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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와인 문화 발전의 견인차, KWC
매년 6월이면 한국 와인 시장이 들썩인다. 바로 국내 유일의 와인 경쟁 대

회인 KWC가 개최되기 때문.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KWC 2017은 그 어

느 해보다 성공적이었다. 역대 최다인 세계 23개국에서 810종의 와인들이 

출품되었으며, 특히 그리스, 루마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인

도네시아 등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와인 생산국들의 와인들이 대거 출

품되면서 양과 질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KWC에서 수

상의 쾌거를 이뤄낸 와인들은 KWC 씰을 병목에 달고 와인 샵은 물론, 백

화점, 마트에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면서, 와인 소비자들의 소비 지표로서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시작한 KWC 수상 와인 전국 릴레이 투어는 전국적인 스

케일로 KWC를 알리고 있다. 그해 수상한 주요 와인을 KWC 사무국 직원

들이 직접 들고 찾아가 KWC를 홍보하는 한편, 지방 와인 애호가들의 와

인 갈증을 풀어주는 시음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 11월 부산을 시작으

로 12월 31일 제주에 상륙, 이후 영남 지방을 거쳐 올해 말 다시 한 번 제주

도를 찾았다. 지방은 서울보다 KWC 수상 와인을 접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딘 만큼 지방에서 열리는 KWC 시음회는 와인 업계 관계자들과 애호가들

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특히 제주처럼 와인 구매 루트가 제한적이

고 와인 시장이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KWC 수상 와인 시음

회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괄목할 만한 성장세, 제주 와인 시장
제주에서 두 번째로 열린 KWC 시음회는 제주 와인 시장이 잠재력을 지녔

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제주에서의 와인 소비는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주시에서 5년째 성업 중인 와인 레스토랑 <

스크루지펍>의 주문배 대표에 의하면 현재 제주의 와인 총매출은 약 40억 

정도로 불과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비경이 대중에 소개되면서 ‘제주

살이’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와인 

판매의 증가 때문이다. 스크루지펍이 생길 당시에만 해도 제주도에서 와인

을 본격적으로 취급하는 업장은 거의 전무했었다고 한다. 인구수가 적은 

제주의 작은 시장 인프라와 항공이나 해상으로 와인을 배송해야 하는 지

리적 한계, 쉽게 변하지 않는 폐쇄적인 시장 특수성 등 모든 요소에서 와인 

붐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

스크루지펍>이 수십 여 종의 밸류 와인을 갖춘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으면

서 서서히 와인 애호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 뒤따라 제주시 곳곳

에서 와인을 취급하는 업장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스크루지펍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별로 다양한 고객이 찾는 와인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주문배 대표는 이번에 제주시에서 KWC 시음회가 재차 열린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이는 제주 와인 시장의 성장을 위해 노력

한 사람들의 결과물이며 제주 와인 시장의 밝은 미래를 반증한다고 말했

다. 한편 서귀포시의 와인 판매 양상은 많은 부분 중문관광단지의 호텔에 

      KWC 수상 와인 전국 릴레이 투어

     제주!Again “우리 입맛에 맞는 최고의 와인을 뽑는다”는 슬로건 아래 2005년 이후 13

년 동안 빠짐없이 와인 경쟁 대회를 주최해 온 코리아와인챌린지(Korea 

Wine Challenge; 이하 KWC)가 KWC 2017에 수상한 40여 종의 와인을 들

고 다시 한 번 제주에 상륙했다. 글·사진 배두환 

Korea Wine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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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는 외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서귀포시 근교의 와인 레스

토랑 <나니아>에서 근무 중인 엄정선 소믈리에는 “나니아 레스토랑은 중문

관광단지에서 차로 10여 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지리적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와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문관광단지의 호텔에서 머무

는 외국 손님들이 레스토랑 손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외국인들은 자

리에 앉으면 거의 대부분이 와인 리스트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40여 종의 와인이 한 자리에!
지난 11월 2일 제주시의 와인 샵인 <아임와인>에서 열린 KWC 수상 와인 

시음회에는 다채로운 와인을 시음하기 위해 모인 제주의 와인 애호가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시음회가 열린 <아임와인>의 최인영 대표는 “평소 명성

을 익히 들어왔던 KWC 시음회를 우리 업장에서 열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며 “제주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만큼 지난번보다 더 많은 와인 애호가들

이 관심을 가져준 것 같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수십 여 종의 와인을 한 자

리에서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문 만큼 이미 KWC 수상 와인 시음

회는 예견된 성공이었다. 이번 시음회에는 16개 수입사의 총 38종의 와인

들이 선을 보였다.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프랑스, 그리스, 헝가

리, 이탈리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와인들이 선보였으며, 이

중 트로피 와인이 3종, 국가별 베스트 와인이 5종, 골드 메달을 수상한 와

인이 6종, 실버 메달 15종, 브론즈가 9종 등 실로 다채로운 와인 구성으로 

참가자들의 다채로운 니즈를 충족시켜주었다.  

제주시에서 와인 레스토랑 <모즈>를 운영하는 문성훈 대표는 “이번 KWC 

시음회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제주에서 많은 와인을 한 자리에서 시음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물지만, 단독 수입사 와인이 아닌, 다양한 수입사의 와

인, 그리고 다채로운 품종과 국가의 와인을 테이스팅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

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총 3종의 수상 와인을 들고 시음회에 참석

한 문도비노의 김호 과장은 이번 시음회에 생각보다 많은 와인 애호가들이 

찾아준 것에 반색하며 “자사가 수입한 와인들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는 

KWC가 제주 와인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KWC 지방 릴레이 투어는 비단 와인 애호가들 뿐 아니라 지방의 와

인 마켓을 공략하려는 수입업체에게도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생소한 와인 생산국의 재발견!
총 11개국의 다채로운 와인들이 선보였던 이번 시음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

을 받은 와인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다소 생소한 국가의 와

인들이었다. 특히 그리스 와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시음

자들의 입을 상큼하게 적셔 주었던 끼르 야니(Kir Yianni) 와이너리의 아

카키스 스파클링(Akakies Sparkling)을 시작으로, 부타리(Boutary) 와

이너리의 대표 레드 와인인 1879 부타리 레가시(Boutari Legacy)가 은은

한 향과 우아한 맛으로 시음자들을 사로잡았고, KWC 2017에서 당당히 트

로피를 수상한 도멘 시갈라스 빈 산토(Domaine Sigalas Vin Santo)는 농

축된 스위트 와인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시음자들을 그리스 와인의 매력에 

흠뻑 적셔 놓았다. 포르투갈 와인도 참가자들의 꾸준히 관심을 받았다. 서

귀포시 근교의 와인 레스토랑 <나니아>에서 근무하는 강병찬 캡틴은 “평소 

레스토랑에서 취급하는 흔한 국가의 와인들보다 그동안 한 번도 맛본 일이 

없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와인들을 집중적으로 시음하고 있다”며, “특히 에

르다데 도 가미토(Herdade do Gamito)의 독특한 맛에 반했다.  이 정도 퀄

리티라면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충분히 손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실버 메달을 획득한 안시와인의 샤또 그랑 아보르(Chateau 

Grand Abord), 사랑스런 레이블이 특징인 러브 로제(Love Rose), 이번 

KWC를 통해 새롭게 한국 시장에 선을 보인 문도비노의 바라온다 수뭄

(Barahonda Summum),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레이블의 킬리빙빙 시

크릿(Killibinbin Secrets) 등이 참가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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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
제주 시음회 
와인 리스트

신세계 L&B

와이넬

FL코리아 스페이스 앤 와이

KS와인

유와인

루나

더뱅셀렉션 인터와인

샤프트레이딩

안시와인

WS 통상

엘비 문도비노

그리스와인센터

1. Columbia Crest H3 Cabernet Sauvignon
2. E.Guigal Gigondas

3. Locations F 

8. Fantini Collection Bianco
9. Andeluna Altitud Malbec

28. Monte da Ravasqueira Reserva White
29. Monte da Ravasqueira Reserva Red

33. Herdade do Gamito Reserva 
34. Velenosi Verdicchio dei Castelli di Jesi 

13. LFE 900 Blend Single Vineyard
14. LFE Family Selection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

4. Chateau Grand Abord 21. Apaltagua Envero Gran Reserva 

5. Ironstone Obsession Red Blend
6. Morande Edicion Limitada Black

7. Hecula Monastrell

22. Barahonda Summum
23. Nivasco Brachetto

24. Valamasca Moscato d’Asti

35. Palo Alto Reserva I
36. Palo Alto Sparkling Brut

37. Sheffield Tawny Port

25. 1879 Boutari Legacy
26. Akakies Sparkling

27. Domaine Sigalas Vinsanto

30. Thummerer  Cabernet Franc Selection 
31. Salanques 

32. Pierre Gaillard Condrieu

10. First Cut Shiraz
11. Killibinbin Secrets
12. Mission Pinot Noir

15. Luigi Bosca Cabernert Sauvignon
16. Love Rose

17. Marien Cava Brut

18. Casarena Jamilla’s Single-Vineyard Malbec
19. Longview Devil’s Elbow Cabernet Sauvignon

20. Aresti Trisquel Cabernet Sauvignon

38. Farmer’s Leap The Brave Shiraz

마이와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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