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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와인강사는 본 강사 가이드를 포함 관련된 
강의 자료와 유인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강사 가이드 
본 강사 가이드는 최적의 강의/시음 방법론 및 
상세한 강의 주제가 수록되어 있다. 단, 강사 
가이드는 참고용으로 수강생과 할당된 시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다 유연성있는 강의 
진행을 위해 강사 가이드에 선택 주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강 의  자 료 

보다 심도있는 자료가 수록된 선택 강의 
자료.

심화 학습 노트

강의 주제에 관한 배경지식과 부가정보로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보충자료

강사 가이드에는 수강생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업 중 제시할 수 있는 선택적 토론 
주제를 포함한다.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한 후 발표하게 한다. 수강생의 이동을 
유도하고 싶은 경우 포스트잇에 해당 
팀의 토론 결과를 적어 (포스트잇 한 장당 
아이디어 하나씩 기재) 강의실 벽이나 
칠판에 붙일 수 있도록 한다.

토론 주제 제안

Wine Australia Assets Gallery 메뉴에서 
각 과정 별 보충 영상 파일을 찾아볼 
수 있다. 강의 전 강사컴퓨터에 영상을 
다운로드할 것을 권장한다. 권장 시청 
시간은 영상 아이콘을 참고한다. 

배경 영상 
본 자료는 수업 시작 전, 쉬는 시간 중, 
또는 수업 활동 중 멘트없이 배경으로 
실행하는 영상이다. 음악은 실행 또는 무음 
상태로 설정 가능한다. 배경 영상은 ‘loop’ 
또는 ‘repeat’ 모드로만 실행되므로,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계속 재생된다. 미디어 
플레이어 종류에 상관없이 쉽게 실행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주제별 영상 
본 영상 자료는 호주 와인메이커, 전문가, 
기타 업계 전문가가 특정 주제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영상이다. 주제별 영상은 
모든 수강생이 착석 완료한 후 잘 들을 수 
있게 작동시킨다.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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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테이션 자료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강사 가이드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사진이나 시각 
자료를 통해 수강생에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수강생이 잘 볼 수 있도록 큰 스크린에 띄우기를 
권장한다. 수강생들이 필요한 경우 노트 필기가 
가능한 자료도 준비되어 있다. 수업 전 각 
수강생에 PPT 자료를 인쇄해 배부해도 좋으며, 
편집 가능 파일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 
가능하다.

보충 자료 
유인물은 Wine Australia Assets Galler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인쇄하여 수강생에 배포할 
수 있다. 

시음 리스트
시음 리스트 양식은 편집 가능하며, Wine 
Australia Assets Galler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전에 리스트를 작성한 후 수강생에 
배포하며, 수업 중 시음한 와인과 구매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서 
인증서는 Wine Australia Assets Gallery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 사전에 개별 회사 로고와 
코스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력한 후 인증서를 
수여한다. 

본 강사 가이드 및 기타 강의 자료는 Wine Australia가 2018년 
제작한 자료이다. 수록된 정보와 통계는 제작 시 기준 유효 정보이나 
더 최신 정보도 구할 수 있다. 

* 강의안내서, 수록된 정보, 표, 이미지는 Wine Australia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발췌, 복제, 배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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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반일차 1회 강의로 진행하거나, 주제와 주제별 강의시간을 선택하는 모듈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진행 방식은 강의 시간과 수강생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 강의 소주제들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아래에는 4개 주요 
모듈과, 반일차 과정으로 진행하는 경우 시간 배분의 예시이다. 

반일차 수업 

주제 시간 (분)

인사말 및 소개 10 분

호주 와인의 역사 15 분

호주의 지리, 기후, 토양 15 분

주요 호주 와인 산지 45 분

쉬는 시간 10 분

호주의 주요 품종과  
와인 스타일 2 시간

요약 및 마무리 5 분

핵심 모듈

1. 호주 와인의 역사 

2. 호주의 지리, 기후, 토양

3. 주요 호주 와인 산지

4. 호주의 주요 품종과 와인 스타일 

권 장
강 의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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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강의시간 및 장소 확정 
 물품 확인 (시음잔, 프로젝터, 시음용 매트 등)
 수강생 모집 (강의 1주 전까지 RSVP로 인원수 확정).

1주 전
 강의 장소 재확인 - 테이블/의자 제공 가능 여부 확인 
 수강생 수 확인 
 강의 내용 검토 및 강의안 편집 
 와인 선택 (수강생 16명 당 1병). 아래 제안 내용 참고
 강의 순서에 맞게 시음 리스트 초안 작성 및 인쇄 (템플릿 사용). 

1일 전
 수강생 리스트 인쇄 
 시음 노트, 인증서 등 관련 수업 자료와 유인물 작성 및 인쇄 
 시음잔 세척 및 준비 
 필요 시, 와인은 전날 냉장 보관 
 강의 시 필요한 모든 물품 재확인.

3시간 전 
  와인의 적정 온도 여부 확인, 화이트/스파클링 와인의 경우 냉장 상태확인 
  강의실 준비 
  프로젝터/노트북/iPad 준비 
  수강생 안내에 문제가 없도록 현장 담당자의 강의 시작 시간 및 장소인지 여부 확인.

30분 전 
  화이트/스파클링 와인의 경우 물과 얼음을 50:50의 비율로 담은 아이스버킷에 와인을 준비.

강 의
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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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사 항  점 검

수강생 1인 당 준비사항
   시음 와인 한 종류 당 시음잔 1개

   600ml 생수 1병 

   스피툰 1개 (플라스틱 컵 사용 가능)

   물, 크래커와 같이 입맛을 정돈할 수 
있는 물품 준비 

   시음 매트, 와인 리스트, 기타 유인물

   필기 도구 

참고사항: 
토론하기 좋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정렬한다. U자 모양의 라운드 테이블 포맷 
으로 정렬하는 것이 좋다. 

강의실 준비사항 
   수강생 인원수에 맞는 테이블과 의자

   정면에 시음 와인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 (배럴)

   와인을 담아둘 수 있는 아이스버킷과 
얼음

   코르크 스크류 

   와인을 흘린 경우 닦을 수 있는 천이나 
페이퍼 타올 

   프로젝터와 스크린/벽 

   강의실에 따라 마이크와 스피커 필요 

추천 시음 와인 
스파클링 와인 

 – House of Arras ‘Brut Elite’ 
Tasmanian Sparkling 

리즐링
 – Grosset ‘Polish Hill’ Clare Valley Riesling

 – Frankland Estate Frankland River Riesling 

세미용/SSB 
 – Brokenwood Hunter Valley Semillon

 – Fraser Gallop Margaret River 
Semillon Sauvignon Blanc

샤르도네
 – Leeuwin Estate ‘Art Series’ Margaret River 

Chardonnay

 – Giant Steps ‘Sexton Vineyard’ Yarra Valley 
Chardonnay

피노 누아
 – Stonier Mornington Peninsula Pinot Noir

 – Josef Chromy Wines Tasmania Pinot Noir

그르나슈
 – Cirillo Barossa Valley Grenache

 – SC Pannell McLare+C32n Vale Grenache 

쉬라즈
 – John Duval ‘Entity’ Barossa Valley Shiraz 

 – Tyrrell’s Wines ‘Vat 9’ Hunter Valley Shiraz 

카베르네 소비뇽
 – Wynns Coonawarra Cabernet Sauvignon 

 – Vasse Felix Margaret River 
Cabernet Sauvignon

기타 품종
 – Coriole McLaren Vale Fiano

 – Castagna ‘La Chiave’ 
Beechworth Sangiovese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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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음 추천 와인 리스트

스파클링 와인
 – Bird in Hand Adelaide Hills Pinot Noir 

스파클링 와인 NV
 – Dal Zotto ‘L’Immigrante’ King Valley 

Prosecco 

리즐링 
 – Harewood Estate Mount Barker Riesling 

 – Crawford River Henty Riesling 

세미용/SSB 
 – Tyrrells ‘Stevens Vineyard’  

Hunter Valley Semillon 

 – Sorrenberg Beechworth  
Sauvignon Blanc Semillon 

샤르도네
 – Printhie ‘Mt Canobolas’ Orange 

Chardonnay

 – McWilliam’s ‘842’ Tumbarumba 
Chardonnay

피노 누아
 – William Downie Gippsland Pinot Noir 

 – Picardy Pemberton Pinot Noir 

그르나슈 블렌딩 
 – Mount Mary ‘Marli Russell’ Yarra Valley 

Grenache Mourvèdre Shiraz 

 – La Violetta Almirante y Obispo Geographe 
Grenache Mourvèdre Tempranillo Shiraz 

 – Best’s ‘White Gravels Hill’ Great Western 

쉬라즈 
 – Eden Hall ‘Block 4’ Eden Valley Shiraz 

카베르네 소비뇽 
 – Bremerton ‘Walter’s Reserve’  

Langhorne Creek Cabernet Sauvignon 

기타 품종
 – Golden Grove Granite Belt Vermentino 

 – Ravensworth Hilltops Nebbiolo 

 – Scion Rutherglen Durif

주의 사항: 
 – 와인 1병 당 16명 시음 가능
 – 코르크 마개인 경우, 코르크 오염을 

대비해 예비 와인 준비 
 –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레드 와인은 

미리 잔에 따라 두어도 좋다 – 와인은 
15°C (60°F)에서 서빙한다. 화이트나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 차게 서빙될 수 
있도록 미리 따라놓지 않는다. 

필 요 사 항  점 검



AUSTRALIAN  
WINE  
DISCOVERED
교육 프로그램  

Wine Australia는 책임있는 음주 
문화를 지원합니다. 

문의 사항은 
discovered@wineaustralia.com 
으로 이메일 

프리젠테이션 자료, 영상, 시음 관련 자료 
및 기타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본 프로그램은 호주 와인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다. 



프 리 젠 테 이 션  자 료 

프로그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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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와인 커뮤니티는 독창성과 실험정신으로 
유명하다. 와인메이커는 타고난 호기심으로 
전통적 방식을 완성시키며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함으로써 탁월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 호주 와인은 와인을 빚어낸 사람과 산지의 
독특한 지역적 특징을 정통성있게 표현한다. 
아울러 호주의 고대로부터 형성된 토양과 
다양한 기후라는 장점이 잘 반영된 실리적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포도밭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 사업으로 경작되어 
오고있다. 

 – 호주는 탁월한 품질의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포도밭과 수상 경력에 
빛나는 최상급 와인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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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인 첫시음
모든 사람들에게 
클래식한 스타일의 호주 
와인을 맞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본격적인 
시음은 후반부에 
진행된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독창적인 와인 

 – 호주 와인은 세계 최고의 다양성을 자랑하며, 
65개 지역에 걸쳐 100 여종 이상의 다양한 
포도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오늘날 호주 
와인은 독특한 기후와 토양을 잘 표현해 줄 뿐 
아니라 열정적인 생산자와 업계 관련자를 잘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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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세계 5위의 와인 수출국이며, 전체 
생산량의 60% 가량을 수출하고 있다. 

호주 와인 -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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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와인의 역사와 유산 
개척자 시대: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호주 와인 와인의 개척자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밭을 확장하였으며, 와인을 생산하고 수출을 
시작한 시기로, 비록 소규모이지만 전도양양한 
와인 산업이 태동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주요 와인 산지와 역사적인 포도밭의 전통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 이 중 일부가 오늘날까지 
남아 유명한 올드 바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호주 와인쇼는 19세기에 시작되었다. 왕실 
농업 행사로 시작해 호주 와인 품질 개선에 
기여하였다. 와인쇼는 그 후로 지속되어 호주의 
가장 흥미로운 와인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1788년  
유럽인들의 호주 정착 
유럽인들이 이주, 정착하면서 최초의 포도나무가 
뉴사우스웨일즈의 현재 시드니 식물원 (Sydney 
Botanic Gardens) 위치에 식재되었다. 리오 
데 자네이로와 케이프 타운에서 출발한 최초의 
선단이 영국에서 호주로 오는 길에 포도나무를 
들여왔다. 

1791 
중요한 의미를 지닌 최초의 포도나무 식재, 
재배 
불과 몇 년 사이 포도 재배 면적은 3에이커로 
늘어나 총 8,000 그루의 포도나무가 파라마타 
(Parramatta) 인근의 로즈 힐 (Rose Hill)에 
식재되었고, 800 개의 접목 (cutting)이 노포크섬
(Norfork Island)에 식재되었다. 당시 호주에는 
포도 재배나 양조 경험자가 전무했으므로 이러한 
초기의 노력은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호주 와인의 역사’ 영상 상영

주제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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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맥아더, 유럽 와인 산지 방문 
개척가, 농업전문가인 존 맥아더 (John 
Macarther)가 1797년 시드니에 있는 본인 
소유지에 3.5헥타아르 부지의 포도밭을 
조성했으나, 실질적으로 호주 와인 산업에 존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20년 후에 이루어졌다. 존은 
그의 아들 제임스, 윌리엄과 함께 “묘목 수집 
및 포도 재배에 관한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유럽을 방문했다. 펜리스 (Penrith)와 캠든 파크 
(Camden Park)에 있는 묘목장에 포도나무를 
심고 뉴사우스웨일즈 식민지 전역에 포도묘목을 
퍼뜨렸다.

1822  
수출 개시 
호주 와인이 처음으로 런던에 수출되었다.

1823 
오늘날 헌터 밸리의 토대 수립 
1823년, 20 에이커의 포도 나무가 헌터 리버 
북쪽 제방을 따라 헌터 밸리에 식재되었고, 그 
이듬해 이 지역에서 상업적 포도 재배가 성공을 
거두었다.

타즈매니아 와인 산지 부상 
한때 죄수였던 Barthlomew Broughton
이 타즈매니아에 최초의 상당 규모 포도밭을 
식재하였다. 10년 후 1834년에 당시 정착자였던 
William Henty가 포도나무 묘목과 접목을 
빅토리아에 배로 들여갔다. 이 접목이 빅토리아와 
남호주의 최초 포도밭의 기원이 되었다.

호주 와인이 처음으로 국제대회 수상 
영국 왕실 협회의 예술, 제조업 및 상업 장려를 
위한 시상식에서 시드니 Brush Farm에서 
Gregory Balaxand가 생산한 와인이 은메달을 
수상하였다. 심사위원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호주 와인은 귀중한 수출품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라고 
예견했다.

1829  
포도나무 서호주 상륙
서호주에 최초의 식민지 사람들이 도착 직후 
서호주 최초의 포도나무가 Freemantle 인근에 
식재되었다. 1832년 Olive Farm의 식물학자 
Thomas Waters가 서호주 최초의 와인을 제조,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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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James Busby 묘목 수집 후 호주에 도착
스코틀랜드 출신의 공무원이며 포도재배자인 
James Busby 가 1824년 호주에 도착했다. 
호주에 잠시 머무는 동안 포도 재배 및 와인 
양조에 관한 책을 집필했고, 호주 와인 산업의 
태동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넉달에 걸쳐 
스페인과 프랑스 포도원을 여행하면서 수백 개의 
포도나무 접목을 수집했다. 이들 접목은 호주 
올드 바인의 효시가 되었다.

1838  
야라 밸리에서 빅토리아 주의 와인역사 
시작 
야라 밸리에 최초의 포도 나무가 식재되고, 
빅토리아주의 최초의 주요 와인 산지가 되었다. 
그러나 빅토리아 와인 산업은 10년 후에야 
그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빅토리아 최초의 
부지사였던 Charles Joseph La Trobe는 
스위스 Neuchâtel의 수석 와인메이커의 아들인 
Clement Deschamps를 빅토리아에 데려와 
포도 나무를 심었다. Deschamps는 고향에서 
친구와 지인을 데려와 빅토리아에 정착했고 
이들이 이 지역 와인 산업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838 
남호주의 최초 상업적 포도원 조성 
젊은 농부인 John Reynell이 맥라렌 베일에 
남호주 최초의 상업적 포도밭을 조성했다. 1850
년 Thomas Hardy가 합류해 Reynell을 통해 
배운 후 1853년 자신의 포도원을 조성해 호주 
와인의 전설이 되었다.

1842년  
바로사의 탄생 
호주의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 중 하나인 
바로사 밸리는 유럽 정착민과, 그 뒤를 따른 
실레지아 루터교 이민자들에 의해 조성되었고 
이들은 바로사 밸리의 와인 생산에 명확한 독일 
색채를 가미했다. 1847년 Joseph Gilber가 
Pewsey Vale에 에덴 밸리 최초의 포도나무를 
식재하였다. 초기 포도나무의 상당수는 지금도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1844 
세계적인 유명한 이름의 호주 와인의 탄생 
영국에서 건너 온 개업의였던 Dr Christopher 
Rawson Penfold와 그의 아내 Mary가 남호주에 
이주해 애들레이드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펜폴즈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당시 매입한 부지는 
오늘날 Penfolds Magill Estate 의 효시가 
되었다. 그 후 50년 동안 펜폴즈는 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정 강화 와인 생산자로 성장했다.

1849 
얄룸바: 세계적인 와인 명가 
1847년 Samuel Smith가 호주에 도착했고, 
그는 곧 바로사 지역이 포도 재배에 완벽한 
토양과 기후 조건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1849년 
최초의 얄룸바 포도밭을 조성했고, 이후 얄룸바는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와인 명가로 성장했다.

1858  
Tyrell’s Wines: 전통과 혁신의 상징 
헌터 밸리의 유명한 Tyrell’s Wines의 창업자 
Edward Tyrell은 1858년 그의 첫번째 포도밭 
부지를 매입한다. 1867, 1879, 1908년 포도를 
식재했고, Tyrell 와인은 헌터 밸리 세미용과 
쉬라즈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1971년 Tyrell
은 호주에서 최초로 레이블에 샤르도네 품종이 
표시된 와인을 생산, 호주 와인 혁명을 주도한다.

1864 
루더글렌의 부상 
George Morris는 빅토리아 주에 있는 금 채굴장 
상점 운영 수익으로 100 헥타아르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지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1880
년대 이 지역 포도밭의 수는 3배가 되었고, 
루더글렌은 빅토리아 주의 최대 와인 산지로 
부상했다. 오늘날 루더글렌 지역은 호주 주정 
강화 와인의 중심이다.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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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William’s Wines: 전설적인 와인
Samuel McWilliam은 뉴사우스웨일즈(NWS) 
지역의 코로와 (Corowa) 외곽에 포도나무를 
식재했다. 아들인 JJ McWilliam은 한 발 더 
나아가 리베라나 지역을 개척해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적 와인 생산지를 개발하게 된다. 
오늘날 McWillaim’s Wines는 호주 와인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들 중 하나이다. 

필록세라 유입
필록세라는 1877년 유럽산 포도 접목을 통해 
빅토리아 주에 유입되었고, 1844년에는 NWS
의 캠든 지역에서 발견된다. 엄격한 검역 규정 
덕분에 남호주 전역을 포함 많은 포도밭과 산지가 
필록세라를 피해갈 수 있었다. 오늘날 남호주에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원래의 유럽산 
루트 스톡(rootstock) 그대로 자라고 있으며, 
대부분의 호주의 주요 포도밭 산지는 필록세라 
청정 지역이다.

1886년  
영국, 호주와인의 매력에 사로잡히다.
런던에서 열린 전시회 (Colonial Exhibition)
는 영국 시장에서 호주 와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영국의 유력 상인들이 
루더글렌, 맥라렌 베일, 바로사 밸리 지역의 
와인을 상당량 주문하는 거래가 성사되었다. 이는 
영국 중산층이 호주 와인을 즐기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1891년  
John Riddoch, Coonawara Fruit 
Colony 설립 
목축업자인 John Riddoch이 쿠나와라에 
최초의 포도원을 조성한다. 1951년 David Wynn
과 Samuel Wynn은 Riddoch의 부지를 매입해 
유명한 Wynns Coonawara Estate를 설립한다. 
현재 쿠나와라 와인 산지는 붉은색 테라로사 
토양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주정 강화 와인 시대: 1900년대-1940
년대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주정 강화 와인이 생산 
및 무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호주에서 
생산되는 대다수 포도로 스위트하고 진한 
풍미의 와인이 생산되었다. 특히 루더글렌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뮈스카와 뮈스카델은 이 
시기의 가장 인기있는 스타 와인이다. 소비자의 
주정강화와인을 향한 끝없는갈증으로 귀중한 
쉬라즈, 마타로 (무르베드르), 그르나슈의 오래된 
포도나무가 생존 유지되었고, 이후 재조명되어 
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

1910년 
Carl Angove, 리버랜드에 포도나무 식재
리버랜드는 호주에서 가장 많은 양의 와인을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해 내는 지역이다. Carl 
‘Skipper’ Angove는 이 지역의 포도재배 
잠재력을 인식하고, 1910년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 1차 세계 대전 후 유럽 이주자들의 
도움으로 포도밭은 꾸준히 늘어났고 이들은 
호주에 새로운 양조 전통을 들여왔다.

1921 
Marice O’Shea, 헌터 밸리 포도원 매입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메이커 중 하나인 
Maurice O’Shea는 그의 모친을 설득해 
역사적인 Pokolbin 지역의 Mount Pleasant 
부지를 매입한다. 그는 세미용 단일 품종 와인 
생산 (당시 드물게 생산)에 열정을 갖고 있었고, 
주정 강화 와인이 주류이던 당시 환상적인 테이블 
와인을 생산한다.

1928년  
De Bortoli Wines: 진화와 혁신 
Vittorio De Brotoli가 지인과 가족을 위해 
리베리나에서 15톤 남짓의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서 De Bortoli Wines가 설립되었고 
오늘날 호주와인의 상징이 되었다. 획기적인 
‘Noble One’ 세미용 디저트 와인으로 유명한 De 
Bortoli는 혁신과 품질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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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초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셀러 
Adelaide 소재 Hamilton Ewell Wines의 
Sydney Hamilton은 남아공 방문 이후, 호주 
최초로 온도조절이 가능한 셀러를 건축한다. 이를 
통해 발효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화이트 와인 
품질이 괄목할만큼 개선된다. 그는 1940년대에 
발효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냉장기술을 도입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르네상스 시대: 1940년대-1960년대
호주 와인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시기이다. 
당시 수요가 주정강화와인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품질 개선에 사활을 건 몇몇의 야심찬 
와인메이커들은 포기하지 않고 호주 최상품질의 
테이블 와인을 소량 생산하게 된다. 이 시기 
주정강화 와인의 인기는 정점을 찍게되고, 
소비자는 테이블 와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유럽에서 건너 온 이민자와 퇴역 군인들이 이 
추세를 이끌었다.

1951년 
Penfolds Grange 첫 빈티지 
Penfolds Grange는 명실상부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으로, 전설적인 와인메이커 
Max Schubert가 화학자인 Ray Reckwith
의 조력을 통해 만들어낸 와인이다. 이들은 
호주가 세계 최상급 수준의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와인생산국임을 입증했다.

1955년  
와인 리서치를 통한 품질 견인 
Australian Wine Research Insititute (AWRI)
가 설립되어, 대학 및 기타 주요 연구 기관과 
함께 최첨단 과학에 근거하여 포도재배 및 
양조 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게된다. AWRI
는 세계 최고의 와인 리서치 기관으로 과학적 
통찰력으로 기존의 양조 관행에 과감히 도전하여,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와인의 맛을 창조하려는 
와인메이커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전성기: 1960년대-현재
식문화 및 테이블 와인 문화가 성장하면서 
선도적인 재배자와 와인메이커가 새로운 와인과 
산지를 개척하면서, 현대적인 서늘한 기후 (cool 
climate) 시대가 도래하였다. 호주 프리미엄 
산지의 절반이 넘는 산지, 특히 서늘한 기후 
환경에 있는 지역을 발굴, 재발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현대적 개척자는 초기 개척자와 
공통점이 많다. 1970년대에는 레드 와인 판매가 
호황을 맞았고, 1980년대에는 화이트 및 로제 
와인 수요가 증가했다. 와인 생산국으로서 
호주의 명성 또한 수출 성장세와 함께 높아졌다. 
1980년대 초반 호주는 와인 수출국 중 18위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초반 6위로 성장했다. 
65개의 다양한 와인 산지와 호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 탁월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호주 와인 업계는 제2의 전성기에 
접어들고 있다. 지리적인 다양성과, 기후 변화에 
맞춰 품종을 선택하는 유연성, 새로운 서늘한 
기후 지역으로 품종을 이전하려는 노력은 전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다.

1963년  
야라밸리의 부활 
빅토리아의 최초의 포도 재배 지역인 야라 밸리는 
1877년 필록세라 사태 이후 고전했다. 이 지역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
년대 초반까지 포도 나무들이 제거되었다. 1960, 
70년대에 들어와 다수의 와인 개척자들은 이 
지역의 잠재력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Wantirna 
Estate의 Reg Egan은 1963년 처음으로 이 
지역에 포도나무를 다시 심었고, Yarra Yering
의 Dr Bailey Carrodus는 포도재배를 시작한지 
무려 50년 후인 1973년, 최초의 상업적 빈티지를 
생산했다.

1967년  
마가렛 리버: 스타 와인산지의 급부상 
심장전문의 Tom Cullity 박사는 마가렛 리버에서 
최초의 현대식 상업적 포도원인 Vasse Felix를 
설립하였다. 이 지역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고품질 와인 중심지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이 지역 초기의 와인 생산자의 상당수가 
와인생산에 초보자였다는 사실은 더욱 이채롭다. 
현재 마가렛 리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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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애들레이드 힐즈 지역의 포도재배 부활
애들레이즈 힐즈에서는 1870년대부터 포도가 
재배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1930년대에 
제거되었다. 이 지역은 와인메이커 Brian Croser
와 그의 일가가 샤르도네를 식재하면서 
와인산지로 부활하기 시작했다. 곧 다른 
개척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서늘한 
기후의 프리미엄 와인산지에서 100여명의 
생산자가 와인을 만들고 있다.

1980년대 
테이블 와인 시장의 우세 
테이블 와인 위주로 시장이 점차 재편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호주 와인 역사상 
최초로 테이블 와인 소비가 주정강화와인을 
추월하였으나, 본격적인 소비는 198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불과 30년만에 6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생겼고 세계적 수준의 와인을 만들고 
있다. 와인산지 오렌지(ORANGE) 지역의 급속한 
성공은 호주 서늘한 기후 와인의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2007 
수출 최고치 경신 
호주 와인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해 9억 5천만 
호주 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후 2011년에 4억 2천 
5백만 달러로 주춤했다가 다시 2017년에 4억6천
4백만 달러로 반등하였다.

2010년  
새로운 와인양조 물결 
새로운 세대의 실험적 와인메이커들이 등장하여 
아티장(artisan) 방식을 실행하고, 오가닉/
바이오다이나믹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생산자들이 매력적인 호주 와인에 
다양성을 더하고 있다.

호주 올드 바인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호주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호주의 어느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가?

 – 1900년대 중반 주정강화와인 일변도 
시장에서 테이블 와인으로 급선회한 
시기가 있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 호주에는 5대, 6대에 걸쳐 와인을 
만드는 가족 경영 기업이 많은데, 양조 
가업을 세대에 걸쳐 이어가는 장점은 
무엇일까? 이런 트렌드가 호주 와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토론 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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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지리, 기후, 토양 
호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면적을 자랑하며, 
하나의 섬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대륙으로 지리적, 
생물학적 다양성은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호주는 만년설, 길게 뻗은 해안선, 
열대우림, 독특한 동식물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양도 분포한다. 호주의 
지리, 기후, 토양과 와인 산지를 이해함으로써 
호주 와인에 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호주의 6개 주, 2개의 테리토리 전역에서 와인이 
생산되며, 와인산지는 주로 기온이 가장 서늘한 
남동부 및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총 
면적 중 포도재배 면적은 135,000 헥타아르 
(0.02%)이며, 보르도와 버건디를 합친 것보다 
조금 작다.

호주의 기후와 토양은 남동호주와 타즈매니아의 
고산지대부터 남부와 남서부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 퀸즈랜드의 열대 기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포도밭이 집중되어 있는 남부 
지역의 경우 차겁고 비바람이 많은 남극해가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여 와인 생산에 
이상적인 기후를 제공한다. 호주는 남극해를 
따라 동서의 해안 경계선이 길게 펼쳐진 유일한 
대륙이다. 서늘한 기후라는 장점 외에도 호주 
남부 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자연 환경에 관한 통제가 
엄격하여 산업이나, 도시의 오염없이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고대부터 형성된 토양 및 
대척지 기후 덕분에 호주의 독보적인 테루아는 
유럽 와인과 차별되면서도 동등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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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와인 산지의 다양한 기후 
호주의 위도, 해양의 영향, 고도는 호주의 기후 
다양성의 원인이다. 아울러 강수량의 큰 편차도 
기후 다양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전세계 기후는 
크게 열대, 아열대, 온화한 기후 세 가지로 
분류되며, 세계의 와인 산지 중 대부분은 온화한 
기후 지역에 위치한다. 호주도 마찬가지이며 
대부분 와인 산지는 NWS, 남호주, 타즈매니아, 
빅토리아, 서호주 지역 내에서도 온화한 기후 
지역인 남동부 및 남서부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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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SCARP (WA)
- MOUNT LOFTY RANGES (SA)
- THE GREAT DIVIDING RANGE 

(QLD, NSW, VIC)1,000-
1,200M

(3,281–3,937FT)

� �

��� 100m (328 feet) 
��� ��� ��� �
0.65°c ��. 
���� ��� �� ��
�� ��� ��

프리미엄 산지 기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 위도: 위도가 높은 지역 -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일수록 기후가 서늘하여, 
남호주가 북호주보다 훨씬 서늘한 기후를 
보인다. 포도나무는 적도로부터 위도 30°-50° 
내에 대부분 위치하는 온화한 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며, 호주의 대부분 와인 산지가 이 
범주에 속한다. 

 – 서늘한 날씨 패턴: 남극해의 찬 바람이 호주의 
많은 유명 와인 산지의 날씨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남부, 남동부, 남서부의 날씨를 
서늘하게 하는 바다의 영향은 이탈리아나 
뉴질랜드의 서늘한 지중해성 또는 해양성 
기후와 유사하다. 

 – 고도: 고도가 100m (328 feet) 상승할 
때마다 기온이 약 0.65°c 하락한다. 호주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지는 최대 1,000-1,200M 
(3,281–3,937FT)에 위치한다. 

 – 지리적 특징: 호주 와인 산지에서 기후와 
날씨에 영향을 주는 3대 주요 산맥: 서호주의 
Darling Scarp, 남호주의 Monunt Lofty 
Ranges 와 퀸즈랜드, NSW, 빅토리아에 
걸친 세계에서 가장 긴 내륙 산맥인 Great 
Dividing Range. 이 산맥들은 주변 지역의 
강수량, 적설량, 바람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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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도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를 대륙도라 한다. 대륙도는 
주로 바다나 대형 호수에 인접한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포도 재배 기후는 크게 대륙성, 
해양성, 지중해성 기후로 나뉘며 호주에는 이 세 
가지 기후 유형이 모두 존재한다.

대륙성 기후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추운 방대한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산지가 이에 해당한다. 리즐링, 
피노 누아와 같이 일찍 익는 품종에 적합하다. 
서늘한 대륙성 기후의 경우 봄 서리나 생장기간 
중 저온 위험이 있다. 여름이 건조하여 관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
대륙성 기후 지역: 클레어 밸리 (SA), 에덴 밸리 
(SA), 그레이트 서던 일부 지역 (WA), 야라 밸리 
(Vic).

해양성 기후 지역 
주로 해안 인접 지역으로 기온차가 적고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해, 온도와 햇볕의 영향을 
조절하는역할을 한다. 생장기가 길어 완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카베르네 소비뇽과 같은 품종이 
적합하다. 호주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많고 좀 더 본격적인 해양성 기후를 
보이는 지역도 일부 존재한다. 
해양성 기후 지역: 모닝턴 퍼닌술라 (Vic), 
타즈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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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성 기후 지역 
해양성 기후와 유사하나 여름이 덥고 건조하다.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의 기온 차가 적다. 
온기와 햇볕이 좋아 산도가 낮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풀바디 와인을 생산한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 바로사 밸리 (SA), 
지오그래프 (WA), 맥라렌 베일 (SA), 또한 강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지역인 마가렛 
리버 (WA).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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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포도 재배철 
전세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별 산지의 
계절과 날씨에 따라 포도밭을 관리한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의 계절은 북반부와 반대이다. 

겨울 (6월-8월) 
겨울 가지치기 : 포도나무를 가치지기 해 소수의 
봉오리만을 남겨둔다. 
휴면기: 포도나무가 휴식하는 시기 

봄 (9월-11월) 
발아, 생장, 개화: 싹이 트고, 순이 자라서 새 잎과 
꽃을 피우는 시기. 순은 계속 자란다. 

여름 (12월-2월)
포도알 형성과, 베레종: 꽃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열매가 익기 시작하면서  
포도의 크기가 급속하게 커진다. 

가을 (3월-5월)* 
베레종과 수확: 포도가 완숙되면 재배자는 수확 
시기를 결정한다. 수확 시기는 포도 품종, 산지, 
원하는 와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포도송이를 
수확할 때 수확시기(빈티지)가 시작된다. 포도 
재배자와 와인메이커에게는 일년 중 가장 
바쁘면서도 신이 나는 시기이다. 수확이 끝나면 
포도잎은 색이 변하여 떨어진다. 

* 참고: 와인 산지에 따라 1월이나 2월에 수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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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지진 활동이 별로 없었으므로 이 역시 고대 
토양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호주는 구조판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지질구조판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역이므로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별로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호주에도 비옥한 화산토 뿐 아니라 모래나 
석회암으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젊은 토양이 
분포한다. 호주의 다양성은 이렇듯 토양에서도 
나타난다. 토양의 유형은 와인 산지마다, 산지 
내에서도 아주 다양하며 심지어 단일 포도밭 블록 
간에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호주 와인 산지의 
토양을 일반화시켜 서술하기는 쉽지 않다. 

호주 고대 토양의 이해 
호주는 1억년 전 형성된 대륙이며 따라서 토양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하면서도 토양의 상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분이 부족하다. 그러나 포도는 양분이 적당히 
결여된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란다. 일반적으로 
비옥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포도나무의 과실의 
양은 적으나 더욱 농축된 풍미를 드러낸다.
약 20,000– 26,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지구상의 많은 대륙이 빙하로 둘러싸였고, 이 
빙하가 대륙 사이를 이동하면서 토양을 씻겨 
내리고 다시 새로운, 양분이 풍부한 토양층을 
생성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호주의 일부분만 
빙하로 뒤덮였고 토양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풍화작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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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분류 
대부분의 호주 포도 산지의 토양은 해양퇴적물 
(석회암), 화강암, 화산 퇴적물 (현무암), 선-
캄브리아기 및 캄브리아기 변성 퇴적 단층에서 
유래하였다. 
해양 퇴적물(석회암): 남호주의 남동부  
(쿠나와라, 랭혼 크릭, 맥라렌 베일), 애들레이드 
평원과 구릉지대, 빅토리아 서부 , 머레이 밸리. 
화강암: 마가렛 리버, 마운트 바커, 그램피언즈, 
빅토리아 북동부. 
화산토 (현무암): 빅토리아 중부, 타즈매니아 
북부, 헌터 밸리, 오렌지. 
선-캄브리아기 및 캄브리아기 변성 퇴적 단층: 
바로사 밸리, 에덴 밸리, 클레어 밸리, 애들레이드 
힐즈, 프레리유 퍼닌술라, 캥거루 아일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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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종류 
UN 식품농업기구 (FAO)는 100개가 넘는 유형의 
토양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호주에는 77개 
유형이 분포한다. 호주의 와인 산지 토양은 네 개 
그룹으로 묶어 볼 수 있다.

 – 모래: 열을 흡수하며 배수가 원활한 토양. 
경작이 용이하나 양분은 부족한 단점이 있다. 

 – 진흙: 묵직하고 배수가 좋지 않은 토양으로, 
마르면 단단해지고 찬 성질이 있다. 이 토양은 
입자가 작고, 쉽게 물이 고이는 경향이 있다. 

 – 토사: 부드럽고 고운 입자의 토양으로 수분을 
유지하며 모래 토양보다 양분이 풍부하다. 

 – 양토: 토사, 진흙, 모래, 유기물이 거의 균등 
비율로 혼합된 토양이다.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으로 포도나무가 과도하게 
생장하므로 가지치기를 잘 해야 과실의 
풍미가 완숙되고 색이 진해진다. 

 – 호주의 생산자는 포도나무를 
성공적으로 재배해 왔고 다양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서 와인을 
생산해 왔다. 이러한 환경적 
다양성이 호주 와인에 시사하는 
점은? 

 – 남극해가 호주 프리미엄 와인 
산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 ‘테루아’란 와인 산지와 스타일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주제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테루아란 
무엇인가? 테루아에 영향을 
미치는요소는? 

토론 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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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와인 산지
호주의 와인메이커는 산지를 잘 표현하는 와인을 
양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호주는 65개 와인 
산지에 걸쳐 100여 종 이상의 포도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지역성은 호주 와인 커뮤니티를 
지탱하는 초석이며, 각 산지는 고유의 특징과 
와인 스타일을 갖고 있다. 
호주의 포도밭은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GI)로 분류된다. GI는 호주의 와인 
산지명이며, 지대, 지역, 하부 지역으로 나뉜다. 
GI 체계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관리 체계와 
유사하며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NSW의 리베리나와 남호주의 리버랜드의 따뜻한 
기후 지역에서 자란 포도로 가장 많은 양의 
와인이 생산된다. 일반적으로 상위 프리미엄급 
와인은 규모가 작은 온화한 기후 지역에서 
생산된다. 

호주 GI (지리적 표시)표시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이다. 통상 한 해 최소 
500톤의 와인용 포도를 생산하는 단일 
지구로, 각 5헥타아르 이상의 면적을 
가진 최소 5개의 독립 소유 포도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타 지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특성이 있어야 하며 지역 내에서 
포도 재배 특성 상 동일성을 지녀야 한다. 
85% 의 룰이 호주 와인에 적용되는데, 
라벨에 지역을 명시하려면 최소 85%
는 해당 지역 포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비율은 국가마다 달리 
적용된다.

호주 와인 -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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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 
애들레이드 힐즈 
애들레이드 힐즈의 자연 환경은 생산되는 와인 
만큼이나 다양하다. 호주에서도 가장 서늘하고 
고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가파른 지형 덕분에 
계곡 지역의 미세기후가 다양하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 존속되고 있는 독일인 이주지로, 1930
년대 대다수의 포도나무가 제거되었으나 1970
년대 후반 와인 산지로 다시 부활했다. 오늘날 이 
지역은 프리미엄급 와인을 생산하며 호주 와인 
진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 전반적으로 온화한 기후 지역으로 높은 
고도 등 특정 지역에서는 서늘한 기후 특성을 
보인다. 
고도: 400–650 미터 (1,312–2,133 피트).
토양: 토양은 회갈색 또는 갈색 양토질 모래가 
섞여 있고, 진흙 하부토 위에 모래로 구성된다. 
저지대는 토양이 묵직해 포도나무가 생장이 
활발한 반면, 고지대는 배수가 잘 되는 돌이 섞인 
토양으로 포도의 생장이 제한된다. 
주요 품종: 애들레이드 힐즈는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 피노 누아, 쉬라즈로 유명하며,  
이들은 이 지역의 서늘한 기후와 잘 맞는 
품종이다. 또한 그뤼너 벨트리너, 산지오베제, 
네비올로와 같은 기타 품종을 실험하는 혁신적인 
와인메이커들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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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바로사 밸리 - 토양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양분이 풍부하고 토양이 깊다. 
상대적으로 덜 비옥한 진흙질 양토부터 회색, 
갈색, 붉은색을 띈 모래 성분이 더 많은 토양까지 
다양하다.  
에덴 밸리- 지형이 다양해 토양 유형도 
여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얕고, 바위가 많은 
토양이 가장 일반적이며, 회색토에서 갈색토까지, 
양토질 사토부터 진흙질 양토까지 다양하다.
주요 품종: 바로사 밸리 - 이 지역의 따뜻한 
기후는 풀 바디 레드 와인, 우수한 품질의 주정 
강화 와인, 일반적으로 힘이 좋은 화이트 와인 
생산에 적합하다. 쉬라즈, 카베르네 소비뇽, 
그르나슈로 특히 유명한 지역이다.  
에덴 밸리 - 서늘한 기후 지역은 우아한 풍미의 
와인을 생산하며, 리즐링, 샤르도네, 쉬라즈, 
카베르네 소비뇽을 주로 생산한다. 

바로사 
바로사는 호주에서도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와인 산지 중 하나이며 양질의 와인 생산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바로사 밸리와 에덴 밸리 지역을 
포괄하며, 1840년대 식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쉬라즈, 카베르네 소비뇽, 
마타로, 그르나슈, 리즐링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한다. 
기후: 바로사 밸리-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로 
일조량이 많다.  
에덴 밸리- 높은 고도에 위치해 서늘한 기후를 
보이며 고도, 포도밭의 방향, 경사에 따라 다양한 
중기후를 갖고 있다. 
고도: 바로사 밸리 - 112–597 미터 (367–1,959 
피트). 에덴 밸리 - 380–550 미터 (1,247–1,804 
피트).

바로사 쉬라즈에 관한 영상 상영

주제별 영상

바로사 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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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300–500 미터 (984–1,640 피트).
토양: 클레어 밸리는 11개 유형의 토양으로 
구성되며, 석회암 위 상층부가 전형적인 테라 
로사로 덮인 지역 (Watervale)부터 잘게 부서진 
점판암 (Polish Hill River) 지역까지 다양한 
토양을 갖고 있다. 
주요 품종: 호주의 최상급 리즐링이 이 곳에서 
재배되며, 이 지역의 와인메이커는 전형적인 
리즐링의 풍미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숙성 
잠재력이 높은 리슬링 와인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그 외 주목할 만한 품종으로 쉬라즈와 카베르네 
소비뇽이 있다. 

클레어 밸리 
클레어 밸리는 섬세한 화이트 와인과 풀바디 레드 
와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같이 아름다운 
지역이다. 클레어 밸리는 역사적으로 실험을 
거듭한 지역으로 전통적인 생산자들의 초석이 
되는 영향력이 큰 와인 산지이다.
기후: 따뜻하고 온화한 대륙성 기후지역이다. 
그러나 고도, 큰 일교차, 서늘한 오후 기온과 저녁 
미풍 덕분에 기후 조건이 다양하여 다소 서늘한 
기후를 보인다. 이러한 기후 특성은 리즐링 
재배에는 특히 중요하다. 

클레어 밸리 리즐링에 관한 영상 상영

주제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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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종: 다양한 와인이 이 곳에서 생산되지만 
카베르네 소비뇽이 가장 대표적이다 - 쿠나와라는 
호주에서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다. 기타 품종에는 쉬라즈와 메를로가 
있다. 

쿠나와라
남호주의 라임스톤 코스트에 위치한 쿠나와라는 
귀한 테라 로사 토양으로 유명하다. 또한 숙성 
잠재력이 높은 프리미엄 레드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다.
기후: 쿠나와라는 해안에서 내륙까지 거리가 불과 
100 킬로미터 (62마일) 남짓한 지역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며, 여름이 
건조하고 다소 서늘해 많은 포도 품종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완숙되기에 좋은 지역이다. 
고도: 50 미터 (164 피트). 
토양: 테라 로사 (적토)가 이 지역에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쿠나와라의 독특하고 생동감있는 
테라로사 지형은 호주에서도 가장 귀한 토양 
구성층 중 하나이다. 부드러운 석회암층 위에 잘 
부서지는 진흙이나 얕고 부서지기 쉬운 양토가 
상층토를 구성한다. 

쿠나와라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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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50–250 미터 (164–820 피트).
토양: 맥라렌 베일은 여러가지 지형을 형성하는 
다양한 토양층으로 세계에서 지질학적 
다양성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토양의 
공통점은 배수가 원활하여 최상급 와인 생산에 
이상적이라는 점이다. 
주요 품종: 약 90%가 레드 품종이며, 이 중 
쉬라즈, 카베르네 소비뇽, 그르나슈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종류의 품종이 재배되지만 
바르베라, 피아노, 산지오베제, 베르멘티노, 
진판델과 같은 다양한 품종이 실험되고 있다. 

맥라렌 베일 
이 지역은 남호주 와인의 산실로 오늘날 호주에서 
가장 진보적이며 환경적 영향에 관한 인식이 강한 
산지 중 하나이다.
기후: 여름이 따뜻하고 겨울이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이다. Mounty Lofty와 St Vincent만에 
인접한 덕분에 기후가 온화하며 이러한 자연 
환경은 이 지역의 중기후와 미세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맥라렌 베일 지역의 기타 품종에 관한  
영상 상영

주제별 영상

맥라렌 베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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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주 
마가렛 리버
마가렛 리버는 전세계에서도 역사가 짧은 와인 
산지 중 하나이다. 1970년 대 최초 빈티지를 
생산했으며 양질의 와인 산지로 국제적인 명성을 
확보했다. 세계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고립된 
와인산지로 고품질 포도 생산에 적합한 청정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자랑한다.
기후: 지중해성 기후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강수량으로 볼 때 호주에서 가장 
두드러진 해양성 기후이다. 

고도: 40–90 미터 (131–295 피트)
토양: 주로 화강함과 편마암이 근간을 이루는 
깊고 배수가 잘되는 적색의 자갈 양토이다. 
이러한 고대 토양은 척박하여 고품질 포도 재배에 
이상적이다. 
주요 품종: 레드와 화이트 포도 재배 비율이 각각 
60/40으로, 세미용/소비뇽 블랑 블렌딩 와인, 
샤르도네, 카베르네 소비뇽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아하고 섬세한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마가렛 리버 샤르도네에 관한 영상 상영 

주제별 영상

마가렛 리버 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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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즈(NSW)와 호주 
수도 특별지역(ACT)
캔버라 디스트릭트 
캔버라 디스트릭트의 다양한 자연 환경과 
서늘한 기후는 고품질 와인 생산에 이상적이다. 
호주 수도 지대와 NSW의 포도밭을 아우르는 
산지이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이 와인 
산지는 프리미엄 와인과 캔버라에 인접하여 
여행자들에 인기 있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 이 지역은 극단적인 대륙성 기후 지역으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건조하다. 

고도: 500–800 미터 (1,640–2,625 피트). 
토양: 토양은 주로 단단한 적색의 이중층으로, 
얕은 진흙의 양토가 상층토를 구성하고 있다. 
주요 품종: 이 지역에서는 서늘한 기후의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며, 가장 주목할 만한 
품종은 리즐링과 쉬라즈이며 쉬라즈/비오니에 
블렌딩도 생산한다. 이 외에 기타 품종도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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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로어 헌터 밸리의 토양은 모래질의 
충적토로 이루어진 평지 지형부터, 깊은 양토와 
부서지기 쉬운 적색의 이중층 토양까지 다양하다. 
어퍼 헌터 밸리는 강과 계곡 지형 덕분에 
알칼리성의 진흙 양토 위에 흑색의 미사토질 
양토가 덮혀있다. 
주요 품종: 이 지역은 세계 최고의 가장 독특한 
세미용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다. 이 외에도 
우수한 품질의 샤르도네, 쉬라즈 및 이 지역의 
따뜻한 기후에 적합한 기타 품종을 재배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헌터 밸리 
헌터 밸리는 호주 최초의 상업적 와인 산지로,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산지이자 가장 방문객이 
많은 지역이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 나무 그루가 있으며 포도밭이 조성된 시기는 
18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온: 봄, 여름철에 낮은 따뜻하고 습하며, 가을, 
겨울철에는 밤이 추우며 해양의 영향을 받는 
아열대 기후지역 이다. 
고도: 50–220 미터 (165–720 피트).

헌터 밸리 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호주와인  화운데이션 과정   /  강사 가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품종: 오렌지는 다양한 와인과 스타일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샤르도네가 지역을 대표하는 
품종으로, 상큼하고 우아한 와인부터 풀바디에 
진한 풍미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한다. 
다른 주요 포도 품종으로 소비뇽 블랑, 쉬라즈, 
카베르네 소비뇽이 있다. 

오렌지 
오렌지는 급부상하고 있는 서늘한 기후 지역으로, 
호주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와인 산지 
중 하나이며,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한다. 화산인 
Mount Canobolas 산으로 인해 기복이 심한 
지형 형태를 보인다.
기후: 여름 낮 기온은 따뜻하고, 밤은 서늘하며, 
가을은 건조한 대륙성 기후 지역으로 포도 재배에 
최적의 입지 
고도: 600–900 미터 (1,969–2,953 피트)
토양: 오렌지의 비옥한 화산토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주로 진흙, 양토, 테라로사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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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모닝턴 퍼닌술라 
호주 본토의 남쪽 모퉁이에 낀 모닝턴 퍼닌술라는 
호주에서도 최상급 서늘한 기후 와인을 생산하는 
작은 해안가 산지이다. 이 지역의 200개 가량의 
포도원의 대부분은 소규모로,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며, 멜번에 인접한 덕분에 부티크 
와이너리로 성공하고 있다. 
기후: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호주에서도 
유일하게 진정한 의미의 해양성 기후 산지이다. 
고도, 방향, 미풍에 노출된 환경은 개별 포도밭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중기후, 
미세기후가 발달되어 있다. 
고도: 25–250 미터 (82–820 피트).

토양: 잘 부서지고 배수가 잘되는 진흙 위에 황색, 
갈색 토양부터, 적색의 진흙 화산토, 북쪽의 깊고 
비옥한 모래 토양까지 다양한 토양으로 구성 
주요 품종: 피노 누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 
지역 대표 품종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된다. 
이외에도 샤르도네, 피노 그리/그리지오도 
생산한다. 여러가지 품종이 생산되지만, 다양한 
포도밭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품종 
특징을 일관성있게 보여준다. 

헌터 밸리 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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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더글렌 
루더글렌은 호주의 주정 강화 와인 수도로 
전세계으로 인정받고 있다. 역사적인 와인 산지로 
5, 6세대 와인메이커가 수상 경력에 빛나는 
화이트, 레드, 주정 강화 와인을 생산한다.
기후: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우며, 가을이 건조하고 길다. 빅토리아 
알프스의 구릉 지대에서 불어오는 공기 때문에 밤 
기온이 낮다. 
고도: 170 미터 (558 피트). 
토양: 토양은 진흙 위의 적색 양토부터,머레이 
리버 인근의 모래 함량이 많은 토양까지 
다양하다. 

주요 품종: 뮈스카와 뮈스카델로 생산하는 
루더글렌 주정 강화 와인은 독보적인 호주 
와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쉬라즈와 
함께 풀바디, 숙성 잠재력이 좋은 희귀한 레드 
품종인 두리프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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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현격히 다른 두 종류의 토양이 지역적 
다양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북부 지역은 표층부는 
회색 또는 회갈색 토양이며, 하부토는 적갈색의 
진흙으로 종종 바위돌이 많이 섞여 있다. 남부는 
좀 더 젊은 토양으로 아주 깊고 비옥한 적색의 
화산토이다. 
주요 품종: 기후의 다양성 덕분에 여러 품종의 
우수한 품질의 와인이 생산된다. 야라 밸리는 
샤르도네, 피노 누아로 오랫 동안 유명세를 떨친 
지역이지만, 세계적 수준의 카베르네 소비뇽과 
쉬라즈가 전망이 밝은 기타품종들과 함께 
재배되고 있다. 

야라 밸리 
빅토리아 와인 산업의 산실로 잘 알려진 야라 
밸리는 호주에서도 서늘한 기후의 선도적인 
지역이다. 방대하고 다양한 자연환경은 전통 
방식과 혁신적인 테크닉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와인메이커들의 본거지이다.
기후: 대륙성 기후로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주위에 산맥들로 둘러싸여 호주에서 가장 
서늘한 지역 중 하나이다. 고도와 포도밭 방향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중기후가 형성되어 있다. 
고도: 50–400 미터 (164–1,312 피트).

야라 밸리 피노 누아에 관한 영상 상영

주제별 영상

야라 밸리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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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종: 타즈매니아는 우아하고 강렬한 천연의 
풍미와 아로마가 풍부한 와인을 생산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다. 리즐링, 샤르도네, 피노 
누아가 중심을 이루며, 더 서늘한 지역에서는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로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타즈매니아 
태고의 섬, 타즈매니아는 호주의 최상급 서늘한 
기후 와인 산지이다. 현대적 와인 산업은 1970
년대에 시작하여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 명성을 
쌓았다.
기후: 호주에서 가장 서늘한 기후 지역이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남극해에서 부는 서풍의 
영향을 받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다. 
고도: 0–80 미터 (0–262 피트).
토양: 토양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다. 언덕 
저지대는 고대의 사암, 이암, 화산토로 구성된다. 
Derwent Valley 지역에는 사암과 편암이 
분포한다. 토탄이 함유된 충적토와 모래질의 
부엽토가 적은 토양이 Coal River Valley
에서 나타난다. Piper River 에는 깊고, 배수가 
좋으며, 잘 부서지는 토양층이, Tamar Valley
에는 진흙과 석회암 위에 자갈이 함유된 현무암이 
분포한다. 

타즈매니아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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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역 블렌딩 
다지역 블렌딩이란 균형 있고 일관성 있는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최고의 와인을 선별해 블렌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오랫동안 호주의 
혁명적인 와인 양조 역사의 한 부분으로 
지역적 강점을 살리고 스타일은 
발전시키면서도 와인에 빈티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식이다.

호주 와인 -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는?
 – 해당 지역의 대표 품종과 스타일? 
 – 호주 와인 산지에 대한 귀하의 

인식은 변화하였는가? 
 – 바로사 밸리 와인이 모닝턴 

퍼닌술라와 크게 차별되는 이유는?

토론 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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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및 특징
호주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의 스타일과 
특징은 주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호주 스파클링 와인은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를 
주종으로 하며, 대부분은 두 품종을 블렌딩하여 
생산한다. 와인메이커에 따라 블랑 드 블랑  
(‘화이트 품종으로만 생산된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하는 불어)으로 알려진 샤르도네 
단일 품종 (100%)을 생산하기도 한다. 호주 
블랑 드 블랑은 우아하고, 짭짜름하며, 꽃향기가 
있고, 드라이하면서도 활기찬 산도가 느껴지는 
와인이다. 숙성된 블랑 드 블랑은 -오랫동안 
효모 앙금과 접촉하여 숙성된 여타 스파클릥 
와인과 마찬가지로- 토스티 향을 보여준다. 블랑 
드 누아로 알려진 피노 누아 단일 품종 (100%)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도 있다. 
피노 누아 뿐 아니라 호주의 와인메이커는 
샤르도네를 피노 뮈니에와 블렌딩하기도 한다. 
피노 누아나 피노 뮈니에와 같은 레드 품종을 
블렌딩한 스파클링 와인은 샤르도네만으로 만든 
와인에 비해 더 바디감이 있고 , 보다 섬세한 붉은 
과일향의 풍미를 드러낸다. 

스파클링 와인
호주는 19세기 후반부터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해 
오고 있다. 오늘날 호주는 다양한 스타일의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는 선두적 위치이며, 
서늘한 기후 지역,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급 스파클링 와인은 기념할 순간에 
함께 하는 와인으로 선택받고 있다.
스파클링 와인은 호주 와인 커뮤니티의 전체 
생산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스파클링 
와인 소비는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시음 단계
준비한 와인을 시음한 후 
토론해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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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지 
가볍고 신선한 프로세코부터 복합적이고 힘이 
좋은 전통 방식 (Méthode Traditionelle) 
스타일까지 호주의 스파클링 와인은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와인 산지와 솜씨좋은 와인메이커에 
의해 탄생된다.
애들레이드 힐즈: 고도가 높아 샤르도네와 
피노누아가 산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과일 
풍미를 발현하는데 이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호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스파클링 와인 산지로 
서늘한 기후 와인의 상큼하고 섬세한 풍미를 지닌 
와인을 생산한다. 

타즈매니아: 호주 스파클링 와인의 진정한 스타 
와인이다. 타즈매니아의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서늘한 기후 환경 덕분에 완벽한 구조감과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며 상당 수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프리미엄 스파클링 와인이다. 
야라 밸리: 서늘한 기후와 양질의 토양에 도멘 
상동을 비롯한 탁월한 스파클링 와인 생산자들이 
매료된 지역. 

호주 스파클링 와인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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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즐링
리즐링은 호주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그 
시작은 변변치 않았지만 지금은 호주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은 품종 중 하나로 성장했다. 호주는 
세계 최상급 리즐링 와인을 생산하며, 생산량은 
미국과 유사하며, 프랑스보다 많다 (독일이 
생산량 1위).
리즐링은 호주의 대부분 와인 산지에서 재배되며 
최상급 리즐링은 서늘한 지역에서 생산된다. 
양조 시 품종 특유의 생동감 있고 순수한 
아로마와 풍미를 보존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발효나 일찍 병입하여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종종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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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리즐링은 영(young)할 때는 톡 쏘는,신선한 
풍미의 마시기 좋은 스타일이나, 최상급 와인은 
수 십년간 숙성될 수 있다. 생동감과 시트러스 
특징은 꿀, 토스트, 레몬 커드 풍미로 발전하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산미도 부드러워져 더 
스무드하며 풍부한 질감을 부여한다. 

스타일 및 특징 
드라이 스타일이 가장 일반적이며, 일부 오프-
드라이나 디저트 와인도 생산된다: 

 – 드라이 스타일: 가벼운 시트러스 풍미 
와인으로 잔당이 낮다

 – 오프 드라이: 잔당이 더 높으며, 산미가 당도를 
받쳐준다.

 – 디저트 와인: 숙성 잠재력이 있는 풍부한 향의 
스위트 와인 

호주 리즐링 전세계에서 가장 순수하고 우아한 
드라이 화이트 와인 중 하나이다. 리즐링 포도는 
아로마가 풍부한 라이트에서 미디움 바디에 
산도가 높은 와인이다. 상큼한 풍미의 와인은 
오크 숙성하지 않으며 보통 꽃 향기, 강한 
시트러스, 청사과, 사과/오렌지 꽃 특징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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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서던: 시트러스 풍미를 허브가 잘 
받쳐주는강렬한 풍미의 리즐링 산지로 유명하다. 
영할 때는 상큼하고, 날카로운 풍미가 숙성되면서 
환상적으로 진화한다. 북부 Frandkland River, 
Mount Barker, Porongurup이 특히 리즐링 
산지로 확고한 명성을 누리고 있다. 
빅토리아 남서부: 그램피언즈와 헨티 (Henty)
지역을 포함한 서늘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리즐링 재배에 적합하다. 고품질의 라임 
풍미가 두드러지며 숙성 잠재력이 좋은 와인을 
생산한다. 
타즈매니아: 섬을 가로지르는 타즈마니아의 
고유한 서늘한 기후는 고품질의 드라이 리즐링 
생산에 이상적이다. 전형적인 타즈매니아 
스타일은 여운이 길고, 시트러스와 미네랄 풍미에 
높은 천연 산도가 특징이다. 

주요 산지 
캔버라 디스티릭트: 한창 번성하고 있는 서늘한 
기후의 와인 문화 의 중심지로, 리즐링이 화이트 
와인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상큼하고 드라이한 스타일의 와인이지만, 오프-
드라이 스타일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의 
리슬링은 탁월한 숙성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클레어 밸리: 호주에서 최상급 리즐링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는 숙성 잠재력이 
높은 정통 리슬링의 기준이 되는 지역이다. 보통 
미디움 바디에 풍부한 과일 맛과 산미의 여운이 
오래 느껴지는 와인이다. 
에덴 밸리: 이 지역의 리즐링은 점판암, 미네랄 
풍미로 특징되며, 진한 라임 주스, 꽃 향기가 
풍부한 와인으로, 미각에서 강렬한 풍미를 
선사하는 와인이다. 좋은 품질의 에덴밸리 리즐링 
와인은 10년 이상 숙성해야 그 정점에 이른다. 

리즐링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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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용
호주의 원조 
세미용은 섬세하고 다재다능한 품종으로 
호주에서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돼 왔다. 호주의 상징인 이 화이트 품종은 
장기 숙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실험할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롭다. 보트리티스 또는  
‘귀부현상’에 영향을 받는 몇 안되는 품종으로,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위트 와인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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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용 블렌딩 
상큼하고 섬세한 세미용은 와인메이커에게는 
도화지처럼 매력적인 품종으로, 샤르도네 및 가장 
흔하게는 소비뇽 블랑과 블렌딩해 아로마, 풍미, 
질감을 더해줄 수 있다.
세미용과 소비뇽 블랑은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직선적이며 톡 쏘는 
소비뇽 블랑 와인에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을 
부여함으로써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블렌딩 와인은 상큼하고 
깔끔하면서도 우아하고, 과일 풍미가 드러나는 
와인으로, 일반적으로 일찍 마시기 좋은 
와인이다. 

스타일 및 특징 
4대 주요 스타일: 

 – 오크숙성 하지 않은 스타일
 – 오크 숙성 스타일
 – 블렌딩한 스타일
 – 디저트 와인

세미용은 일반적으로 라이트에서 미디움 바디 
드라이 와인으로, 상큼하고 신선한 풍미로 바로 
마실 수 있는 와인이다. 세미용은 시트러스, 
청사과, 허브의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많은 경우 
수 년간 숙성이 가능하며, 토스트, 꿀 풍미로 
발전된다. 오크통에서 발효하거나 숙성된 
세미용은 향이 더 풍부해진다. 세미용 디저트 
와인은 풍부한 과즙과 꿀향기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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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 리버: 세미뇽/소비뇽 블랑 블렌딩이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열대 과일, 레몬, 두드러진 
허브, 잔디를 연상시키는 생동감있고 밝은 
와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리베리나: 주로 데일리 와인을 생산하는 호주 
최대 생산지로,우아한 단 맛과 강렬하고 복합적인 
보트리티스 세미용 디저트 와인도 생산한다. 

주요 산지
바로사 밸리: 주로 배럴통에서 발효되는 잘 
익은 풍부한 스타일로 생산된다. 소비자 취향이 
상큼하고 후레쉬한 풍미의 스타일로 옮겨가면서 
많은 바로사 와인메이커들은 좀 더 일찍 수확해 
오크 숙성 없이 가볍고 섬세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헌터 밸리: 헌터 밸리 세미용은 독창적인 
스타일의 와인으로, 20년 이상 우아하게 숙성될 
수 있는 와인이다. 톡 쏘는 상큼한 와인이 병에서 
숙성되면서 마치 오크 숙성한 것과 흡사한 진한 
골드빛을 띄게 되고, 견과류, 꿀, 볏짚 특징을 
발현한다. 

세미용/소비뇽 블랑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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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도네 
호주 샤르도네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호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화이트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샤르도네 
포도나무가 스파클링 와인 생산을 위해 식재된 
최근 클론과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기후, 토양, 와인메이커의 접근법에 따라 어떤 
스타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 최근 양조에서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포도밭과 
산지의 순수한 표현에 집중하는 추세이다. 1980
년대, 90년대 오크 숙성한 풍만한 스타일로 
주로 생산되었다면, 현대적 호주 샤르도네는 
산도는 유지하면서도 절제되고 우아한 스타일로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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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지
샤르도네는 야라 밸리, 타즈매니아와 같은 서늘한 
기후의 상큼한 스타일부터 마가렛 리버와 같은 
지중해성 기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호주 
와인 산지 어디에서나 재배되고 있다. 바로사 
밸리, 헌터 밸리와 같은 따듯한 기후에서는 
가벼운 서늘한 기후 스타일과 대비되는 풍부하고 
완숙된 스타일을 생산한다.
애들레이드 힐즈: 고도가 높은 이 지역에서는 
우아한 질감의 가벼운 샤르도네 와인으로 산도 
구조감이 좋아 숙성 잠재력이 높고, 전세계 
서늘한 기후의 최상급 샤르도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와인을 생산한다. 
헌터 밸리: 과거에는 오크 숙성한 풍부한 버터 
풍미 스타일로 생산했으며, 지난 15년 간 
진화를 거쳐 여전히 과일맛은 풍부하지만 오크 
숙성은 가볍게 하고, 젖산 발효도 줄인 스타일을 
생산하고 있다. 백도나 시트러스 풍미 와인으로 
슬레이트 느낌의 산미를 발현한다. 

스타일 및 특징 
호주에서 샤르도네는 주로 세 가지 스타일로 
생산:

 – 오크 숙성하지 않은 스타일: 상큼, 꽃, 생동감, 
가벼운 스타일

 – 오크 숙성 스타일: 풀 바디, 부드러운 크림, 
토스트 풍미의 복합적인 스타일 

 – 스파클링: 드라이, 우아하며 짭짜름한 스타일
다재다능한 샤르도네 품종은 포도밭의 특징을 잘 
표현하며, 와인메이커의 실험장이 되기도 한다. 
호주의 와인메이커는 서늘한 기후의 라이트 
바디의 가벼운 스타일부터, 따뜻한 기후에서 
생산된 좀 더 풀바디의 풍부하고 잘 익은 
스타일까지 모든 범주에 걸친 스타일과 특징의 
샤르도네 와인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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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즈매니아: 타즈매니아의 서늘한 기후와 
양질의 토양은 톡 쏘는 천연 산미와 진한 풍미의 
우아하고 드라이 한 와인을 생산한다. 오크 
숙성이나 과숙한 과일 풍미가 없는 절제된 섬세한 
와인이다. 프리미엄 스파클링 와인도 생산한다. 
야라 밸리: 당도가 낮을 때 포도를 수확해 산도를 
유지한다. 시트러스, 핵과 아로마와 미네랄, 
꽃향기를 드러내는 와인이다. 숙성되면서 
매력적인 무화과의 풍미로 진화한다. 

마가렛 리버: 이 지역의 프리미엄 와인은 세계 
최고이다. 특히 샤르도네는 완숙한 과일 풍미, 
깊이있는 향, 부드러운 질감, 상큼한 산미 덕에 
숙성되면서 환상적인 와인으로 변모한다. 
모닝턴 퍼닌술라: 섬세하고 오크숙성하지 않은 
스타일부터, 미디움 바디의 풍부한 복합적 
풍미 스타일까지 다양하다. 전형적으로 멜론, 
시트러스, 무화과 풍미를 발현한다. 서늘한 기후 
지역 특유의 천연 산도가 탁월하며, 지역 특유의 
절제와 탄탄한 구조감이 특징이다. 

샤르도네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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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 누아 
호주에서도 가장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라며, 
상업적인 면에서 와인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해당하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품종이 
되었다. 와인메이커들이 독특한 호주 스타일로 
빚어내면서 호주 프리미엄 레드 와인 중 확고한 
지위를 확보했다.
피노 누아는 재배하기 까다로운 품종 중 
하나지만, 적절한 부지에서 신중하게 재배하고 
숙련된 기술로 양조할 경우, 우아함, 섬세함, 
미묘한 풍미를 갖춘 환상적인 와인이 탄생한다. 
다양한 클론을 사용하면서 품질과 복합적 풍미가 
개선되었다. 특히 디종 (Dijon) 클론이 호주의 
다채로운 와인 산지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조 방식의 진화와 함께 현재 호주 피노 누아는 
전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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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품종 스틸 와인 생산 뿐 아니라 피노 누아는 
전통 방식 스파클링 와인에 사용되는 세 포도 
품종 중 하나인다. 호주에서 재배되는 피노 
누아의 절반 정도가 스파클링 와인으로 양조된다. 

스타일 및 특징 
피노 누아는 재배와 양조가 어렵지만, 잘 
만들면 미묘한 풍미와 섬세함으로 특징되는 
타고난 프리미엄 스타일 와인이다. 피노 누아는 
지역적 영향을 받지만 최상급 호주 피노 누아는 
라이트에서 미디움 바디에 타고난 절제된 풍미의 
와인이다.
영한 경우 호주 피노 누아는 체리, 레드 베리, 
허브 향을 드러낸다. 질감도 실크나 사틴처럼 
아주 부드럽고, 라이트, 미디움 바디 스타일이 
가장 흔하다. 숙성과 함께 호주 피노 누아는 
전형적인 흙 또는 ‘숲 바닥(forest floor)’
의 짭짜름한 풍미로 발전되어 와인의 풍미를 
배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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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즈매니아: 서늘한 기후 조건 덕에 고품질 피노 
누아 생산에 이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섬세한 
체리, 딸기 풍미의 라이트, 미디움 바디 와인을 
생산한다. 
야라 밸리: 고도와 포도밭의 방향에 따라 
다채로운 스타일로 생산. 보통 체리, 딸리, 자두 
풍미의 라이트, 미디움 바디 와인을 생산한다. 
일부 더 서늘한 부지의 피노 누아는 스파클링 
와인 생산에 사용된다. 

주요 산지 
피노 누아는 호주에서도 가장 서늘한 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며, 우아하고 절제된 와인을 
생산한다.
애들레이드 힐즈: 높은 고도와 서늘한 기후 
조건 덕분에 남호주에서 피노 누아를 생산하는 
선도적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에 사용된다. 풍부하고 완숙된 
체리, 베리 풍미를 지닌 미디움 바디 와인을 
생산한다. 
모닝턴 퍼닌술라: 이 서늘한 해안가 지역에서 
생산된 피노 누아는 딸기, 체리 풍미를 산도가 잘 
받쳐주는 미디움 바디 와인이다. 피노 누아 과정에 관한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호주와인  화운데이션 과정   /  강사 가이드 

����:
�� ���
���

- ���������������
- ����������������
�����

- ����������
- �������������
�������������

그르나슈
그르나슈는 호주 초창기 품종 중 하나로, 
따뜻하고 건조한 남호주 기후에서 잘 자란다. 
초창기에는 주정 강화 와인과 전통적인 블렌딩 
와인에서 주로 사용되며 간과되었다.
오늘날 와인메이커들은 그르나슈의 향신료, 체리, 
라즈베리의 완숙 풍미의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 
호주에는 1850년대 식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르나슈 포도나무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이 
올드 바인은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귀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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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산지인 바로사 밸리와 맥라렌 베일에서 
최상급 그르나슈가 생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두 산지 중 어느 지역이 그르나슈의 
최고봉인지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을 법 하다. 
바로사 밸리: 따뜻한 기후이면서도 밤 기온이 
낮아 바디감과 풍부한 과일 풍미를 발현한다. 
풍부한 질감의 붉은 과일, 흙, 백후추 풍미의 
미디움, 풀 바디와인을 생산한다. GSM 블렌딩은 
보통 올드 바인 그르나슈 활용하며, 향신료, 가죽 
풍미의 복합적이고 숙성 잠재력이 좋은 와인을 
생산한다.
맥라렌 베일: 올드바인 포도밭이 전지역에 걸쳐 
흩어져 있으며, 풍부한 질감, 향신료, 잘 익고 
풍부한 과즙 풍미의 미디움에서 풀 바디 와인 
생산한다. GSM 블렌딩의 경우 입 안에서 풍부한 
과즙이 느껴지고 탄닌이 부드러우며 여운이 긴 풀 
바디 와인이다. 

스타일 및 특징 
그르나슈는 종종 따뜻한 기후의 피노 누아에 
비견된다. 색이 연하고, 향은 좋고, 우아한 
레드와인으로, 상큼하고 생동감있는 과일 풍미가 
풍부하고, 균형감이 좋은 와인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오늘날 호주 그르나슈는 풍부하고 
강렬한 와인부터 가볍고 밝은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생산된다. 그르나슈로 만든 우아한 
레드 와인은 음식과 잘 어울리며 마시기 좋은 
와인이다.
그르나슈는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진다:

 – 단일 품종 레드 와인 
 – 블렌딩 재료로 사용. 특히 GSM 블렌딩에서 

쉬라즈, 마타로 (무르베드르)와 함께 활용 
 – 로제 와인 스타일 
 – 주정 강화, 특히 토니 (Tawny) 스타일에 활용 

주요 산지 
그르나슈는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수령의 
증가와 함께 발전하는 품종이다. 호주에서 가장 

그르나슈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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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라즈 
쉬라즈는 호주의 대표 품종이자 가장 유명한 
수출 품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쉬라즈가 
완숙되기 어려운 일부 아주 서늘한 기후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지에서 재배되며 전체 
와인 생산의 1/4을 차지한다. 편하게 마시는 
저가 와인부터 숙성잠재력이 좋은 세계적 수준의 
와인까지 다양하게 생산한다.
쉬라즈는 초창기부터 재배된 품종으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쉬라즈 포도나무에서 
꾸준히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 중 하나로, 그 
역사는 184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호주는 19
세기부터 프랑스식 품종명인 시라 (Syrah) 대신 
쉬라즈 (Shiraz)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호주와인  화운데이션 과정   /  강사 가이드 

���� ��

- �� ��
- ��
- ���

���� ���
���‒ GS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SM 블렌딩. 쉬라즈 “S”, 그르나슈 “G” , 
마타로 (무르베드르) “M” 

 – 호주에서 개발되어 크게 인기를 끈 
블록버스터급 블렌딩인 쉬라즈 카베르네에서 
거의 동등 비율로 사용

 – 쉬라즈 비오니에 블렌딩에서 주종을 이루는 
품종. 비오니에를 블렌딩하면 아로마가 풍부해 
지고 질감이 더욱 부드러워진다. 

스타일 및 특징 
쉬라즈는 산지, 기후, 나무의 수령, 양조 기법에 
따라 다양한 풍미와 구조감을 지닌 미디움에서 풀 
바디 와인을 생산한다.
많은 애호가들은 따뜻한 기후의 전통 스타일 
쉬라즈의 뚜렷하면서도 직설적인 풍미, 즉 과일 
잼같은 풍미와 잘 익은 탄닌의 매끈한 질감과 
높은 알코올 도수가 균형을 이루는 풍미를 
사랑한다. 그러나 서늘한 기후에서 생산된 
스타일을 선호하는 애호가도 많다. 보다 우아한 
풍미의 이들 와인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잘 
드러내며, 지역적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쉬라즈는 음식과 아주 잘 어울리는 와인이다. 
최고의 호주 쉬라즈 와인은 수 년에 걸쳐 
환상적으로 숙성된다. 잘 익은, 1차 과일 특징은 
숙성과 함께 향신료, 차, 타르, 감초, 흙과 같은 
복합적인 풍미로 발전한다. 
호주 쉬라즈는 탁월한 블렌딩 파트너이다. 주로 
다음 품종과 블렌딩 된다: 

호주의 와인메이커는 독특한 스파클링 
쉬라즈를 생산한다. 다른 스파클링 와인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샤르도네나 
피노 누아 대신 쉬라즈를 베이스 와인으로 
사용한다. 스파클링 레드 와인은 어떤 레드 
품종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쉬라즈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호주 와인 -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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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피언즈: 우아하고 짭짜름한 향신료 풍미의 
쉬라즈로, 진한 퍼플색을 띄며 서늘한 기후 
쉬라즈의 정교함을 모두 갖춘 와인이다. 
헌터 밸리: 따뜻하고 습한 이 지역 쉬라즈는 
이전에는 뚜렷하고 풍만한 스타일이었으나, 
짭짜름하고 복합적이며, 음식과 잘 어울리는 
미디움 바디 와인으로 진화했다. 
맥라렌 베일: 따뜻한 기후 지역으로 풍부한 
블루 베리와 초콜렛 특징을 지닌 풀바디 와인을 
생산한다. 
마운트 바커: 실크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쉬라즈를 
생산하는 그레이트 서던의 하부 지역이다. 감초, 
블랙 체리, 후추류 향신료 풍미를 지닌 부드럽고 
우아한 미디움 바디 와인을 생산한다. 

주요 산지 
애들레이드 힐즈: 남호주의 뚜렷하고 풍만한 
와인과 극한 대조를 이루는 와인다. 서늘한 
해양성 기후 지역에서 만든 쉬라즈는 중간 
정도의 알코올 도수 , 후추 및 향신료 아로마가 
두드러지고 , 부드러운 탄닌과 산미의 와인이다.
바로사 밸리: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덕에 풍미와 
개성이 넘치는 뚜렷한 스타일의 쉬라즈를 
생산한다. 
캔버라 디스트릭트: 서늘한 기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힘이 넘치면서도 우아한 쉬라즈 
와인으로, 보통 향신료 풍미에 풍부한 향과 
탁월한 균형감이 있는 와인이다. 
클레어 밸리: 풍만하고 생동감 있는 풀바디 
와인으로 질감이 풍부하고, 블랙베리, 블랙 체리, 
자두, 감초의 풍미를 지닌 와인이다. 
에덴 밸리: 바로사 밸리에 인접한 보다 서늘한 
기후 지역으로, 전형적인 블랙 베리, 블루베리, 
세이지, 후추 풍미를 지닌 미디움에서 풀 바디 
와인이다. 

쉬라즈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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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베르네 소비뇽 
색이 진한 카베르네 소비뇽은 호주에서 세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호주의 와인 유산의 
핵심을 이룬다. 카베르네 소비뇽은 강렬한 색, 
풍미, 산미, 탄닌, 수십년을 숙성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결과 호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성공적인 품종 중 
하나이다. 카베르네 소비뇽은 다양한 기후에서 잘 
자라지만, 만생종으로 따뜻하고 서늘하며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특히 잘 재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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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카베르네 소비뇽은 다른 품종에 비해 숙성 
잠재력이 좋은 와인으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서서히 열리고 발전하는 스타일도 있다. 고품질 
카베르네 소비뇽은 탄닌 구조감과 농축되고 
복합적인 풍미 덕분에 수 십년간 숙성이 
가능하다. 영한 카베르네 소비뇽은 탄닌이 
다소 거칠고, 산도가 높으며, 카시스, 블랙베리, 
허브 풍미를 드러낸다. 숙성과 함께 탄닌은 
부드러워지면서 질감이 좋아지고 삼나무, 담배, 
흙, 콩, 코코아 풍미가 발현된다. 

스타일 및 특징 
호주는 농축된 풍미의 풀바디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탄닌이 강한 미디움 
바디 스타일도 생산한다. 단일 품종 와인 뿐 
아니라 전통적인 블렌딩의 주 품종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풍미 가득한 카베르네 
쉬라즈는 와인메이커의 손을 거쳐 독특한 호주 
스타일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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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혼 크릭: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카베르네 소비뇽 재배에 적합하며, 풀 바디, 
풍부한 풍미의 와인을 생산한다. 탄닌이 부드럽고 
잘 익은 블랙 후르츠 풍미의 와인. 쉬라즈와 
블렌딩해 생산하는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마가렛 리버: 다소 따뜻한 지역으로 미디움에서 
풀 바디 와인을 생산한다. 쿠나와라와 비교해 더 
풍부한 향이 있고 질감이 더 부드러운 와인이다. 
완숙된 과일 풍미, 산도, 두드러지는 탄닌의 
구조감이 탁월한 균형을 이룬다. 진한 블루베리 
과일 특징과 월계수 잎, 향초 주머니, 말린 허브 
향이 특징이다. 

주요 산지 
품질좋은 카베르네 소비뇽은 호주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으며, 지역적 차이는 다양하지만 
품종 특유의 개성이 산지에 상관없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 중 세 개의 산지가 세계적 수준의 
카베르네 소비뇽 산지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쿠나와라: 힘이 좋고 복합적인 풍미의 강렬한 
와인을 생산하는 해양 영향권의 온화한 
기후산지이다. 미디움에서 풀바디 와인으로 
대담하고 완숙된 레드 후르츠 풍미 와인이다. 
블랙커런트, 멀베리 열매, 자두, 블랙베리, 
다크 체리의 농축된 풍미를 드러낸다. 박하, 
유칼립투스, 카시스 풍미가 전형적이다. 

마가렛 리버 카베르네 소비뇽에 관한  
영상 상영

주제별 영상

카베르네 소비뇽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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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종 
혁신과 다양성 
와인메이커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은 다양한 
남지중해 품종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 
품종은 호주의 기후, 음식, 라이프스타일과 잘 
맞아 해마다 호주에 식재되는 품종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타 품종은 호주 와인 생산 포도밭의 4%
에 불과하지만 전세계 비평가 및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험 정신은 1800년 대 호주에서 최초로 식민지 
시대에 포도 식재가 이루어진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최근 기타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의적인 와인메이커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 욕구가 맞물려 
이들 품종을 사용한 와인생산은 오늘날 스마트한 
사업판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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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에 있는 품종
피아노 (이탈리아) 

 – 특징: 호주의 피아노는 상큼하고 신선하며, 
향이 풍부하다. 레몬, 자몽부터 복숭아, 
헤이즐럿, 살구까지 풍미가 다양하며, 입 
안에서는 점성과 질감이 좋으며 깊은 풍미를 
드러낸다.

 – 주요 산지: 맥라렌 베일, 클레어 밸리, 헌터 
밸리, 그레니트 벨트 (Granite Belt). 

그뤼너 벨트리너 (오스트리아) 
 – 특징: 천연 산도가 높은 시트러스 풍미의 

와인으로, 아로마와 상큼한 풍미가 균형을 
이룬다. 상당히 드라이하면서 짭짜름하고, 
약간의 과일 풍미를 발현한다. 

 – 주요 산지: 애들레이드 힐즈, 캔버라 
디스트릭트. 

네비올로 (이탈리아)
 – 특징: 호주의 네비올로는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되며, 순수한 과일 풍미의 상큼한 
와인부터, 힘이 좋고 숙성 잠재력이 탁월한 
와인까지 다양하다. 타르, 장미 아로마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탄닌과 산도가 
높다. 

 – 주요 산지: 킹 밸리, 모닝턴 퍼닌술라, 
비치워스 (Beechworth), 야라 밸리, 
애들레이드 힐즈, 맥라렌 베일, 클레어 밸리.

네로 다볼라 (이탈리아)
 – 특징: 호주의 네로 다볼라는 대부분 미디움 

바디 와인으로, 상큼한 천연 산도, 탄닌이 
부드러우며 짭짜름한 끝맛이 있어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 중 하나이다. 

 – 주요 산지: 리버랜드, 머레이 달링, 맥라렌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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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오베제 (이탈리아)
 – 특징: 호주의 산지오베제는 자두, 체리, 

허브 아로마를 지닌다. 입 안에서는 탄닌이 
견고하며, 종종 자두, 체리, 사우어 체리의 
풍미를 나타낸다. 

 – 주요 산지: 킹 밸리, 맥라렌 베일, 비치워스.

베르멘티노 (이탈리아)
 – 특징: 호주 베르멘티노 와인은 향은 섬세하고, 

입안에서는 상큼한 풍미가 오래 남는다. 
상큼한 스타일부터 질감이 탁월한 스타일로 
생산된다. 맛을 보면 아몬드, 라임, 자몽, 
청사과, 전형적인 ‘비말 (‘sea spray’)’ 풍미를 
드러낸다. 

 – 주요 산지: 맥라렌 베일, 리버랜드, 헌터 밸리, 
킹 밸리 

라벨 규정 
와인 라벨에 단일 품종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품종의 최소 사용량 규정은 
모든 품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호주에서는 
해당 품종을 최소 85% 사용해야 한다. 
이 비율은 미국의 경우 75%, EU는 85% 
등 국가별로 다르다.

호주 와인 -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기타 품종 과정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nwinediscovered.com 
참조.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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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와인: 와인에 투영된 호주의 
다양성
호주 와인은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호주의 독특한 자연 환경, 기후, 토양은 
열정적이며, 독립적인 와인 메이커와 포도 
재배자의 본고장이다. 호주 와인은 다양성, 
창의성, 정통성, 품질로 정의되며, 생산자들은 
품질좋고 맛있는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법, 품종, 
스타일을 실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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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종 와인은 신선함, 천연 산미, 균형감, 
지역적 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생산되어 여느 
때보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신흥 와인 
산지들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기존 산지는 
진화하면서 호주 와인 업계는 품질과 다양성  
모든 측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