국가다. 와인도 마찬가지다. 동남유럽의 와인은 어떤 것이 유명한지, 

명산지는 어디인지 익숙하지 않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지의 와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글 김은지 사진 <Wine Review>, Pixabay

루마니아 Romania

루마니아는 유럽의 흑해와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한 국가다. 바다 근처에 

자리 잡고 있지만 대륙성 기후를 띤다. 아주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의 날씨를 보인다. 

그러나 국토를 가로지르는 카르파티아산맥과 다뉴브강이 포도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루마니아에 처음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 기술이 들어온 것은 중세시

대로, 삭슨(Saxon)인에 의해 독일 계통의 포도종이 유입되었다. 이후 필록세라(포도

의 질병)이 유럽 전역에 퍼질 시기, 루마니아도 이를 피해 가지 못했다. 포도밭이 황폐

화했고, 복구 시기에 서유럽의 포도종인 샤르도네와 메를로, 피노 누아 등이 유입되

었다.

루마니아는 토착 품종을 비롯해 여러 품종을 다양하게 재배한다. 대표적인 루마니아 

토착 품종은 페테아스카(Feteasca)다. 다시 세 개의 품종 페테아스카 알바, 페테아

스카 레갈라, 페테아스카 네아그라 3종으로 분류된다. 알바는 화이트, 레갈라와 네

아그라는 레드 품종이다. 이외에도 무스토아사(Mustoasa), 자이바르(Zaibar), 타마

이오아사(Tamaioasa) 등이 있다.

그리스 Greece

발칸반도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그리스. 국토 아래쪽엔 지중해가 펼쳐

지고, 주변이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서쪽은 이오니아해, 동쪽은 에게해다. 삼면

이 바다와 접해있는 것이 한반도와 비슷한 형태다. 토지의 대부분이 산간지역인 것도 

한국과 비슷하다. 국토의 80%가 산과 언덕이며, 핀도스산맥이 국토를 남북으로 가로

지른다. 토양 대부분이 진흙이고, 석회석도 분포하고 있다. 기후는 유럽 대륙에 붙은 

북부 지방과 지중해로 뻗은 반도 지방이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인다. 북쪽은 여름에 많

은 비가 내리고, 남부는 여름에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를 띤다.

그리스에서는 레드 품종보다 화이트 품종이 더 많이 재배된다. 레드 품종으로 아기

오르기티코(Agiorgitiko)와 시노마브로(Xinomavro)가 많이 생산된다. 아기오르기

티코는 가뭄에 민감해서 비가 많이 오는 그리스 북부 지역의 기후조건에 알맞은 품

종이다. 시노마브로는 그리스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레드 품종으로, 강한 탄닌과 복합

적인 아로마를 자랑한다. 화이트 품종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사바티아노

(Savatiano)는 그리스 포도밭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품종은 중부 일대의 

척박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병충해 저항력도 강하다. 

출품와인

SC Cramele Recas SA Bloody Merlot Best romania red 

SC Cramele Recas SA Cramele Recas Calusari Pinot Noir Gold 

SC Cramele Recas SA I Am Sauvignon Blanc Silver

SC Cramele Recas SA I Am Chardonnay Silver

SC Cramele Recas SA Calusari Pinot Grigio Silver

SC Cramele Recas SA Calusari Cabernet Sauvignon

SC Cramele Recas SA I Am Merlot

출품와인

Union Of Winemaking Cooperative Of Samos  Samos Anthemis 

Trophy Fortified

Union Of Winemaking Cooperative Of Samos Samos Nectar 

Trophy Sweet

A.O.A CHATZIVARITIS ESTATE SA Goumenissa 

Domaine Katsaros Valos



슬로베니아의 심 Road와인 지역

슬로베니아 Slovenia

알프스 국가 즉, Alpine Ststes라고 부르는 알프스

산맥 근방 국가에 속한다. 슬로베니아는 산맥의 큰 줄기 남쪽

에 자리한다. 알프스의 줄기 중 슬로베니아를 거치는 줄기를 

율리안 알프스(Julian Alps)와 디나릭 알프스(Dinaric Alps)

라고 부른다. 풍부한 알프스의 눈은 깨끗한 물을 제공해 준다. 

그리스처럼 한 나라에 여러 기후의 양상을 보인다. 해안지대

는 지중해성 기후를, 동북쪽에는 대륙성 기후를 띤다.

와인 산지는 포드라브스카, 포사브스카, 프리모르스카 세 곳

이다. 생산 와인의 비율은 레드 와인 25%, 화이트 와인 75%

로 화이트 와인을 비교적 많이 생산한다. 주요 포도종으로는 

츠비체크(Cviček), 모드라 프랑키냐(Modra Frankinja 

(Blaufränkish), 카스키 리슬링(Caski Riesling), 젤렌

(Zelen)이 있다. 

출품와인

Kabaj  Kabaj Ravan

몰도바 Moldova

몰도바는 전 국민의 30%가 와인 산업에 종사할 만

큼 와인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곳이다. 드네스트르(Dnestr)강

과 프루트(Prut)강 사이에 입지하고 있어 토양이 비옥하고 기

후가 온화하다. 4계절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겨울에는 습도

가 높고 여름에는 건조한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유럽지역에서 

농업 생산량이 가장 많다. 

소비에트연방국(지금의 러시아)에 속해 있었던 과거에는 몰도

바의 토착 품종의 재배가 중단되기도 했었다. 1991년 독립 후 

많은 생산자들이 토착 품종 재배에 힘쓰고 있다. 몰도바의 토

착 품종으로 페데아스카 알바, 페데아 스카 레글라, 페데아스

카 네아그라, 사페라비가 있다. 

출품와인

Castel MiMi Classic Feteasca Al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