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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은 병 안에 담겨진 시이다.
Robert Louis Stevenson

독일와인은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처럼 나의 조국에서도 유명해졌다. 특히 리슬링은
이탈리에서조차도 가장 섬세하고 오래가는 화이트 와인으로 인정된다.
Gian Luca Mazella, wine journalist, Rome

와인은 모든 음료 중에서 나이팅게일이다.
Voltaire

신선한 산도와 강렬하고 직접적인 스타일의 독일와인, 특히 유일무이한 리슬링과 맛
깔스러운 슈패트부르군더는 다양한 음식에 정말 잘 맞는다.
Jeannie Cho Lee, MW, Hongkong

독일와인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의 대조를 이룬다… 신이 독일와인을 준 것에
감사드린다.
Paul Grieco, Restaurant Hearth, New York

독일와인의 생산자들은 그들 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다양한 스타일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Jancis Robinson, The Oxford Wine Dictionary

독일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한 세대 전에도 좋은 독일와인이 있기는 했지만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날 모든 가격대에서 좋은 독일와인이 풍성하다.
Stuart Pigott, English author and wine critic

와인을 쓰다듬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Kurt Tucholsky

리슬링의 위대함과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대를 거친 생산자들의 노동을
보면 실제로 나는 마음 깊숙이 경건함을 느낀다.
David Schildknecht, The Wine Advocat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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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생산국
으로서 독일

과거와 현재의 시대정신:
와이너리 Lubentiushof, Niederfell, Mo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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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와인애호가들이 독일와인을 새로이 발견하고 있다. 발견은
더 이상 미지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
면 와인애호가들은 독일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놀랍고도 경탄
할 만 하며 아주 즐거운 것들이다. 이 와인문화는 유럽의 다른 나라
와 비슷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다.
이는 독일문화의 한 부분이고, 대단한 와인애호가였던 괴테 이후부
터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이다. 왜냐하
면 이제 독일와인은 뉴욕에서부터 파리, 도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급 레스트랑에는
와인리스트에 독일생산지역
에서 나온 선별된 와인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보여주고,
TV의 수많은 인기 요리프로
그램에서도 독일와인을 추천
한다. 와인생산자라는 직업
은 이제 더 이상 후계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생산자들은 그들의 팬 사이에서 숭배
의 대상이다. 국제적인 와인비평가들과 작가들은 독일와인의 품질
과 칭찬하고 어떤 음식에도 맞는 와인을 찾을 수 있는 다양성을 높
이 평가한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또 친구들과 같이 좋은 와인 한 잔
을 하는 문화도 있는데 이는 독일 음주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는 와인바나 생산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선술집 문화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와인축제는 이제 더 이상 생산지역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
니고, 그런 축제는 자연스러운 모임을 하기 위해 애용되는 동기이다.
독일은 스파클링 와인 소비에 있어서 세계 챔피언이다. 생산자들도
그에 맞춰서 이제 거의 모든 와이너리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젝트를 제공한다.

독일 포도밭에서
나온 와인: 문화와
즐거움의 체험

Öchsle

7

8

와인생산국으로서 독일

다양함

독일 13개의 생산지역은 비교
하기 힘든 품종의 다양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팔츠나
라인헤쎈에는 100여 종의 품종을 재배하는데,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 생산자들은 다루는 품종
은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여기에는 국제적인 품
종인 카바네 소비뇽, 메를로, 쉬라, 샤도네, 소비뇽 블랑 등
도 속한다. 물론 클래식한 품종인 리슬링과 부르고뉴 품종
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독일은 리슬링과 바이쓰부
르군더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라우부르군더는 이탈리아만이 독일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한
다. 또 슈패트부르군더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생
산되는 품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품종의 와인은 국제적
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젊
은 생산자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서 경험을 쌓고 가이젠하임과 같은
명망 있는 독일의 와인스쿨에서 다른
나라의 와인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전형적인 모습중의 하나는 와
인스쿨과 연구소들이 새로운 품종을
성공적으로 개량하는 데 노력을 기
울였다는 점이다. 개량품종 중에서
뮐러-투어가우와 같은 몇몇 품종은
이미 와인생산에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고, 비교적 새로운 곰팡이
병에 강한 품종들은 독일사람들에게
도 아직은 낯설지만 잠재력이 있는
데, 특히 유기농 와인을 선호하는 소
비자들에게 호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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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떼루아와
강

무겁지 않고 우아한 화이트와인
은 독일생산자들의 상징이며, 세
계 와인생산에서 가장 북쪽에 위
치한 독일은 그러한 와인에 이상적
이다. 독일에서는 포도가 아주 오
랜 시간 익어가고 특히 많은 아로
마를 모은다. 와인은 이를 통해 알코올 도수는 비교적 낮으면서도 신선한 과
일의 산미와 품종 특유의 아로마의 상호작용으로 풍부한 맛을 보여준다. 레
드와인에서도 오랜 숙성시간은 맛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최근에 상승한 평
균기온도 독일와인에 득이 되어서 독일와인은 아직까지 기후변화의 수혜자
이다. 물론 이로 인한 많은 비와 우박 그리고 새로 등장한 벌레들과 같은 극
단적인 현상들이 새로운 과제를 주지만, 와인의 맛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
자들은 그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 우리가 50년 후에는
어떤 와인을 마시게 될 지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
다. 지난 2000년의 와인문화에서 독일의 와인생산은 수 많은 변화를 성공
적으로 극복해 왔으며, 와인문화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살아간다.
물론 독일와인문화의 기반인 포도나무가 서 있는 땅은 변하지 않았다. 떼
루아의 특징은 독일와인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예를 들어 이 수세기 전부터
“Niersteiner(니어슈타인 마을의 와인)”이나 “Hochheimer(호흐하임 마
을의 와인)”을 마셨다. 또한 미텔라인과 모젤의 점판암, 프랑켄의 코이퍼 또
카이져슈툴의 화산암과 같은 많은 암반층이 와인의 맛을 명백하게 한다는
것은 독일와인 애호가들의 상식에 속한다. 최근에는 포도밭 이름도 그 밭이
떼루아의 특징과 관련이 있을 때만 라벨에 기입을 한다. 그럼으로써 포도밭
명은 대부분 고급와인의 개성을 표기하는 명칭이다. 독일의 와인원산지가
강 이름과 연계가 되는 이유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와인생산이 주로 강
의 계곡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물은 기온을 고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
서 균형 있는 기후를 보여주며, 이 또한 독일와인의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
나이다. 모젤, 라인, 네카강의 스펙타클한 급경사의 밭은 독일와인문화를 보
여주는 특별한 볼거리에 속한다.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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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관광

독일의 와인생산지역
은 당연히 선호되는 휴
양지에 속한다. 그 안
에서 매력적인 풍경의
포도밭, 강의 계곡, 언덕과 더불어 그림 같은 마을들
에 다양한 토착 전통음식들과 친절한 마을사람들이
모두 어우러져 있다. 와이너리에서 휴가는 이제 유행
이 되었고, 와이너리 주인들과 행사목록은 해가 갈수
록 더 광범위해진다. 많은 이들이 아주 쾌적하게 꾸
며진 게스트룸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고 스타
일리쉬한 와인바도 갖추어 놓았다. 그렇게 와인문화
의 전통적인 면과 새로운 세계가 덧붙여 져서 이제
아이가 있는 가족들도 멋진 장소가 된다.

와이너리 Max Müller I, Volkach, Franken
와이너리 Abril, Baden
와이너리 Gierer, Nonnenhorn, Württemberg
생산자조합 Sommerach, Franken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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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중 점심시간

패밀리 와이너리,
조합 그리고
생산회사

독일 와이너리의 상
당수는 오랜 세대에
걸쳐 가족의 소유이
다. 그러나 상속이
이뤄지고 경작지가
자식들에게 공평하
게 분배가 된 곳에서
는 시간이 지날수록
와이너리의 규모가 작아져서 나중에는 스스로 와이너리를 운영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생산자조합이라는 전통이 생
겨났고, 조합에는 숙련된 와인메이커들이 회원들의 포도로 좋은
와인을 만든다. 자신의 셀라가 없거나 마케팅을 하지 않는 다른
생산자들은 세심하게 키운 포도를 생산회사에 납품을 하고, 그 회
사를 통해 독일와인들이 다양한 시장에서 구매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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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와인

이제 젊은 소비자층도
독일에서 뛰어난 와인의
품질을 인지한다. 그들
은 활기차게 열린 와인, 유행하는 제코 또는 젊은 생산
자들이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있는 “블랑 드 느와”와 같
은 와인을 좋아한다. 와인은 유행이고 좋은 이야기 거
리이다. 그들은 좋은 생산자를 발견하면 서로 정보를 나
누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요리하고 음식을 먹는다.
수많은 블로거들과 와인애호가들은 온라인이나 소셜미
디어에서 생산방식과 품질에 대해서 토론하고 점점 미
래의 환경 지속가능성과 유기농 생산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특히 두 테마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생산
자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끈다. 독일와인생
산지는 정말로 끈임 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공하며 더불어 새로운 빈티지마다 새로운 즐
거움을 줌으로서 와인애호가들이 지루해질 틈이 없다.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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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와인
생산자가 되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은? 당연히 와
인메이커이다! 이는 와이너리를 사서 삶의 꿈
을 실현시킨 많은 유명인들이 증명을 해준다.
그러나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으
로 부족하다. 왜냐하면 먼저 다양한 와인메
이킹의 기술을 배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직업은 더 이상 남성들의 독점분야가 아니다. 독일 와인스쿨과 연구소, 교육기관
은 국제적으로 아주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와이너리에서는
“가이젠하임 출신”이라고 불리는 라인가우에 있는 라인-마인-가인젠하임 대학의
졸업생들이 일을 하고 있다. 다른 교육기관으로 하일브론 대학이 있고, 빙엔, 카이
저스라우터른 그리고 루드비히스하펜 대학도 노이슈타트 안 데어 바인슈트라쎄
에 있는 농경 서비스센터와 협력하여 “포도재배와 양조학“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와인셀라의 인상들

독일에서 와인생산자는 다양한 재능을 가
진 사람이다. 그는 농부이면서, 포도재배
자, 지리학자, 미생물학자, 기술자, 기후학
자, 양조학자, 셀러마이스터, 마케팅전문가,
퀄러티매니저, 법학자, 엔터테이너이며, 새
로이 지속적인 농업전문가까지 이 모두가
한 사람의 역할이다. 그러한 와인생산자는 자신이 어떤 와인을 만들려는지 잘 알
고 있다. 그는 외국에서 실습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교육기간 동안에 미
래의 와인메이커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와인을 다른 생산
지들의 와인과 비교하고 시음하면서 같이 심사 숙고한다.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바라봄으로써 자신들의 지평선을 넓히고 자신들의 와인을 품평회에 출품해 다
른 나라의 와인들과 경쟁시킨다.

좋은 와인은
머리에서 나온
다.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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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생산국으로서 독일

좋은 관계

교육을 받은 후에도 그들은 서로 연락을 유지
한다. 그 중에서 많은 그룹이 만들어지고 대부
분 젊은 생산자들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와인
을 발전시키고 마케팅을 한다. 첫 번째 그룹중의 하나가 "라인벤의 영와인메이커“
였고, 지금은 그들 대부분이 이미 30살의 나이제한을 넘었다. 남부팔츠의 Fünf
Freunde(Five Friends)는 매체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들의 와인은 애호가들
에게 높게 평가 되고 있다. 또 다른 그룹으로는 "Message in a Bottle", "Junges
Schwaben", "Next Genereation" 그리고 "Südpfalz Connexion" 등이 있다. 이
들은 예를 들어 "Rheingauer Leichtsinn"이라는 이름의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는
스파클링 와인을 공동으로 만든다. 어떤 그룹은 특정 품종을 장려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프랑켄의 "프랑켄 앤 프라이(Frank & Frei)“ 그룹은 뮐러-투어가의 새
로운 이미지를 위해 노력을 한다. "Generation Riesling"이라는 이름 하에 전 생
산지역에서 모인 젊은 생산자들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들은 공동으로 박람
회에서 참가하고 리슬링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까지 독일 전역의 와인들을 선보임
으로써 독일의 모던하고 영한 얼굴을 보여준다. www.generation-riesling.de

Facebook,
Twitter & Co.

이미 오래 전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에서
독일생산자들이 보인다. 더 나아가 일련의 와인블로
거들이 있어 그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독일와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
로 독일와인을 추천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점점 더 큰 가치를 가진다.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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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시대 전
옛 게르만인들은 낱말 맟추기 퍼즐
자주 등장하는 메트(Met)라는 꿀로
만든 와인을 마셨다. 선조들에게 포도
로 만든 와인은 없었지만 그들은 알코
올발효를 알았고, 그 정확한 원인은
몰랐지만 알코올의 취하는 효과는 알
고 있었다.
로마인

"모젤이여 안녕"

로마인들의 게르만족 정복으로 포도
나무가 처음에 모젤, 후에 라인강에까
지 이른다. 모젤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
된 와인생산지이고, 트리어는 아우구
스타 트레베로룸이라는 이름의 서로마
제국 수도였다. 나중에 발굴된 수많은
압착시설, 예를 들어 피스포트, 브라
우네베륵, 에르덴에서 발견된 유물들
은 모젤계곡의 활발한 와인문화를 증
명해 준다.

로마의 집정관이자 시인인 데키미우
스 마그누스 아우소니우스는 "모젤
라(Mosella)"라는 시에서 모젤강과
급경사의 포도밭을 묘사하고 있다.
로마인들은 배로 와인을 수송을 했
고, 3세기경 와인상의 묘비인 "노이
마겐의 와인수송배"는 트리어에 있
는 로마 박물관에서 볼 수 있으면,
관광객들은 노이마겐-드론에서 18
미터의 모형배를 실제 탈수도 있다.

기원전 50년

Öchsle

약 371년경

시대별 독일 와인의 역사

수도승, 수녀와 고위성직자

칼 대제
프랑켄제국의 지배자인 칼 대제는 와인
생산을 활기 있게 만들었는데, 특히 수
도원에 의해서 생산이 이뤄졌다. 칼 대
제는 겨울주둔지였던 팔츠에서 라인
강 건너편에 있는 라인가우가 와인생
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왜냐
하면 그곳에 눈이 다른 곳보다 훨씬 먼
저 녹았기 때문이다. 칼 대제는 또 와인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판매장과 주점
의 창시자로도 인정되고 있다. 당시에
제국과 왕의 속해 있던 로쉬 수도원은
850년경에 900여개의 포도밭을 소유
하고 있었다.

800년경

1136년에 시토교단에 의해 라인가우
에 세워진 에버바흐 수도원, 성 힐데가
르트 폰 빙엔에 의해 뤼데스하임에 세
워진 성 힐데가르트 베네틱트 수도원
또는 1137년 아르지역의 마리엔탈 아
우구스티너 수도원이 세워졌는데 이
는 와인생산에 큰 의미를 지녔다. 수
도사들은 수 많은 포도밭을 개척했는
데, 여전히 남아 있는 Prälat, Kirchenstück, Domdechaney, Abtsberg,
Domprobst와 같은 포도밭의 이름은
이 밭들이 교회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
려준다.

1100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은 슈파이어에 있는 팔츠 역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노락색의
내용물이 들어 있는 병은 1867년에 4세기에 만들어진 무덤에서 발견됐다.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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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패트레제 기사

왕의 표시
독일의 포도재배면적은 30년 전쟁 전
에 가장 컸고, 그 이후에 많은 포도밭
들이 황폐해지고 버려졌다. 그럼에도
지배자들은 거대함에 대한 애착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 어
떻게 하이델베르크의 거대한 오크통
을 설명할 수 있을까? 1751년에 만들어
진 오크통은 220.000 리터의 와인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다. 물론 실제로는
채워진 것은 세 번밖에 없었다. 수많은
관광객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크
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17-18세기

Öchsle

슈패트레제가 발견된 것은 우연이었
다. 풀다의 주교에게 수확허가를 받으
러 간 기사가 14일이나늦게 늦게 돌아
왔기 때문에 라인가우의 요하니스베
륵 수도사들은 귀부상태의 포도를 수
확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와인메이커
는 "나는 그런 와인을 마셔본 적이 없
다"라고 했다 한다. 그 기사가 왜 늦게
돌아왔는지는 오늘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확실한 것은 슈패트레제가 독일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종류라는 것이
다. 덧붙여 말하면 카비넽이라는 이름
도 수도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수도사들은 그들이 만든 최고의 와인
을 카비넽(Cabinett)이라 부르는 셀라
의 한 구석에 저장을 했다.

1775년

시대별 독일 와인의 역사

아이스와인의 탄생

클레멘스 벤제슬라우스 폰 작센
트리어의 영주이자 주교였던 그는 와
인에 정통한 사람으로 모젤지역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품질을 높
이기 위해서 7년안에 좋지 않은 품종
을 모두 리슬링으로 대체하라는 칙령
을 내렸고,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리슬링 생산지역이 생겨났다.

1787년

독일 아이스와인의 탄생지인 드롬스하
임은 빙엔의 한 구역이다. 첫 아이스와
인은 1829년 빈티지의 포도가 1830년
2월 11일에 수확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자들은 포도의 품질이 좋지 않아
수확하지 않다가 겨울에 가축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확을 했다. 그때 얼은
포도즙의 당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포도를 압착했는
데, 이로서 아이스와인이 탄생하였다.

1830년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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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록세라가 덮치다

협력의 힘

북아메리카에서 넘어온 이 해충은 전
유럽의 와인생산에 위기를 불러왔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865년부터 상당
부분의 경작면적에 피해를 입혔고, 독
일에서는 본, 작센, 바덴 그리고 모젤에
서 처음 나타났다. 절망적인 생산자들
은 이 해충을 케로신이나 다른 수단으
로 이겨보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1872
년이 되어서야 미국의 포도나무가 이
해중에 문제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후로 유럽에서 포도나무는 미국 포도
나무에 접목을 시켰다. 독일에는 접목
시키지 않은 나무는 아주 소수의 포도
밭에만 남아 있는데, 필록세라는 여전
히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아르의 18명의 생사자들은 "Winzer
Verein zu Mayschoß(wine-growers‘
association of Mayschschoß)"라는
이름의 첫 번째 생산자조합을 결성한
다. 지금은 전 독일에 생산자조합이 있
으며 독일 생산면적의 3분의 1을 경작
한다. 특히 부업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사람이 많은 바덴과 뷔템베륵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1868

Öchsle

187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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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하는 게 더 낮다
중세부터 와인 변조는 엄한 벌을 받았
다. 1471년에는 한 생산자가 와인에 물
을 탔다는 이유로 생매장을 당했다. 와
인변조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은 1498
년에 나왔고, 1903년에 당시 팔츠에서
첫 번째 와인감시자라는 정식 직업이
생겼다. 현재 와인감시자는 모든 지역
에 있고, 그들은 생산조건과 규정을 잘
지키는 지 감시하고, 직접 작업장을 방
문해서 통과 병입이 되어 있는 와인의
퀄러티, 그리고 라벨의 표기가 옮은 지
를 살핀다.

독일의 여왕
엘리자베스 기스(Elisabeth Gies)는
1949년 팔츠의 디데스펠트에서 첫 독
일와인 퀸으로 선발되었다. 이 직위의
연배는 독일연방과 같다. 현재 독일 와
인퀸은 일 년 동안 독일와인의 홍보대
사로 국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매년 수백 개의 일정을 소화한다.

1903

1949

독일와인협회
1949년에는 독일와인협회도 설립되었는데, 당시에는 “독일와인홍보사(Deutsche
Weinwerbung GmbH)ˮ라는 이름이었다. 독일와인협회는 보덴하임에 있으며
www.deutscheweine.de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품종부터 생산지역 그리고 행사들과
출판물에까지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 외국에서 마케팅도 독일
와인협회의 주요 사업에 속하는데, 전 세계에 많은 인포메이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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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영향
1971년 와인법은 현재 볼 수 있는 독일
와인생산의 기초를 마련했다. 생산지
역, 포도밭 그리고 그로쓰라게 명칭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때부터 퀄
러티와인, 프레디카츠와인과 같이 명
확히 규정된 등급체계가 존재한다. 이
법의 근간은 유럽연합 와인 공동마케
팅의 설립이다.

1971

리슬링 르네상스
리슬링이 독일와인의 킹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독일
은 전세계 리슬링 경장면적의 60%를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독일 리슬링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동시에 높은
품질로의 전환과 소비자들이 소비습관
도 바뀌면서 이제는 더 많은 생산자들
이 리슬링을 신뢰한다.

1995

이제 13개가 되었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작센과 잘레-운슈트루트 지역이 추가
되어 독일의 생산지역은 13개로 늘어났다.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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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보다 와인
독일인들이 처음으로 맥주보다 와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한
가정에서 알코올음료에 소비하는 비용
에 와인이 32,3%로 맥주의 32,2%와
차이는 미세하지만, 맥주 소비량이 매
우 높은 나라에서 역사적인 순간이었
고 지금은 그 차이가 더욱 커졌다.

와인문화의 하이라이트
독일와인협회는 2010년부터 와인생
산의 역사와 전통을 잘 담고 있는 지역
을 선정해서 "와인문화의 하이라이트
(Höhepunkte der Weinkultur)"라는
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포도밭과 와인생산 박물관 등이 속하
고 또 역사적인 압착시설과 전통 깊은
생산지역도 포함된다.

20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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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리슬링(Riesling): 절대적인 넘버원
리슬링은 향을 맡는 것 만으로 기분이 좋다. 사과,
레몬, 복숭아 또는 살구와 같이 맑은 과실의 아로
마는 독보적인 산도와 조화를 이뤄 리슬링을 세계
의 가장 뛰어난 품종으로 만든다. 얼마 전부터 리
슬링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19세기
초에 독일 리슬링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에
속했었다.
독일은 리슬링의 고향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데, 현
재 23.800헥타르로 전 세계의 49%의 면적이 독
일에 있다. 팔츠와 모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슬
링 생산지역이다. 리슬링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435년 3월 13일 뤼셀쓰하임에서 나온 카티에넬
른보겐(Katyenelnbogen) 백작의 장부 기록으로,
거기에 "seczreben rießlingen in den wingarten"이라고 쓰여 있다. 중세부터는 수도원에 의한
와인생산을 통해 이 품종이 점차 늘어났다.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리슬링 포도밭인 라인가우
의 요하니스베륵을 따서 미국에서는 일상적으로 "
요하니스베륵 리슬링"이라고도 불린다. 리슬링은
독일 전 지역으로 특히 리슬링에 적합한 기후조건
을 제공하는 계곡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외국에서도 독일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오스트레일
리아, 미국, 뉴질랜드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다.
리슬링의 특성은 성장한 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다. 점토질의 땅은 레몬계열의 특성을, 사암은 와
인에 살구의 아로마를 그리고 점판암의 토양은 부
싯돌을 연상시키는 인상적이 미네랄의 특성을 부
여한다. 리슬링은 아주 오래 숙성이 가능하고, 숙
성된 리슬링은 우아한 페트롤향을 보여주는데, 이
는 많은 애호가들에게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다.
리슬링과 같은 뛰어난 품종은 아주 다양한 부분에
서 강점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빈쩌젝트(winegrower’s sparkling wine)부터 가벼운 카비넽와
인, 우아한 슈패트레제, 귀한 아이스와인이 그러

하고, 드라이, 미디엄 드라이 또는 노블스위트와인
까지 맛을 가리지 않는다. 리슬링은 이러한 다양
한 모습 속에서 신선한 느낌을 주고 음식과도 매
칭이 잘 되는데, 특히 생선이나 닭고기요리에 그
리고 진하지 않은 소스와 야채라구 등에 잘 어울
린다.
미디엄 드라이 와인은 아시아 음식의 좋은 동반자
이고, 비교 불가능한 숙성가능성을 가진 베렌아우
스레제, 트코큰베렌아우스레제에서는 귀부(보트리
티스 시네레아)를 통해서 리슬링 아로마가 완성된
다. 리슬링은 특히 귀부와인에 아주 적합한데, 매
우 느리고 늦게까지 익어가는 특징이 있어 포도에
귀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을의 날
씨가 도와줘서 너무 춥거나 건조하지 않는다면 이
런 귀부와인이 나오는데 어떤 방해물도 없다.
손으로 일일이 선별해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이런
특별한 와인은 농축된 아로마와 더불어 리슬링의
빛나는 산도를 제공한다. 건조된 과일, 꿀, 잘 익
은 파인애플, 복숭아의 향이 후각을 자극하는데,
입맛을 돋구거나 스위트한 디저트와 강렬한 치즈
에도 좋은 파트너가 된다. 리슬링 최고의 즐거움
은 아이스와인이 제공한다. 아이스와인은 농축미
가 있으면서도 매우 섬세한 와인으로 눈부신 산도
와 빛나는 과실의 아로마 그리고 250왹슬레까지
도달하는 포도의 당도가 들어 있다. 리슬링 아이
스와인이 가장 귀한 와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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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SLING
23,2 %

MÜLLER-THURGAU
12,1 %

SPÄTBURGUNDER
11,4 %

DORNFELDER
7,5 %

GRAUBURGUNDER
6,2 %

PORTUGIESER
2,9 %
SILVANER
4,7 %

WEISSBURGUNDER
5,2 %

KERNER
2,5 %
레드 품종 / 화이트 품종
TROLLINGER
2,2 %

2016년 전체 102.493 헥타르 중에서 포도나
무가 심어져 있는 비율

SCHWARZRIESLING
1,9 %
CHARDONNAY
1,9 %
REGENT
1,8 %
LEMBERGER
SCHEUREBE
1,8 %
SAUVIGNON BLANC
BACCHUS 1,4 %
1,1 %
1,7 %
GUTEDEL
1,1 %
TRAMINER
1,0 %
ELBLING
Öchsle
0,5 %

출처: 독일통계청, 2014년 7월 31일. ©Deutsches Weininstitut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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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패트부르군더(Spätburgunder): The Trendy Red
슈패트부르군더는 의심의 여지없이 독일 최고의
레드와인 품종이다. 이 품종은 최고의 밭에서 가
장 잘 자라며, 그러한 밭에서 특징 있는 체리 아로
마와 스모키하고 아몬드의 느낌 그리고 붉은 베리
향을 연상시키는 섬세한 과실의 뉘앙스가 잘 발달
된다.
독일은 11.000헥타르로 프랑스, 미국에 이어서 세
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화이
트 품종으로 리슬링은 전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 최고 레드품종은 여전히 다크호스로
불린다. 독일 내에서 자국 슈패트부르군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
의 수출이 되지 않았다. 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조
차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피노누아를 생산한다는
사실에 놀랜다.
슈패트부르군더는 인간이 아주 오랫동안 재배해왔
던 품종에 속한다. 카롤링어 가문이고 "뚱뚱한" 왕
이라는 별명을 가진 칼 3세가 884년에 부르고뉴
로부터 보덴제 지역으로 가지고 왔다는 설이 있고,
이후에 그곳에서부터 북쪽으로 확장되어졌다.
슈패트부르군더는 기후와 떼루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품종이다. 최고의 밭만이 이 대표적인
레드품종에 적합하다. 그리고 리슬링과 마찬가지
고 차가운 기후에서 잘 자라는 품종으로 독일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남쪽의 와인생산국에

비해 성장시간이 길어서 자라는 땅과 기후, 즉 개
별적인 떼루아를 잘 표현한다. 이를 통해 와인애호
가들은 독일의 슈패트부르군더를 다른 나라의 품
종과 구별하고 와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맛으로
느낄 수 있다.
입안의 질감이 풍부하고 대부분 드라이하게 만들
어진 슈패트부르군더는 크게 두 개가 나눌 수 있
다. 잘 익은 포도로 만들어서 부드럽고 탄닌이 적
고 루비를 연상시키는 붉은 색에 섬세한 와인과,
탄닌이 강하고 산도가 낮으며 강한 색을 가진 모
던한 스타일의 와인이 있다. 적당한 오크통 숙성은
두 스타일에 모두 잘 맞는다. 껍질과 빨리 분리돼
서 나오는 "블랑드 누아"는 연한 핑크 빛을 띤 화
이트와인의 색감을 가지고 있고, 허브의 향과 가
벼운 느낌이 여러 음식과도 잘 맞으며, 전식주로도
적당하다. 슈패트부르군더는 레드 스파클링 와인
이나 블랑드누아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바덴은 5.400헥타르로 독일 슈패트부르군더의 상
당부분을 생산한다. 거의 모든 생산지역에서 이 품
종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르지역의 이 품
종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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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품종
화이트 품종

뮐러-투어가우(Müller-Thurgau) –
리바너(Rivaner)
20세기 초에 스위스 투어가우 출신
의 가인젠하임 교수였던 헤르만 뮐
러에 의해서 교배된 이 품종은 오랫
동안 리슬링과 질바너의 교배종으
로 알려져서 리바너로 불렸는데, 얼
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리슬
링과 마들렌 로얄로 밝혀졌다. 복잡
하지 않고 마시기 편하며 부드러운
산도에 전형적인 무스카트 향이 특
징이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화
이트 품종으로 일찍 익는 특성이 있
고 시원한 여름와인으로 여러 상황
에 잘 어울리며 향긋한 스파클링 와
인으로 만들어도 좋다.
Öchsle

도른펠더(Dornfelder)
1950년대 아우구스트 헤롤드에 의
해 바인스베륵에서 교배된 이 품종
은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드품
종 중에 하나다. 가볍게 마시기 편
하고 체리와 커런트의 베리향에 따
뜻한 느낌과 부드러운 탄닌에 짙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이 쉽
고 영했을 때도 마시기 편한 와인
이다. 도른펠더는 블랜딩 품종으로
도 강점이 있으면 바릭숙성에 적합
하다.

그라우부르군더(Grauburgunder)
슈패트부르군더의 변종으로 스위트
한 스타일은 루랜더(Ruländer)로도
불린다. 오늘날은 대부분 드라이하
게 만들어지며 메뉴와인으로 뛰어
나다. 배, 아몬드, 너트와 파일애플
의 아로마를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스타일이 인상적이다. 피크닉이나
테라쓰에 어울리는 드라이하고 신
선한 그라우부르군더부터 루랜더로

불리는 바릭에서 숙성된 바디감이
강한 노블스위트한 스타일까지 가
능하며, 바이스부르군더와 마찬가지
로 스파클링와인에도 좋다.
질바너(Silvaner)
트라미너와 오스트리아 화이트의
자연교배종으로 가장 오래된 품종
중의 하나다. 1659년에 독일에서 처
음으로 재배된 걸로 증명되었고, 그
지역이 프랑켄의 카스텔(Castell)이
다. 프랑켄은 현재 질바너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가장 많은 면적을 가
지고 있는 지역은 라인헤쎈이다. 리
슬링과 같이 테루아의 특성을 잘 표
현하고 꽃향과 베지터블한 아로마
또는 멜론, 유과 그리고 사과의 과
실 아로마를 보인다. 부드럽고 미네
랄과 과일의 느낌에 부드러운 산도
는 실바너를 음식과 훌륭하게 매칭
되는 와인으로 만들고, 전통적으로
아스파라거스와 잘 어울리지만 생
선과도 매칭해 보기를 바란다.

품종

바이스부르군더(Weissburgunder)
슈패트부르군더에서 파생된 이 품
종은 리슬링에게는 너무 더운 지역
에서 잘 성장한다. 가볍고 신선하며
조화로운 산도는 식사에 이상적인
와인이다. 향과 맛에서는 레몬계열
의 과실과 배 멜론, 너트 향이 특징
이고, 스파클링 와인 품종으로 좋으
며 바릭에서 만들어진 와인은 매우
인상적인 품질을 보여준다.

포르투기저(Portugiser)
단순하면서 신선한 이 품종은 독일
의 로제의 한 종류인 바이쓰헤릅스
트(Weißherbst)로 많이 만들어진
다. 탄닌이 부드러운 이 품종은 독일
에서 세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
이다. 이름과 달리 포르투갈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품종으로 아마
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서 유래
한 것으로 보인다. 레드 커런트, 라
즈베리, 딸기와 같은 아로마가 특징
이고, 수확량을 줄이면 짙고 바릭에
서도 숙성할 수 있는 와인이 된다.
케르너(Kerner)
1929년에 아우구스트 헤롤드가 트
롤링어와 리슬링으로 교배에 성공
한 이 품종은산도가 신선하고 과실
향이 있는 화이트 품종이다. 바인스
베륵의 시인인 유스티누스 케르너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 품종은 과즙
이 풍부한 와인으로, 볼륨 있게 만
들면 음식에도 적합하다. 스위트한
슈페트레제는 썸머와인으로 이상적
이고 젝트용 와인이나 블랜딩 파트
너로도 좋다. 그린 애플과 배, 화이
트 커런트의 아로마를 가지고 있다.

트롤링어(Trollinger)
뷔템베륵의 "빵과 버터에 어울리는
레드와인"으로 불리는 이 품종은 색
이 엷고 가벼워 마시기 편하며 과
실향이 좋다. 기원은 알프스 남쪽
으로 그 지역에서는 베르나쉬(Vernatsch)로 불린다. 독일에는 로마인
들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꽃향과 신
체리의 아로마를 가진다. 전통적으
로 식사할 때 베인컨과 하몽, 치즈
등이 곁들여진 빵과 마시거나 전통
적인 뷔템베르크의 음식에 어울리
며, 약간 차갑게 해서 마셔야 한다.
슈바르츠리슬링(Schwarzriesling)
= 뮐러레베(Müllerrebe)
이름과는 달리 이 품종은 리슬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부르고뉴 패밀
리에 속한다. 뮐러레베라는 이름은
잎사귀에 있는 섬세한 하얀가루 때
문인데, 마치 밀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일향이 있는 테이
블와인으로 마시기 편하고, 강렬하
게 만들면 아로마와 복합성이 슈패
트부르군더를 연상시킨다. 프랑스에
서는 Pinot Meunier로 불리고 샴
페인의 품종으로 이용된다. 독일에
서는 대부분 단일품종으로 만들어
지며 특히 뷔템베륵에 가장 많은 면
적을 가지고 있다.

렘베르거(Lemberger)
블라우프랭키쉬로 알려진 이 품종
은 아마도 오스트리아에서 유래해
서 19세기에 독일의 뷔템베륵에 퍼
진 것으로 추정된다. 뷔템베륵 출신
의 독일연방대통령이었던 테오도 호
이쓰는 렘베르거 애호가였다. 부드
럽고 짙은 빛의 베리향이 렘베르거
는 점점 인기를 얻고 있고, 마시기
편한 데일리와인에서 부터 품격 있
는 바릭숙성 와인까지 있어 다양한
경우에 잘 맞출 수 있다. 잘 익은 짙
은 색을 가진 베리와 자두, 체리의
아로마에 스타일에 따라서 아주 뚜
렷한 탄닌의 구조를 보여준다.

레겐트(Regent)
독일에서 품종교배는 아주 오래 전
부터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서 품
종의 특징을 좋게 하거나 새로운 품
종을 만들지만 더불어 병충해를 피
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물론 이렇
게 만들어진 품종은 맛도 있어야 한
다. 레겐트는 질바너, 뮐러-투어가
우 그리고 샴부르신의 교배로 태어
난 레드품종으로 병충해에 아주 강
하다. 1996년에 허가된 이 품종은
짙은 색의 과일향과 부드러운 레드
와인으로 짙은 체리와 카시스에 탄
닌의 구조감이 단단하다. 레겐트는
특히 곰팡이병에 강한 특성을 가지
고 있어서 유기농 와인생산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Öchsle

29

30

품종

바쿠스(Bacchus)
1930년대에 질바너, 리슬링, 뮐러투어가우가 교배되어 나온 품종으
로 2016년에 약 1.700헥타르의 면
적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라인헤쎈
과 프랑켄에 있다. 바쿠스는 대부분
잔당이 있는 프래디카츠와인으로
만들어진다. 보디감이 풍부하고 과
실향이 풍부하며 쇼이레베(Schuerebe)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부케가
인상적이다. 높은 당도와 풍부한 산
도를 가진 바쿠스는 리슬링과 비슷
하며, 거기에 잔잔한 무스카트 톤의
꽃향이 있다. 바쿠스는 섬세한 허브
아로마가 있어 아시아 음식이나 디
저트로 나오는 과일샐러드와 잘 어
울린다.
샤도네(Chardonnay)
샤도네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품종 중의 하나이고, 독일에서도 꾸
준히 늘어나고 있다. 스테인레스 통
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바락통에서
의 생산방식도 널리 이용된다. 메론,
이국적인 과일, 잘 익은 구즈베리
또는 적절히 익은 사과는 샤도네의
전형적인 향이다. 가볍고 영한 와인
은 생선과 해물요리의 좋은 동반자
이고, 강하거나 오크향이 강조된 와
인은 구운 요리와 강렬한 치즈와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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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이레베(Scheurebe)
1916년에 라인헤쎈의 알짜이에서
게오르그 쇼이에 의해 탄생한 질바
너와 리슬리의 교배품종이다. 부케
품종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블랙 커런트와 이국적인 과일향이
특징이다. 주로 노블스위트하게 만
들어지나 드라이하게도 만들어진다.
아시아 요리나 치즈에 완벽하게 어
울리고, 식전주와 테라스와인으로
도 최고다.

소비뇽 블랑(Sauvignon Blanc)
이 품종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
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고 독
일에서도 그 사이에 800헥타르까
지 늘어났다. 독일의 소비뇽 블랑은
국제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좋은 평
가를 받는다. 명백한 특징은 잔디,
허브, 구즈베리 그리고 설익은 과일
의 강한 아로마이다. 소비뇽 블랑
은 생선과 해물요리에 아주 잘 어
울리고 크림소스 파스타와 같이 해
도 좋다.

굳에델(Gutedel)
5000년전부터 생산된 이 품종은
가장 오래된 양식된 포도나무로 인
정된다. 독일에서는 바덴의 남부인
막그래플러란트(Markgräflerland)
에서만 주로 볼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에서는 샤슬레(Chasselas)로 불린다. 부드러운 과일산
은 굳에델을 가벼운 음식과 잘 어울
리게 하며, 훌륭한 썸머와인이면서
젝트 생산에도 잘 어울린다.

엘플링(Elbling)
2000년 전에 유럽에서 발견되었
고, 로마인들은 화이트 품종이라는
뜻의 "비티스 알바(Vitis Alba)"로
불렀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현재 모
젤지역에서만 생산된다. 가볍고 산
도가 강한 톡톡 튀는 느낌의 와인
은 마시기 편하고 젝트용으로도 아
주 뛰어나다. 더운 여름날에 드라이
한 엘플링보다 더 좋은 것은 찾기
힘들다.

트라미너(Traminer)
전통 깊은 부케품종으로 장미꽃향
특징이다. 더불어 아카시아향과 쌉
쌀한 오렌지와 이국적인 과일향, 꿀
의 아로마도 느낄 수 있다. 팔츠의
마을 로트(Rhodt)에는 400년된
포도밭이 여전히 존재한다. 독일에
서는 점차 면적이 더 넓어지고, 맛도
다양해진다. 특히 질감 있고 풍부한
느낌의 노블스위트한 와인으로도
자주 만들어지는데, 그런 와인은 섬
세한 디저트와 치즈에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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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인
생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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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AHR

Bad Neuenahr-Ahrweiler

ein

Rh

Bonn ·

Bad Bodendorf
Marienthal ·
· Mayschoß
Altenahr ·

Ahr

아르(Ahr) – The Valley
of the Reds
아르는 약 560헥타르로 독일의 가장 작은 생산지역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은 84%가 레드품종으로 독일의 다른 지
역보다 훨씬 높다. 특히 슈패트부르군더(피노 누아), 포르
투기저, 프뤼부르군더가 많이 재배되고, 화이트 품종으로
는 리슬링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지역에는 같은 이름의 강이 있는데 독일 수도였던 본에
서 남쪽으로 약 40km지점에서 라인강과 만난다. 그림 같
은 아르계곡의 언덕은 대부분 남향으로 방향이 좋고, 비가
자주 오지 않으며 연평균기온도 아주 낮다. 그럼에도 까다
로운 슈패트부르군더가 아르에서 잘 어울리는 것은 근본

면적:
약 560 ha., 레드품종 비율: 85 %
주요품종:
슈패트부르군더, 프뤼부르군더, 리슬링
웹사이트:
www.ahrwein.de

LANDMARK
OF WINE CULTURE

•Vinothek of Red-Winery Jean Stodden
•Mayschoß: Cradle of winegrowers’ cooperatives
•Marienthal Monastery: Wine tasting in the vaulted cellar
Öchsle

적으로 땅과 관계가 있다. 아르계곡은 라인점판암 산맥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전팜암은 이 품종의 좋은 기반으로
낮에는 따뜻함을 저장했다가 저녁에 다시 발산하는 자연
스러운 온돌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강도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독일 와 인생산지역 – AHR

아르계곡을 따라서 레드와인 트래킹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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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AHR

역사적인 도시 아르바일러 도심의 모습

아르는 약 이백만 년 전에 점판암산맥에 의해 생겨난 계곡
이다. 특히 중부아르지역은 계곡들과 언덕이 사이가 좁고
경사가 아주 심하다.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낭만적인 계곡
은 라인강의 점판암 산맥에서 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종이 살고 있고 희귀한 동물들의 터전이다. 이곳에서는 야
생고양이와 부엉이가 서로 밤인사를 한다.

아르의 품종의 스타는 의심의 여지 없
이 슈패트부르군더이다.

아르의 와인축제

이 품종은 30년전쟁 이후에 이 지역에 들여왔다. 와인생
산은 1세기경부터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당시
에는 아주 다른 품종들이었다. 아마도 그러한 전통 때문에
슈패트부르군더가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 화이트와인처럼
다뤄졌을 것이다. 색이 아주 엷어서 아르 로제와인이라고
도 불렸지만 오늘날의 슈패트부르군더는 아주 다르다. 아
르의 레드와인은 엘레강스하고 복합적이고 아주 오랜 숙성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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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산자조합중의 하나
이고 독일에서 첫 번째 조합은 1868년 마이
쇼쓰에서 설립되었다. 당시 계속되는 흉작과
부담되는 관세시스템으로 아르의 많은 생산
자들이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와인셀라
를 운영했다. 이 아이디어는 지금도 아르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독일 와 인생산지역 – BADEN

Baden – Sun-Ripened and
Pinot Perfect
누군가 독일의 날씨가 춥고 좋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
은 바덴 지역에 가봐야 한다. 독일의 남서부에 놓인 바덴은
북쪽의 타우버프랑켄에서 부터 하이델베륵을 지나 라인강
Heidelberg ·

을 따라서 보덴제까지 이른다. 약 16000 헥타르의 면적으
로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생산지역이다.
바덴은 특히 따사로운 기후가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남부

Stuttgart ·

포게젠과 쥐라의 암반 사이에 있는 벨포르트 협곡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이를 통해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이 라인강

Rh

ein

Karlsruhe ·

· Ihringen
· Freiburg

까지 불어온다. 그래서 바덴은 독일에서 유일하게 유럽연
Meersburg

Reichenau

합 생산지역 구분에서 B구역에 속해 유럽에서 평균적으로
따뜻한 지역에 해당된다. 벨포르트 협곡으로 인해 바덴은
부르고뉴의 땅으로 불리는데, 여기에서 슈패트부르군더,
그라우부르군더, 바이쓰부르군더가 특히 잘 자란다.
지역의 특산품으로는 로제색을 띤 바디쉬 로트골드가 있
는데, 이건 품종이 아니고 그라우부르군더와 슈패트부르군
더의 특별한 블랜딩으로 “로트링”으로 불린다.

바덴의 ”두어바흐“ 마을의 포도밭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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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BADEN

오버베르겐의 포도밭에서 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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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의 뛰어난 화이트 품종 중에 “클링엘베르거
(Klingelberger)”가 있다. 오르테나우에서 일상적인
이 이름은 바로 리슬링이다. 기원은 두어바흐에 있는
슐로쓰베륵의 한 부분인 클링엘베륵에서 나왔다. 그
곳에 슐로쓰 슈타우펜베륵의 주인이었던 막그라프
칼 프리드리히 폰 바덴이 1782년에 리슬링을 심게 했
다. 이 밭에서 처음으로 한 품종만을 재배했는데, 이
는 그 당시에 하나의 혁신이었다.

바덴은 생산지역이 많은 만큼 토양도 다양한 구성을 보여
준다. 크라이히가우의 패각석회층부터 타우버의 석회, 점
토질, 메어겔 퇴적층이 있고, 여기에 카이저슈툴, 투니스베
륵, 막그래플러란트에는 화산의 흔적들이 산재되어 있다.
바덴은 다시 9개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투니스베륵, 카이저
슈툴, 브라이스가우, 오르테나우, 그라이히가우, 바디셔 베
륵슈트라세 그리고 타우버프랑켄이 이에 해당된다.

카이저슈툴은 독일에서 가장 해가 많
이 나는 지역이다.
검은 숲과 포게젠 사이의 화산의 원추형의 카이저슈툴은
평균기온 11도로 의심의 여지 없이 독일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드문 식물군과 동물군이 존재한다. 36
개의 난초과 식물과, 729종의 나비, 화려한 색을 자랑하
는 벌새, 40cm까지 성장하는 초록의 스마락 도마뱀과 사
마귀가 카이저슈툴에서 살고 있다. 카이저슈툴 이름은 오
토 3세(980-1002)의 이름에서 유래하는데, 그곳 라이제

면적:
면적: 15.800 ha., 화이트품종 비율: 59 %
주요품종:
슈패트부르군더, 뮐러-투어가우, 그라우부르군더, 바이쓰부
르군더, 굳에델, 리슬링
웹사이트:
www.badischerwein.de

하임 지역의 “게슈튈(Gestühl)”에 사법부가 있었기 때문이
며, 이 이름은 현재 포도밭 이름으로 사용된다.
바덴은 독일의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고급 레스토랑이 많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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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유명하다. 수많은 스타 레스토랑은 프랑스의 알
자스지역까지 알려져 있어 점점 더 많은 미식가들이 국경
을 넘어서 이 지역을 방문한다.

•Winery Abril
•The Holy Spirit wine press of Meerburg
•Reichenau – where wine in cultivated in water
•Volcanic rock garden at the Winklerberg in Ih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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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FR ANKEN

전원적인 ”에쉔도르프“ 마을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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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FR ANKEN

Franken –
Fine. Wine. Main.
· Aschaffenburg

Main

· Würzburg
· Kitzingen

면적:
약 6.100 ha., 화이트품종 비율: 81 %
주요품종:
뮐러-투어가우, 질바너, 바쿠스
웹사이트:
www.frankenwein-aktuell.de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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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atlicher Hofkeller Würzberg
•Sommerach am Main: In the realm of the senses
•Winery Brennfleck in Sülzfeld am Main
•Vinoteque of winery Max Müller 1 in Volkach
•Winery am Stein in Würzburg
•Vinoteque Iphofen
•Bürgerspital zum Heiligen Geist winery
•Juliusspital in Würzburg
•Castell and Silvaner

뷔르츠부륵의 ”호프켈러“

사람들은 마인프랑켄을 와인프랑켄으로 부르는데, 이는
마인강과 그 지류를 따라 와인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옆으로 퍼진 특이한 병인 복스보이텔이다.
이 형태의 병이 왜 프랑켄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명확
히 알려지지 않았다. 프랑켄의 베니히움슈타트에서 발굴
작업 때 납작하게 눌린 병이 발견되었는데, 그 병은 기원
전 약 1400년경의 것으로 켈트족의 유물로서 그것이 이유
였을 수도 있다. 복스보이텔은 매우 실용적이어서 언덕에
서도 굴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만한 언덕의 프랑켄 계
곡에서 피크닉 할 때 매우 좋다.
프랑켄은 바인에른 주의 유일한 와인생산지역이다. 6100
헥타르에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고, 상당부분이 바로크 도
시인 뷔르츠베륵 주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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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FR ANKEN

”카스텔“의 풍경

이포펜 또는 카스텔 마헨 프랑켄과 같은 그
림 같은 도시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휴양지
이다.

와인프랑켄의 기후는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가지지만 마
인강이 균형을 잡아준다. 여름은 따뜻하고 겨울은 춥지만,
북쪽의 뢴과 서쪽의 슈페사트는 너무 강한 추위와 습기로
부터 마인프랑켄지역을 보호해 준다. 여름에 뷔르츠베륵
주변으로 비가 적게 오지만 습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프랑켄에서는 화이트가 81%로 지배적이다. 질바너는 프
랑켄의 전통적이 품종으로 인정되고 있고, 프랑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질바너는 1659년 4월에 카스텔의 슐로

강수량은 적어 토양에는 미넬랄이 농축이 되어서 미네랄
한 풍미가 프랑켄 와인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인정되고 있
다.

쓰베륵에 처음 심어졌다. 품종의 특징은 프랑켄의 특징과
도 유사해서 차분하면서도 절제되어 있지만 안정적인 힘
을 가지고 있다. 질바너는 리슬링보다 2주정도 빨리 익고
비교적 수확량이 좋지만 매서운 겨울에 약한 면이 있다. 그
래서 질바너는 프랑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은 아
니다. 적정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 생산자들은 기후에 강한
뮐러-투어가우를 재배한다. 마시기 편한 와인부터 아우스
레제까지 만들 수 있는 화이트 품종 바커스도 프랑켄 생산
자들에게 소중한 품종이다. 레드 품종인 도미나 역시 프랑
켄의 특별한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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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의 가장 유명하고 문서로 증명된 가장 오래
된 밭이 “뷔르츠베르거 슈타인”이다. “슈타인 와인”
은 오랫동안 프랑켄와인과 동의어였다. 1540년 빈
티지의 슈타인와인은 아직도 뷔르츠베륵에 있는
뷔르거스피탈 와이너리 셀라에 저장되어 있다. 슈
타인와인의 애호가중의 한 사람이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이다. 그는 1806년 6월 17일에 부인 크리스티
아네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내게 뷔르츠베륵 와
인을 보내시오. 다른 와인은 내게 맞이 없어서 그
와인이 더 이상 없다면 나는 갈증을 느낄 것이오.”

독일 와 인생산지역 – HESSISCHE BERGSTR A SSE

Hessische Bergstraße – Spring Meadows,
Island of Wine
461헥타르로 독일에서 가장 작은 생산지역에 속하는 헤씨
쉐 베륵슈트라쎄는 대부분 라인강을 따라서 오덴숲의 끝
자락에 놓여 있다. 요젭 2세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된
후 1766년 4월에 베륵슈트라쎄를 지나갈 때 “여기서부터

Main

독일이 이탈리아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실제로 독일의 봄은 여기에서 가장 빨리 시작된다. 이 지

Rhein

역에는 무화과, 아몬드, 개나리, 목련등이 피고 포도나무도
· Darmstadt
· Zwingenberg

Kloster Lorsch · · Heppenheim
· Mannheim

잘 자란다. 맑은 날에는 팔츠 숲까지 볼 수 있고, 이는 베륵
슈트라쎄에 수 많은 성들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베륵슈트라쎄 마을에는 그림
같은 모습의 구시가지가 있다.

Heidelberg ·
더불어 과일나무에 꽃이 피고 테라스화된 포도밭의 풍경
도 있어서 아름답다. 헤시쉐 베륵슈트라세의 땅은 건조하
고 영양분이 적지만, 쉽게 따뜻해지는 표류사와 알갱이가
섬세하고 흙 층이 두꺼워 수분을 잘 저장하는 뢰쓰가 특
징이다.
헤씨쉐 베륵슈트라쎄의 아몬드꽃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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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HESSISCHE BERGSTR A SSE

헤펜하임의 ”슈템믈러“ 포도밭

Öchsle

독일 와 인생산지역 – HESSISCHE BERGSTR A SSE

오덴숲에는 와인섬이라고 일컬어 지는 지역
이 있다. 물론 실제 섬은 아니고, 다름슈타트
서쪽의 그로쓰-움슈타트를 둘러싸고 있고
헤시쉐 베륵슈트라세에서 좀 떨어진 생산지
를 말한다. 그곳에서는 약 78헥타르 면적에
와인이 생산되는데, 멀지 않은 곳에 헤쎈의
대도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이 놓여 있다.
그곳에 심지어 로어베륵이라는 포도밭이 있
다. 하지만 이 밭은 첫째 라인가우 지역에 속
하고 둘째 프랑크푸르트 사람은 다른 종류의
와인을 선호해서 사과로 만들어져 이를 “에
벨봐이”라고 불린다.

베륵슈트라쎄의 왕은 리슬링이다. 이 지역의 반이 리슬링
으로 특히 성장기간이 길어서 잘 자란다. 나머지 56%는

면적:
약 461 ha., 화이트품종 비율: 79 %
주요품종:
리슬링, 그라우부르군더, 슈패트부르군더
웹사이트:
www. www.bergstraesser-wein.de

뮐러-투어가우, 게뷔르츠트라미너 그리고 드물게 노란 오
를레안스 품종이 재배된다. 최근에는 슈패트부르군더, 프
뤼부르군더 또는 생 로랑과 같은 레드 품종들도 점차 많아
지고 있다.
아마도 로마인들이 이 지역의 따사로운 기후를 이용해 와
인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도를 로마인들은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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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strata montana”로 불렀으며 중요한 유통경로였다.
지질자연공원인 베륵슈트라세-오덴숲은 유네스코에서 지
질공원 네트워크에 등적 된 77개의 지질공원중의 하나에

•Adventure trail “Wein and Stone” at Heppenheim
•Lorsch Monastery and the history of viticulture

속한다. 라인강, 마인강 그리고 네카강 사이의 약 2.330평
방킬로미터에는 5억만년의 지구 역사가 보인다. 헤씨쉐 베
륵슈트라세는 라인상부 지구와 크리스탈리엔 오덴숲사이
의 위치에 놓여 지질공원의 주요한 부분이다.

헤펜하임 마을의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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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MIT TELRHEIN

카웁의 ”구텐펠스 성“의 모습
Öchsle

독일 와 인생산지역 - MIT TELRHEIN

Mittelrhein –
Loreley loves Riesling

· Königswinter

ein

Rh
· Neuwied

Lahn

Koblenz ·
Boppard ·
Bacherach ·
Bingen ·

바하라흐의 로맨틱 호텔
모든 관광객들은 로맥틱한 라인강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독일사람들과 다르게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은 하이네
의 로렐라이 노래를 틀리지 않고 부를 수 있다. “Ich weiss
nicht, was soll es bedeuten….”
와인애호가들에게 미텔라인은 리슬링과 동일시된다. 467
헥타르의 재배면적은 라인강을 따라 빙엔과 지벤게비르게

면적:
약 467 ha., 화이트품종 비율: 85 %
주요품종:
리슬링, 슈패트부르군더, 뮐러-투어가우
웹사이트:
www.mittelrhein-wein.de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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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parder Hamm: the wine loop on the Rhine
•Bacharach: Centre of the Romantic Rhine

사이에 약 110km 길이로 펼쳐저 있으며 이전의 연방수도
였던 본 가까이까지 이른다. 그래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
렌 주도 약 20헥타르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기차나 자동차로 이 구간을 한번쯤 지나가 본 적이 있다면
수많은 중세의 고성, 그림 같은 마을들과 더불어 많은 포도
밭을 발견했을 것이다.

빙엔과 코블렌츠 사이에 로맨틱한 구간은
2002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로맨틱 와인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왜냐하
면 대부분의 밭이 급경사의 밭에 놓여 있어 생산자들은 힘
들게 일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런 노력은 충분히 그 가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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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MIT TELRHEIN

”팔츠그라펜슈타인“의 경관

치가 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밭에 있는 점판암의 땅은
와인에 미네랄과 생동감 있는 산도를 부여한다.
강은 공기를 부드럽게 하고 훈스뤽은 차가운 강물의 흐름
을 막아주지만 그럼에도 좋은 와인을 위해서는 좋은 밭
이 필요하다. 그러한 밭은 보파드 마을에서 라인강이 꺽이
는 지점에서부터 상트 고어하우젠까지 대부분 강의 오른
편에, 북쪽으로 렌스까지는 강의 양편에, 남쪽으로 트레히
팅엔스하우젠은 주로 강의 왼쪽 편에 놓여 있다. 전체 면
적 중에서 300헥타르 이상은 리슬링이 심어져 있다. 슈패
트부르군더, 뮐러-투어가우, 블라우어 포르투기저, 케르너
는 주로 그 지역에서 소비되어 유통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아주 인상적인 성들은 과거에 방어용 요새이거나 관세를
걷는 건물로 만들어졌는데, 화약무기가 나오면서 15세기
부터 그 의미를 잃었다. 많은 성들은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고 30년전쟁과 팔츠의 상속전쟁으로 많이 파괴
되었다. 그리하여 미텔라인의 성의 위용은 사라지는 듯 했
다. 그러나 두꺼운 돌담은 수백 년을 넘게 유지되었고 공
공재정이나 개인들에 의해 다시 복구되어서 현재는 포도
밭과 더불어 라인로맨틱의 상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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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라흐 마을에 여러 개의 급경사의 밭이 있는
데, 예전부터 그곳에서 최고의 와인이 자란다고
말해지고 있다. 교황 피우스 2세는 매년 바하라
흐의 와인 한 통을 로마로 보내게 했다. 그곳에
는 특별한 평지의 밭도 있다. 그 밭은 라인강 중
간에 680m 길이에 150m 폭의 섬으로 전 소유
주였던 한스 하일레젠의 이름을 따서 “하일레젠
베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바하라
흐의 한 가족에 의해서 경작이 되고 있다. 이 밭
에서 포도나무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급경사의
밭에서 일하기 위한 튼튼한 다리 뿐만 아니라
근육질의 팔도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섬은 오
직 보트로만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와 인생산지역 – M OSEL

Mosel – Romans, Riesling
and Steep Slate Slopes
모젤강은 라인강과 더불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강 중의
하나이다. 구불구불 흐르는 이 강은 프랑스에서 La Moselle, 룩셈부르크에서는 Musel이라고 불리는데, 페얼에
서 독일의 모젤이 되고 코블렌츠에서 라인강과 만난다. 독
일에서 가장 오래된 생산지역인 모젤은 이미 로마의 시인
아우소니우스에 의해 노래되어졌으며, 약 9000헥타르의
면적이 모젤강과 두 지류인 자르강과 루버강에 펼쳐져 있

el
Mos

Piesport·
· Trier

in

Bremm·

Rhe

Cochem ·

·Zell
· Traben-Trarbach
·Bernkastel-Kues

다.
모젤로의 바람은 주로 남서쪽에서 온다. 강과 땅은 모두 낮
에 열기를 잘 저장해서 밤에 다시 발산한다. 모젤의 언덕에
있는 급경사의 암반에는 햇볕이 거의 직각으로 비추고, 특
히 브렘의 칼몬트 밭은 유럽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밭이다.
모젤은 기후가 따뜻해 이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동물과 식
물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아이
펠과 훈스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포도나무 사이와 돌
담 사이로 아폴로팔터, 물총새와 도마뱀이 돌아다니고 흰
돌나물과 양치류식물아 자란다.

크뢰프의 급경사 밭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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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M OSEL

면적:
약 8.800 ha., 화이트품종 비율: 91 %
주요품종:
리슬링, 뮐러-투어가우, 엘플링
웹사이트:
www.weinland-mosel.de

LANDMARK
OF WINE CULTURE

•Winery Lubentiushof in Niederfell at the Mosel
•The Roman wine presses of Piesport
•Winery of the Vereingten Hospitien in Trier
•Vineyard sundials at the Mosel
•Traben-Trarbach
•The Bremmer Calmont

이미 켈트족이 모젤에 주거했다고 증
명되었다.
이 지역의 현재 모습과 와인생산은 로마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기원전 50년에 율리우스 시이저는 갈리엔
과 전쟁을 했고 모젤계곡에까지 이르렀다. 기원 15세기경에
로마인은 지금의 트리어에 해당되는 아우구스타 트레베로
룸을 세웠고 4세기에는 서로마제국의 정부 소재지가 되었
으며 알프스 북쪽의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다.
독일-프랑스-룩셈부르크 세 나라의 국경에서부터 자르와
만나는 콘츠 사이에 있는 상부모젤은 패각석회와 적토층이
있다. 이 땅은 부르고뉴 품종과 토착품종인 엘플링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슈바이히부터 코블렌츠까지는 점판암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서 모젤은 느리게 라인의 점판암산맥을
통해서 길을 간다. 모젤의 많은 밭 이름은 라이(lay)로 끝이
나는데 이는 포도나무가 점판암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다. 켈트족이 사용했던 점판암의 옛이름인 “ley”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 남았다. 스펙터클하고 때로 강의 오른쪽
과 왼쪽에 테라스화된 언덕은 수없이 많은 강 굽이와 더불
어 모젤의 특색이다. 중부모젤과 하부모젤의 점판암에서는
무엇보다도 리슬링 품종이 잘 자란다. 여기에 땅 깊숙이 뿌
리를 내리고 풍부한 미네랄을 끌어 올리고 척박한 땅에서
섬세한 와인이 된다. 미네랄한 우아함, 휘네스 그리고 맛깔
나는 잔당은 모젤와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Öchsle

한 포도밭이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1900이다.
당시 베른카스텔의 시장이 “닥터”밭의 4300
평방미터를 칼 베겔러에게 팔았는데 와인 한
그루당의 가격이 100골드마르크였다. 이것
은 요즘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그루당 600에
서 700유로에 해당된다. 이 투자는 충분히 가
치가 있었고, 오늘날 이 밭은 세계적으로 유명
하고 모젤 최고의 밭에 속한다. 닥터라는 이름
은 1630년에 병이든 대주교 보에문트 폰 트리
어가 이 와인을 마신 후 병이 나았고 그 와인
이 나온 포도밭에 “닥터”라는 이름을 부여한데
서 나왔다.

독일 와 인생산지역 – M OSEL

브렘의 구부러진 모젤강 (브레머 칼몬트)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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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NAHE

”로텐펠스“의 포도밭

Öchsle

독일 와 인생산지역 - NAHE

Nahe – Slow River,
Craggy Cliffs

보석은 작지만 빛이 난다는 묘사는 약 4200헥타르 크기의
나에에 잘 맞는다. 작은 보물상자라고도 불리는 나에에 이
제 작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
이제 리슬링, 바이스부르군더, 그라우부르군더, 케르더, 뮐
러-투어가우와 같은 품종으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뛰어난
와인들을 찾을 수 있고, 적지 않은 생산자들이 독일의 최고
생산자에 속한다.

R he

나에강은 자란트 주의 노펠덴-젤바흐에서 시작해서 빙엔

in

에서 라인강과 만나는데, 강이 끝나는 지점에서 60km까

Schloß Böckelheim
· Bingen
Bad Sobernheim ·

e

h
Na

·
Bad
Kreuznach

Kloster
Disibodenberg

지가 나에지역에 속한다. 더불어 두 지류인 알젠즈와 글란
에 있는 계곡도 포함된다.
훈스뤽은 조용하고 전원적인 풍경에 비를 막아주고, 일조
시간은 연평균 약 1750시간에 달한다. 급경사의 암반은 여
름에 기온이 60도까지 올라가 포도나무가 성장기간에 따
뜻한 땅을 제공한다.

어느 다른 지역에서도 나에 보다 많은 다
양한 지질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다.

오덴하임의 클로스터뮐레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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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NAHE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나에에도 와인스트리트
가 있지만 독일 보석의 최고 생산지인 이다-오버
슈타인이 멀지 않게 있기 때문에 나에 생산자들
은 독일 보석거리와 같이 협력을 한다. 매년 ”에
델슐리프“라는 특별한 와인 에디션이 특별하게
장식된 병에 담겨 출시가 되는데, 각 해의 병은
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고 - 예를 들면 2018년에
는 Sodalith – 병 안에는 액체로 된 보석이 담겨
져 있다. 이 와인은 매년 나에에서 가장 많이 찾
는 와인이다.

나에는 라인의 점판암산맥, 마인츠의 분지 그리고 자르의
구릉지가 만나는 지점이다. 여기에는 화산암, 점판암, 로
트리겐트, 규암, 점판암, 뢰쓰, 사암, 바잘트 등의 토양이
있으며, 생산자들은 이런 다양함을 바탕으로 여러 시도를
해 볼 수 있고 애호가들은 넓은 스펙트럼의 와인을 즐길
수 있다. 리슬링은 약 29%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레드
와인 품종중에서는 도른펠더와 포르투기저가 주로 많지만
슈패트부르군더도 있다. 나에는 독일 와인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시음장과 같다.
나에의 디지보덴베륵에서 힐데가르트 폰 빙엔(10981179)이 살았고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까지도 여
전히 유효한 그의 치료법에서 와인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에의 와인은 라인와인보다 먼저 그 이름이 불려졌으며,

디시보덴베륵은 2010년에 독일와인협회에 의해 와인문화

리슬링의 캐릭터는 라인과 모젤의 와인을 연상시키면서도

의 랜드마크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곳에 독일의 가장 오래

나에의 느낌을 준다. 나에는 1971년에 독자적인 생산지역

된 포도나무가 있고, 최소 11세기에 심어진 것으로 보인다.

으로 인정되었다.

면적:
약 4.200 ha., 화이트품종 비율: 75 %
주요품종:
리슬링, 뮐러-투어가우, 도른펠더
웹사이트:
www.weinland-nahe.de

LANDMARK
OF WINE CULTURE

•Monastery ruins of Disibodenberg
•The Die Schloßböckelheim Kupfergrube
•Bad Sobernheim open-air museum
Öchsle

독일 와 인 생 산지역 – P FA L Z

바드 소버른하임의 자연박물관

Pfalz – Unforgettable Discoveries
on the German Wine Road
온화한 기후를 가진 아름다운 팔츠는 서쪽으로는 팔츠숲,
북쪽에 라인헤쎈, 동쪽에는 라인강 건너편의 바덴 그리고
남쪽에는 엘자스 사이에 놓여있다. 팔츠숲은 독일에서 가
장 면적이 큰 숲으로 이 지역의 포도나무는 팔츠숲의 아랫

Main

부분에 서 있다. 팔츠는 약 23.600헥타르로 독일에서 두

Ludwigshafen ·

일와인가도에 접해 있다. 1935년에 열린 독일에서 가장 오

Neustadt
an der Wein· Deidesheim
straße
Speyer ·
·
Rhodt
unter Rietburg

번째로 큰 생산지역으로 144개의 마을이 있고, 대부분 독
래된 와인관광루트는 약 85km의 길이로 북쪽의 보켄하임
에서부터 독일 와인토어로 끝나는 프랑스 국경마을인 슈
바이겐에까지 이른다.
날씨가 좋을 때 높은 곳에서 보면 라인강변에 있는 슈파이
어 마을의 카이저돔까지 볼 수 있고, 라인의 다른 편에는

Rh

ein

하이델베륵까지 보인다. 이 지역은 지중해성의 기후로 아
몬드, 무화과, 레몬, 올리브가 자라고, 봄에 와인가도를 핑
크 빛으로 물들이는 아몬드꽃 축제는 이 지역의 수많은 와
인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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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스하임의 포도밭

Öchsle

독일 와 인 생 산지역 – P FA L Z

독일와인가도는 전통 목조가옥이 있는 이 지역의
특색 있는 와인생산 마을들을 통과하고, 길가에
는 포도나무들이 자란다. 매년 한 번씩 8월의 마
지막 일요일에는 독일와인가도가 보행자와 자전
거거리로 바뀌어 약 80km의 길에 30만명 이상
의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따는 사람들 그리
고 보행자들로 가득 찬다.

팔츠의 생산자들이 가장 아끼는
품종은 리슬링으로, 대부분 풀바
디에 쥬시한 와인이다.
팔츠는 5.900헥타르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리슬링 경작
면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도른펠더로 마시기 편한 와
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외의 품종도 다양한데, 리슬
링과 더불어 바이스부르군더, 그라우부르군더, 슈패트부르
군더와 같은 품종은 DC(Districktus Controllatus) 팔츠
이름 하에서 규정된 프로필에 맞게 생산되면 팔츠의 전형
적인 와인이 된다.
팔츠는 크게 두 개의 하부지역으로 나뉜다. 와인가도의 북
쪽은 노이슈타트에서 보름스의 젤러 계곡에까지 이르는 지
역으로 미텔하르트로 불린다. 이 지역의 땅은 가볍고 수분
이 잘 빠져서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며, 대표 품종
은 리슬링이다. 와인가도의 남쪽은 노이슈타트에서 슈바이
겐까지로 주로 무겁고 점토질의 많은 토양이다. 이 지역에
서는 리슬링과 더불어 부르고뉴 품종과 레드와인이 잘 자

면적:
약 23.600 ha., 화이트품종 비율: 64 %
주요품종:
리슬링, 도른펠더, 뮐러-투어가우, 슈패트부르군더,
그라우부르군더
웹사이트:
www.pfalz.de/wein-und-genuss

란다. 통계적으로 남부팔츠에는 한 사람당 약 600그루의
나무가 있다.
팔츠에서는 뒤륵하이머 부어스트마르크트라는 세계에서

LANDMARK
OF WINE CULTURE

가장 큰 와인축제가 열린다. 15세기부터 열리기 시작한 이
축제에서는 빵, 와인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소시지가 아주
많이 제공된다. 그래서 1832년부터 공식적으로 “부어스트
마르크트”라고 불려졌다.

•Classic modernity in Kindenheim
•The Roman vineyard in Ungstein
•Rhodt under Rietburg
•Deidesheim: small wine village – great politics
•Wine Museum in Speyer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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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 인생산지역 - RHEIN G AU

Rheingau – Historic Hillsides on the Rhine
라인가우는 프랑크푸르트 서쪽에서부터 라인강을 따라서
펼쳐져 있다. 라인강은 그곳에서부터 변덕스럽게 방향을
바꿔 대부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라인강이 거의 정
확히 북위 50도인 마인츠에서 꺽여 잘 알려진 마을인 엘
트빌, 외스트리히-빈켈, 뤼데스하임에서 아스만스하우젠
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이런 이유로 라인가우의
언덕은 남쪽을 향하고 있으면 매년 1650시간의 일조시간
Kloster Eberbach

을 가지고 있다. 타우누스의 산은 북쪽에서 오는 차가운

ein

Rh

바람과 강한 바를 막아준다.

Eltville · Wiesbaden
Rüdesheim · ·
·
·
Oestrich- Mainz
Main
Winkel

품종중에서 리슬링은 의심의 여지 없
는 킹이다.
재배에 까다롭고 매우 늦게까지 익는 리슬링은 특히 이 지
역에 잘 맞아, 특색 있는 미네랄의 느낌이 잘 발전되고 신
선한 과일산의 특징을 가진다. 슈패트부르군더도 리슬링과
마찬가지로 고급품종에 속하고 특히 아스만스하우젠에서
잘 자란다.

”에버바흐“ 수도원
Öchsle

독일 와 인생산지역 - RHEIN G AU

”아쓰만스하우젠“의 포도밭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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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강에 있는 호흐하임(Hochheim)은 라인가우
에 속하는데, 이 마을은 영국에서 아직도 라인와
인을 대신해서 불리는 Hock라는 이름의 기원지이
다. 이 이름은 아마도 빅토리아 여왕이 1845년에
호흐하임을 방문한 후에 널리 퍼진 것으로 추정된
다. 호흐하임 와인의 좋은 맛과 더불어 건강과 관
련되어서 “좋은 Hock은 의사를 멀리하게 해 준다”
라는 말 때문에 더 빠르게 유명해 졌다. 라인가우
의 와인은 백여년 전에 특히 영국을 더불어 세계의
와인리스트에서 가장 비싼 와인에 속했었다.

라인가우는 관광지로도 매우 즐겨 찾는 곳이다. 옛 수도원

라인가우 와이너리와 요식업게는 연중 내내 수준눞은 와

과 성들은 와인경관에 잘 어우러져 있다. 라인가우 리슬링

인체험행사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3월의 미식 와인축

루트는 120km에 걸쳐서 그림 같은 와인마을을 지나간다.

제, 4월말의 미식 위크, 여름에 개최되는 라인가우 뮤직페

중간중간에 와이너리에서 직접 운영하는 와인바와 음식점

스티벌, 11월의 영광의 라인가우 데이 등이 있다. 전통 깊

에서 라인가우 와인이 제공되고, 길가에는 문화역사적인

은 에버바흐 수도원에서의 와인경매 또한 잊지 못할 체험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외스트리히 마을에는

이다.

1744년에 만들어진 와인을 싣고 내렸던 기중기가 있는데,
이는 라인강에 남아 있는 마지막 형태이다. 이 기중기에 의
해 라인가우의 와인은 강을 따라서 전 세계로 퍼졌나갔다.
니더발트 기념비나 슐로스 요하니스베륵과 같은 라인가우
의 전망대를 방문해 본 사람은 와인생산의 역사적인 중심
지를 볼 수 있다. 그 역사에는 시토교단이 세운 에버바흐
수도원도 속하며, 이 수도원은 독일에서 가장 잘 유지된 중
세의 시설에 속한다. 요하니스베륵은 옛 수도원의 폐허 위
에 세워진 같은 이름의 성으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와인
역사에서 슈패트레제의 탄생지로서 잘 알려져 있다.

면적:
약 3.200 ha., 화이트품종 비율: 85 %
주요품종:
리슬링, 슈패트부르군더
웹사이트:
www.kulturland-rheingau.de

LANDMARK
OF WINE CULTURE

•Kloster Eberbach
•Johannisberg Castle and the invention of Spätlese
•Oestrich-Winkel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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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inhessen – Wine Discoveries at Every Turn,
Wine History in the Making
지난 이십 년 동안 퀄러티나 와인의 이미지에 관련해서 라
인헤쎈의 지역보다 독일와인의 부흥을 느낄 수 있는 지역
은 없다. 약 26.600헥타르 규모의 이 지역은 가장 다이나
믹한 생산지역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생산자들, 특히 젊
고 교육을 잘 받은 생산자들이 그들 밭의 잠재력을 인식하
고 셀라와 포도밭에 많은 투자를 했다.
Bingen ·

Nahe

·
Mainz

Main

Nierstein ·

라인헤센의 평화로운 풍경은 “1000개 언덕
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 Alzey

Rhein

Worms ·

마인츠, 보름스, 알자이, 빙엔 사이에 푸른 구릉의 포도밭
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그림 같은 마을들이 놓여있다. 라
인헤센은 대부분의 면적이 농업에 사용되고 있어 독일에서
가장 숲이 적은 지역이기도 하다.
훈스뤽, 타우누스, 오덴숲 그리고 팔츠 북쪽의 산은 라인
헤센을 차가운 바람과 강한 비에서 보호해준다. 그에 따라
이 지역은 독일에서 가장 건조하고 따뜻한 지역에 속해서
와인과 과일생산에 좋다.

”베히트홀스하임“의 경관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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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란트-팔츠 주의 수도인 마인츠는 동
시에 라인헤쎈의 중심도시이다. 마인츠는
2008년부터 Great Wine Capitals의 글로
벌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는 세계에서 중요한
와인생산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속한다. 마
인츠와 더불어 보르도, 샌프란시스코, 빌바
오, 멘도사, 포르투, 애들래이드, 로잔, 발파
라이소, 베로나가 회원도시이다. 이 모임의
목표는 관광과 와인문화를 촉진하는 것으
로, 독일과 라인헤쎈이 이에 속한다.

라인헤센에서는 규암, 포르피르, 점판암, 화산암 등이 발

슈패트부르군더, 포르투기저가 주요 품종이다. 가장 엄격

견되고, 그밖에 지질 제 3기의 특색 있는 퇴적층이 있다.

한 기준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 젝트인

또 로트리겐트와 제3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암석의 형태

“빈쩌젝트”도 약 40년 전에 라인헤센에서 나왔다.

등을 통해서 토양이 더 다양해진다. 이러한 땅은 동쪽의

라인헤센의 포도밭에는 작은 집들이 서 있어서 그 풍경이

니어슈타인 주변인 Roter Hang과 서쪽의 라인헤센의 스

마치 독일보다는 지중해의 트룰리에 있는 느낌을 준다. 포

위스라 불리는 지역에서 발견된다. 라인헤센의 품종은 땅

도밭에 서 있는 밝은 흰색에 작고 둥그런 작은 집은 삼각

과 미기후만큼 다양해서 한 생산자가 매년 30개 이상의

형의 지붕이 덥혀 있고, 라인헤센에 약 30-40개가 있다.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집들은 아마도 생산자들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화이트와 레드품종의 비율은 71%대 29%인데, 이 지역의

이 피난처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라인헤센에 나무

전통적인 품종은 질바너로 전 세계에서 라인헤센이 가장

가 적어 돌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남아 있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리슬링, 뮐러-투어가우
와 부르고뉴 품종도 재배되고, 레드품종 중에는 도른펠더,

면적:
약 26.600 ha., 화이트품종 비율: 71 %
주요품종:
뮐러-투어가우, 리슬링, 도른펠더, 질바너,
그라우부르군더, 슈패트부르군더, 바이스부르군더
웹사이트:
www.rheinhessen.de

LANDMARK
OF WINE CULTURE

•Wasems’ Monastery Engelthal
•The Liebfrauenstift-Kirchenstück in Worms
•The Niersteiner Glöck
•The Kupferberg Visitors Centre in Mainz

Öchsle

니어슈타인의 붉은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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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론하임의 트룰로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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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부륵의 ”노이엔부륵“ 성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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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le-Unstrut – Sumptuous Wines,
Singular Landscapes
프라이부륵과 나움부륵을 중심으로 작센-안할트 주의 남
부와 바드 쾨젠 주변의 튀링엔주 북부 그리고 베를린 남
서쪽의 브란덴부륵 주의 일부에 765헥타르의 포도밭이
있다. 그 중에서 약 8헥타르 크기에 포츠담에서 서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르데라너 바흐텔베륵은 EU에서
허가된 유럽에서 가장 북쪽에 놓여 있는 포도밭으로 위도
51에 가깝게 위치한다.
잘레와 운슈트루트 강은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급경

Sa

Un
st

ru

t

al e
Freyburg
·
Naumburg ·
· Weimar

사의 테라스, 돌담, 과수원 그리고 강의 섬들이 이 지역의
특징적인 풍경이다. 여기서 약 1000년전부터 와인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은 항상 사람들의 관
심을 끌었다.
이 지역의 오랜 문화가 1999년에 네르바에서 발견된 청동
기시대의 힘멜샤이베(Sky Disk)로 증명되는데, 이 유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의 묘사로 인정되고 있다.

중세의 모습을 가진 나움부륵 성당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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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레-운슈트루트 와인거리를 따라서 “로맨틱
거리”와 “Skywalk”“가 흐른다. 노이엔부륵 또
는 루델스부륵과 같은 같은 고성들, 나움베륵
의 돔과 같은 주요한 건축물, 네브라의 힘멜샤
이베(Sky Disk)가 발견된 신비한 도시들이 이
지역의 문화적 역사를 설명해 준다. 이 지역
와인의 중심도시는 운슈트루트에 있는 프라이
부륵이다. 이곳에서 매년 9월의 두 번째 주말
에 이 지역의 가장 큰 와인축제가 열린다. 잘
정리된 자전거길, 트레킹 코스, 물길은 이 지
역을 탐구하고 와인과, 와이너리 그리고 지역
선술집 등을 방문하는데 더 많은 즐거움을 준
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잘레-운슈트루트 트
리아스랜드 자연공원에 놓여 있다.

프라이부륵의 와인바

잘레-운슈트르트에서 와인생산은 998년부터 이뤄졌는데,
당시 오토 3세가 하사한 문서에 보면 와인생산에 대한 언
급이 되어 있다. 이 지역의 평균기온은 비교적 낮다. 그래
서 와인생산을 위해 기후가 좋은 밭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도 강의 계곡에 따뜻한 지역들이 있고 그곳의 미기후는 포
도를 아주 잘 익게 해준다. 기후조건은 자연스럽게 수확량
을 줄여 주는 효과를 줘서 잘레-운슈트루트의 생산량은
평균 55헥토리터 밖에 되지 않는다.
뮐러-투어가우는 잘레-운슈트르트의 대표품종이다. 비교
적 적은 수확량은 이 품종의 와인에 특별한 섬세함을 부여
해 주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리슬링과 바이쓰부르군
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섬세함과 산미의 신선함은 잘
레, 운슈트루트, 바흐텔베륵의 와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다. 이 지역의 와인은 대부분 지역에서 직접 시음

면적:
770 ha., 화이트품종 비율: 75%
주요품종:
뮐러-투어가우, 바이스부르군더, 리슬링
웹사이트:
www.weinbauverband-saale-unstrut.de

을 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레드와인은 아주 드물어서 독일
에서 거의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LANDMARK
OF WINE CULTURE

•The sparkling wine cellars Rotköppchen
The vineyard huts
The “Stone Picture Book” at Naumburg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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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쎈”

Sachsen – Cool Climate Saxony Winemaking Visionaries
드레스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마이쎈과 피르나 사이에 작
센의 생산지역이 펼쳐져 있다. 약 500헥타르로 독일에서
가장 작은 3개의 생산지역에 속하며 가장 북동쪽에 위치
해 폴란드 국경에 가깝다.
작센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여름은 따뜻하고 겨울

e
Elb

은 상당히 춥다. 특히 낮의 차가운 저녁의 기온차이가 포
· Meißen

도나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뮐러-투어가우, 리슬링 그
리고 바이쓰부르군더가 주요품종인 작센의 와인은 이런

· Radebeul
Dresden ·

영향하에서 섬세한 구조를 가진다.
· Pirna

아마도 주교인 베노가 11세기에 마이센에 처음으로 포도나
무를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서로 처음 언급된 것은 1161
년으로 2011년에 작센 와인생산 850주년 행사가 있었는
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작센의 와인은 그런 기념식을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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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필니츠에 있는 포도밭 교회
”쭘 하일리겐 가이스트“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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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강의 푸른 띄는 테라스화된 포도밭과
역사적인 마을이 있는 사랑스러운 풍경을
통과해 흐른다

면적:
500 ha., 화이트품종 비율: 82%
주요품종:
뮐러-투어가우, 리슬링, 바이스부르군더,
그라우부르군더
웹사이트:
www.weinbauverband-sachsen.de

LANDMARK
OF WINE CULTURE

드레스덴은 작센의 중심이고 도시의 아름다움은 방점을 찍
는다. 이 지역의 특징은 급경사의 밭과 테라스를 그림처럼
둘러싸고 있는 돌담이다. 돌담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희
귀한 식물과 동물들에게도 삶의 공간을 제공한다.

•Schloss Wackerbarth
•Hoflößnitz and the club-shaped bottle

작센에서는 주로 화이트 품종이 자란다. 화이트와 레드의
비율은 82대 18이고, 독일 전체생산량에 1%도 되지 않는
데, 이것이 작센와인을 시장에서 잘 볼 수 없는 이유이기
도 하다. 그래서 가능한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즐겨야 한다.
특히 추천할 만한 고유의 품종은 골드리슬링으로 약 27헥
타르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골드리슬링은 주로 영하게 마
시며 가볍고 신선하며 부드러운 허브의 향이 있다. 이곳의
신부였던 크나잎도 건강을 위해서 마시기를 권했다고 하는
데, 이는 이 와인을 시음해 볼만한 또 하나의 이유다.
호프플뢰쓰니츠의

프랑켄에 복스보이텔이 있다면 작센에는 코
일레가 있다. 이 지역만의 특별한 병은 볼링
핀을 연상시키는데, 1931년에 드레스덴에
가까운 와인생산 연구소인 호플뢰쓰니츠
(Hoflößnitz)에서 만들어졌다.
이 마을에 박물관과 와인바
그리고 와이너리는 방문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작센 와인문화의
중심이다.

”바커바르트“ 성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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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üttemberg –
Cultured Hills of Reds and Whites
지역 사람들에게는 “랜들(Ländle)”로 불리는 독일의 바
덴-뷔템베륵 주에는 바덴과 뷔템베륵 두 생산지역이 포함

약 11.300헥타르 면적의 뷔템베륵은 독일에서 4번째로 큰
생산지역으로 레드품종이 우세하여, 화이트와 레드의 비
율은 31%와 69%이다. 가볍게 마시는 트롤링어 품종이 많

ein

되어 있으며 모두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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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슈바르츠리슬링, 렘베르거 그리고 슈패트부르군더가
뷔템베륵 생산자들의 대표품종이다. 리슬링도 잊지 말아
야 하는데 약 2000헥타르로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화이
트품종에 속한다.
뷔템베륵은 주로 네카강변에 놓여 있으며 로이틀링엔과
바드 메르겐트하임 사이에 렘스, 엔츠, 타우버, 코허, 약스
트 지류들이 있다. 뷔템베륵의 와인산지는 바이에른의 보
덴제 지역과 린다우까지 포괄한다.

면적:
11.300 ha, 레드와인 비율: 69%
주요품종:
트롤링어, 리슬링, 렘베르거, 슈바르츠리슬링,
슈패트부르군더
웹사이트:
www.weinbauverband-sachsen.de

LANDMARK
OF WINE CULTURE

•Winzerhof Gierer in Nonnenhorn
•Winery Wilhelm Kern in Remstal
•Sparkling wine manufacturer Kessler in Esslingen
•Hornberg castle in Neckarzimmern
•Pfedelbach and the barrel of the prince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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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펜의 급경사의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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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따라 있는 언덕의 풍경은 뷔템베륵의
과거의 지리가 어떠했는가를 증명해 준다.
대부분 구릉이 원추형 모양인 것을 통해 화산이 기원이었
음을 인식할 수 있다. 하일브론에서 동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바인스베륵이 있다. 그 도시에는 와인과 과일생산을
위한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케르너, 도른펠더 아콜론과 같
은 품종들이 그곳에서 교배가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맥주
가 그런 것처럼 뷔템베륵에서 와인은 오랜기간동안 주식이
니더할의 낭만적인 목조건물

었다. 일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술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쇼펜(Schoppen)이었는데, 이는 0,5리
터였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이 와인은 지역에서
소비가 되었고, 특히 여름 시즌에 열리는 생산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많이 마셨다.
생산자조합은 뷔템베륵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형태이다.
많은 와인생산자들이나 뷔템베륵 사람들이 베너터(Wenerter)로 부르는 사람들은 부업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이
를 생산자조합에 납품을 한다. 물론 생산자들이 스스로 와
인을 생산하고 마케팅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쉴러바인(Schillerwein)은 이 지역의 특산품이다. Weissherbst와 같은 로제와인과는 다르게 쉴러와인은 레드와
화이트 품종을 섞어서 만든다. 사용되는 포도는 뷔템베륵
에서만 재배된 것이어야 하며 발효 전에 섞는다. 쉴러와인
이라는 명칭은 뷔템베륵 출신의 위대한 시인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와는 관계가 없고, 중세 때에 이미
있었던 말이다.

소믈리에 뿐만 아니라 와인애호가 그리고 생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각 와인에 맞는 잔이 있다는 것을 알
고 있다. 뷔템베륵에는 특이한 형태의 잔이 있는데
헹켈글래스이다. 잔 받침이 없고 손잡이가 있어서
실용적인 이 잔은 대부분 와이너리에서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쓰인다. 주로 0,25리터의 용량이어서
뷔템베륵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일반적
으로 더 많은 양을 마신다.

젝트 생산자 셀라의 병 저장고
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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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과 사람은 개개인의 바이오그라피가 다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포도품종과 원
산지 – 포도나무가 자라는 곳의 토양 및 기후 - 뿐만 아니라 양조장 셀라에서 생산방식 또
한 와인의 특징을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우리는 와인이 살아있다라고 자주 표현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포도밭에서의 유년기는 셀라에서의 어린시절로 이어진다. 성장을 하면 와
인은 병에 들어가서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와인셀라에서 시니어
로 숙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와인의 일생은 어떤 모습일까?

시작은 포도
밭에서이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식물들은 햇빛을 필요로 하
지만, 어떠한 식물들은 그늘진 곳을 선호한다. 포도품종 또한 산지에 따라 상이
한 조건들을 요구한다.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와인생산국인 독일에서는
강 계곡이 특히 적합하다. 왜냐하면 가파르고 남향 또는 동남향을 향한 강가의
언덕에 햇빛이 최적의 각으로 비추기 때문이다. 강물은 햇빛을 반사하고 균등한
온도를 보장해준다. 모젤의 경우에 낮에 밭 위의 점판암은 한낮의 따뜻함을 저
장한다. 밤에는 날씨가 차가워져도 좋다. 심지어 가을의 차가운 밤은 포도가 와
인에 풍부한 과실의 아로마를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성장은 습득되어
진다.

포도나무는 원래 나무를 타고 덩굴로 휘감아 오르는 야생식물이었다. 그래서 포
도나무는 자랄 때지지대가 필요한데, 주로 철사구조물이나 나무말뚝이 사용된
다. 포도나무는 매년 새로 싹을 틔운다. 생산자들은 너무 많은 포도가 열리지 않
게 하기 위해 한두 개의 어린 가지만을 남겨두는데 이는 후에 와인품질에 결정
적인 요소이다. 즉 한 나무가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를 가지고 영양분을 제공해
야 하느냐가 결정된다. 일반적인 규칙은 적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식물의 힘이
적은 수의 포도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포도나무에서 가지묶기 방식에
따라서 1-2킬로의 포도가 나온다. 생산자가 수확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
적으로 헥타르당 헥토리터 단위를 사용한다. 수확량은 와인의 품질을 결정 짖기
때문에 이 단위는 와인의 바이오그라피에서 중요한 수치이다. 수확량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자는 포도가 익기 전에 너무 많은 포도를 잘라내거나 솎아낸다.

포도밭은 잘 관
리되어져야 한다

포도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많은 생산자들은 토양침식
방지를 위해 나무들 사이에 풀이나 다른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천연비료를 사용
한다. 모든 포도밭은 한 식물만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해충과 질병에 더 취약해 계
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충의 번식은 종종 자연스러운 페로몬을 통해서 막는
다. 잎사귀치기를 하면 포도나무 사이에 통풍이 더 잘 되고, 비가 온 후에도 포
도가 빨리 건조해지며 더 많은 햇볕을 받을 수 있다. 포도밭에서 일 년 내내 해
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심지어 수확 후 겨울에도 일이 많은데, 봄에 새로운 싹이
나올 수 있게 가지치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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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수확!

꽃이 피는 5월 또는 6월부터 수확기인 9월 또는 10월까지 포도송이들은 대략
100일간 익어간다. 이 기간 동안에 너무 덥거나 춥지 않고, 지난친 비나 가뭄이
없었다면 최상의 조건이다. 포도가 익는 과정에서 당도, 산도 및 다른 성분들이
형성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도와 산도가 최적의 비율이 되는 순간이다. 숙련
된 생산자들은 이를 알기 위해 매일 몇 개의 포도들을 시식해 보거나 당도측정
기로 과즙의 당도를 측정한다. 이 모든 것은 기후조건에 따라 아주 흥미로워 진
다. 생산자가 수확기에 하루 이틀 또는 더 많은 날을 기다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포도의 당도는 후에 와인의 품질등급을 결정한다.
와인수확 자체는 와인 애호가들이 생각 속에 있는 낭만적인 이미지중의 하나이
다. 가파른 포도밭에서 수확하는 사람들은 잘 익은 포도를 따고 건장한 남성이
통을 지고 포도밭 사이를 돌아다니면 그 통에 수확한 포도를 담는다. 평지의 밭
에서는 종종 수확기계가 투입되는데, 이 기계는 가능한 조심스럽게 포도나무에
서 잘 익은 포도송이들을 흔들어 떼어낸다. 이제 양조장 셀라로 빨리 옮겨져야
한다! 거기서 포도알이 줄기로부터 분리되고 압착된다. 포도를 줄기로 분리함으
로써 줄기의 쓴 맛이 와인에 도달하지 않게 된다.

포도의 껍질에는 무
엇이 있는가?

왜 “화이트” 포도로는 화이트 와인이 그리고 “레드” 포도로는 레드와인이 만들
어 지는 것일까? 원래 화이트 품종은 청색을 띄고 있고 레드 품종은 짙푸른 색
이다. 모든 포도의 순수한 과즙은 무색인 반면에 포도알의 껍질, 특히 짙푸른 포
도에는 색소가 들어있다. 이 색을 와인으로 끌어내기 위해 생산자들은 포도즙을
으깨진 포도와 일정기간 같이 놓아두어야 한다. 으깨진 포도의 발효가 시작되
면 알코올은 포도껍질에서 색소를 추출해낸다. 이것은 몇 주가 소요되며, 그 후
에 압착이 되고 숙성을 위해 통에 저장된다. 포도즙을 몇 시간 후에 으깬 포도에
서 분리를 하면 로제와인이 된다. 화이트 품종은 이와 달리 바로 압착이 되고 으
깬 포도로부터 분리된다. 레드품종을 가지고 위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맑은 색의
와인이 되는데, 이것이 블랑 드 느와다.

바릭통은 무엇인가? 225리터의 용량인 전통적인 바릭통은 프랑스에서 유래한다. 그것
은 아주 작은 통으로 대부분 오크나무로 만들고 특히 풍부한 아로마와 구조감을 가진
레드와인이 잘 숙성된다. 바릭에서 숙성을 통해 와인은 로스팅의 아로마와 강렬한 느낌
이 얻게 된다. 몇 십 년 전부터 많은 독일 생산자들도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바릭에
서 숙성시키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물을 얻고 있다. 와인은 또 스테인레스통이나 전통
적으로 큰 나무통에서 숙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와인에는 나무의 특성이 없거나
아주 미세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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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발효가 끝난 어린 와인을 수확한 그 해에 시장에
내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많은 독일생산지에서는 심지어 아직 완
성되지 않은 와인을 마시기도 한다. 이 특별한 와인은 지역에 따
라서 페더바이써, 로터 라우셔, 자우저, 브라우저 또는 비츨러
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직 불투명한 색의 발효중인 포도즙은 약
5%의 알코올 도수에 천연당도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톡 쏘는 느낌을 준다. 이산화탄소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게 병은

발효

절대로 밀폐해서는 안 된다. 이 와인은 톡 쏘는 느낌에 달짝지근
한 한잔의 페더바이써는 따뜻한 양파케이크와 같이 먹으면 맛있
다. 이 와인은 생사자에게나 슈퍼마켙에서 살 수 있고 와인축제
때 마실 수 있다. 와인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라인란트-팔츠 주
에서만 매년 2백만 리터 이상의 페더바이써를 마신다.

이제 발효과정이 시작된다. 효모는 포도의 천연 당을 알코올로 변환시키고 이때 열과 이산
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발효되는 포도즙이 부글부글 끓는다. 발효가 저온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되면 더 풍부한 과일향이 남게 된다. 그래서 요즘의 발효통은 의 대부분
온도 조절을 위한 냉각 장치를 가지고 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효모 중에는 원치 않는
맛을 만들어 낼 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발효과정을 잘 제어하기 위해 와인메이커는
보통 선별된 이스트를 추가로 넣는다. 그러나 많은 생산자들은 전처럼 포도밭에 자연적으
로 존재하는 효모에 의지하여 발효시킨다. 자연발효는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이를 통해 특색 있는 와인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셀라에서의
어린시절

발효와 함께 와인의 청소년기가 시작된다. 생산자들은 많은 화이트와인을 오랜 시간 동안
이스트와 같이 놔두는데, 이로 인해 더 섬세한 맛이 펼쳐져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스트는
와인과 분리가 되고 이제 와인은 숙성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와인, 특히 레드 와인은 오
크로 만든 나무통(바릭)에 옮겨지고, 오크통은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와인에 추가로 구
조감과 특정 맛을 부여한다. 많은 와인은 수확이 몇 주 지나지 않아 시장에 나오기도 하지
만, 다른 많은 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생산자의 셀러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어떤 와
인은 영하고 신선하며 과실향이 좋고, 다른 와인은 복합적이고 잘 익었으면 다양한 층을
보여준다.

병입

병입은 생산자가 이제 막 깨어난 와인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순간이다. 이제 생산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와인은 살아있고 병 안에서 맛이 변화되는 과정이 진행
된다. 무엇보다도 산소가 이러한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산화) 병은 최대한 밀폐 되어
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합적인 레드와인에서는 약간의 공기접촉이 필요하기도
하다! 천연 코르크는 밀폐와 약간의 통기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오
랫동안 이상적인 마개로 인정되었다. 오늘날에는 “완전히 밀폐”되는 스크류캡이나 유리마
개 등의 사용하기도 한다. 와인의 숙성은 흥미진진한 일이다. 십 년 동안 숙성되어 노블한
숙성향을 가진 와인은 정말 근사한 체험이다. 그나 신선한 과일향을 가진 어린 와인도 그
들의 추종자가 있다.

Öchsle

75

와인은 일을
의미한다

Öchsle

76

와인은 일을 의미한다

와인빈티지는 하나밖에 없다. 생산자는 자연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받지 못한
다. 와인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 년 동안 계속 일을 해야 한다. “와인의
퀄러티는 포도밭에서 자란다”는 생산자들의 격언은 쉽게 들리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셀라에서 좋은 와인을 망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나쁜 와인을 좋게
만들 수는 없다.

11월 – 2월

3월 -6월

갓 수확된 와인이 발효되고 숙성되는 동안 포도밭은 조용

새싹이 자라야 할 가지는 구부려 철사 줄에 묶인다. 이를

하다. 소량의 포도만이 아이스와인으로 수확되기 위해 첫

위해 날씨는 따뜻해야 하고 4월에 보통 싹이 트기 시작한

서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포도나무는 그들의 성장주

다. 포도나무에는 첫 번째 잎사귀가 나오고 생산자는 땅을

기를 끝내고, 서리는 대부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갈고 예를 들어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식물의 씨를 뿌린다.

월에 생산자들은 날씨의 따라 가지치기를 시작해 낡은 가

5월에는 새싹이 자라고 이때 저녁의 서리는 나무들이 얼어

지는 쳐낸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후에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개화가 시작되고 식물학적으

싹이 트고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 결정된다. 포도밭에서의

로 보면 작고 많은 꽃들이 원추모양으로 형성된다. 이때 처

이 작업은 몇 주가 소요된다.

음으로 병해충관리가 시작된다. 또 너무 많은 싹은 제게 된
다.
포도나무는 보통 6월 말에 꽃이 피는데, 지구 온난화의 영
향으로 요즘에는 시기가 더 빨라졌다. 개화기에 습하고 기
후가 좋지 않으면 수정이 충분히 되지 않고 포도의 알맹이
가 형성되지 않는다. 개화자체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아니
고 개화부터 수확까지는 빈티지에 따라서 100에서 120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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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9월

10월 – 11월

이제 잎사귀 치는 작업을 통해서 영양분 공급이 적절하게

시월은 특히 리슬링과 슈패트부르군더 수확의 달이다. 잎

이뤄져야 한다. 너무 많은 잎사귀는 나무 사이의 환기가 어

사귀는 노랗고 붉게 물들고, 셀라와 포도밭에서는 바쁜 손

렵게 만들고 잘 익어가는 포도들도 지속적으로 햇볕이 필

길들이 오간다. 해가 많고 건조한 황금의 10월은 최고의 품

요하다. 필요 없는 포도들은 제거한다. 습도가 높은 따뜻한

질을 가져다 준다. 대부분의 해에는 날씨 때문에 아주 빠

날씨에는 곰팡이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포도나무는 성장을

르게 수확을 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포도들이 완벽하게

매우 잘 하는 식물이다. 이 것은 해마다 3미터에까지 다다

익고 건강하고 건조해야 한다. 병들고 썩은 포도는 대부분

른다. 레드 품종의 숙성은 색이 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손으로 잘라내고, 여러 번의 수확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포도들은 잘라내 품질을 향상시킨다. 남은 포도

평지의 밭에서는 기계로 수확이 가능하지만, 경사가 있는

들은 포도나무의 모든 힘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받는다. 조

밭에서는 대부분 손으로만 수확할 수 있다.

생종은 이미 8월말에 수확하고, 그때 그 해의 첫 번째 페더
바이써가 준비가 된다.
9월에 포도들이 익어간다. 이때 생리학적 성숙도가 중요하
며, 이는 당도와 산도의 이상적인 비율을 말한다. 생산자들
은 매일 익어가는 과정을 체크하고, 9월 중순부터 말까지
뮐러-투어가우로 시작해서 주요 수확이 시작된다. 이때 새
들의 신선한 포도를 좋아해서 몰아내는 작업도 해야 한다.

기후 온난화가 와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식물이 자라는 기간에 예를 들어 라인
가우의 평균기온은 지난 20년동안 약 1도
정도 상승했다. 지금까지 독일 생산자들
은 이러한 기후 온난화의 최고 수혜자들
이다. 80년대까지 포도가 익는 것을 걱정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시절

은 지나갔고, 생산자들은 가장 적절한 수
확시기를 기다릴 수 있다. 특히 레드와인
의 경우에 따뜻한 기후에 혜택을 받고 있
다. 화이트와인이 너무 알코올 도수가 올
라가고 그래서 전형적인 생기발랄한 과실
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은 포도나무의
묶는 방식을 바꿔줌으로써 대처할 수 있

다. 그러나 매미와 같이 따뜻한 지역에서
오는 알려지지 않은 해충들이나 강우와 우
박 그리고 장기간의 가뭄과 강우 등과 같
은 극단적인 현상의 날씨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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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와인생산
유기농 와인은 유기농법에 의해 재배된 포도로 만든 와인

에 강한 품종으로 새로운 길을 간다. 이들은 교배품종으로

을 말한다. 특히 포도밭에서 작업을 할 때는 엄격한 조건에

특정 병에 감염되지 않고 그래서 방지제를 필요 없게 만든

따라야 한다. 무기질 비료나 병과 해충에 대한 특정 방지

다. 이런 저항력이 강한 품종들은 특히 유기농 생산자에게

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유기농 와인생산에 허가된 약품

매우 흥미롭다. 가장 성공적인 품종은 레드품종인 레젠트

만 사용해야 한다. 유기농 와인생산의 특징이었던 포도나

로 현재 거의 2.0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무들 사이에 녹화작업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과 종합적 방

와인애호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유기농 와인이 그렇

식의 생산자들도 실행하고 있다. 전통적 생산방식에서 유

지 않은 와인보다 맛이 좋은가 이다. 이에 대해 유기농 협

기농으로 전환은 3년의 시간이 걸리며, 현재 약 8.000헥

회인 Ecovin은 이렇게 대답한다. ˮ일반적으로 Ecovin 와

타르의 면적이 유기농 방식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는 독일

인의 맛은 질적으로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배된 와인

전체면적의 약 5%에 해당되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가능한 자연과 일치해서

다.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유기농 생산자들의 가장 큰 협회는 에코빈(Ecovin)으로
1985년에 설립되어 현재 200개 이상의 회원
사에 2.300헥타르의 땅을 경작한다. 그 이외
에도 Demter, Naturland, Bioland와 같은 협
회가 있다. 바이오-다이나믹 생산방식은 유
기농의 특별한 형태로 인지학자이자 발도르
프 교육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론
을 따른다. 그에 따라서 토양에는 특별히 조제
된 강화제를 사용하고 생산자들은 달과 행성
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용한다.
전통적 방식의 생산자들도 인공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가능한 적은 양을 사용하려
고 시도한다. 건강한 토양은 포도나무들의 저
항력을 키워주고 와인을 복합적으로 만든다.
포도밭 나방과 같은 해충을 막는데 살충제를
쓰는 대신 친환경적인 페로몬을 사용한다. 암
컷 나방의 유혹하는 페로몬의 농도가 너무 강
해져서 수컷이 암컷을 찾지 못하게 되어 독일
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해충은 더 이상 증식하
지 못한다.
생산자들은 일명 피위(PiWi)라 불리는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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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은 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려주며, 이런 정보
는 뒷면 라벨에 쓰여 있기도 한다. 기입된 내용은 정보를
주지만 절대로 혼동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라벨에 어
떤 내용이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어야 하는지 와인표기법
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의무기입사항
그래서 품질의 등급(독일 란트바인, 퀄러티 와인, 프레디카츠와인)과 경우에 따
라서 프레다카츠의 등급(카비넽, 슈페트레제 등), 알코올 함량, 용량은 모든 라
벨에 쓰여 있어야 한다. 퀄러티와인과 프레디카츠와인에는 심사번호와 생산지
역이 기입되어져야 하고, 특정지역에서 나온 젝트(Sekt b.A)에도 생산지역명이
필요하다. 란트바인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란트와인 지역이 기입된다. 더 나아가
병입자의 이름도 쓰여 있고, 2005년부터는 이상화황의 포함여부도 라벨에 기
입되어져야 한다.

특정 생산지의 퀄러티와인
가장 많이 생산되는 이 등급은 자주 “QbA”로 축약된다. 모든 퀄러티와인은 분
석과 직접 테이스팅을 통한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라벨에 검사번호가 기입된
다. 퀄러티와인의 포도는 100% 언급된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독일와인품질평가는 각 생산지역에서
해당 관청에서 정한 독자적인 위원회
에서 실행된다. 와인은 전문가들에 의
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평가가
되며, 와인이 결함이 없고 품종이나
지역의 특성을 보여줘야 한다. 상응하
는 점수를 받고 화학적이고 분석적인
조사를 통과하면 관청 검사번호를 받
는다. 그래서 특정 밭이나 생산자의
이름이 아니라 잔 속의 품질이 결정을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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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로 허가되기 위해서는 최소당도 또는 최소 전체알코올 함량이 전제되어져
야 한다.

라벨

프레디카츠와인
QbA등급보다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그 와인은 프레디카츠와인으
로 제공될 수 있다. 프레디카트는 라벨에 기입되고 와인의 유형을 설명해 준다.
많은 경우 품종과 연계되어 예를 들어 “리슬링 슈페트레제” “뮐러-투어가우 카

완전하게 익은 포도로
만들어 일반적으로 스
위트하고 섬세한 과일
향의 와인.

매우 우아하면서 아주 오
랜 기간 숙성시킬 수 있는
스위트 와인으로 건포도
처럼 마른 포도로 만들어
자연적인 당도가 매우 높
다. 꿀과 이국적인 과일의
아로마를 가지고 질감이
마치 넥타르와 같다.

베렌아우
스레제

볍고 우아한 와인

아이스와인

트로큰베렌
아우스레제

아우스레제

카비넽

알코올도수가 낮고 가

슈패트레제

비넽”으로 불린다. 아래등급부터 프레디카트는 다음과 같은 등급이 있다.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와
인스타일. 과일의 아로마
가 인상 깊고 늦게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진다.

과하게 익은 포도로 만드는
데 귀부를 통해 포도즙 당
도의 농도가 아주 높다. 스
위트한 와인스타일로 오랜
숙성이 가능한데, 베렌아
우스레제는 매년 수확하지
못한다.

영하 7도 이하의 온도에서
얼은 상태로 수확되고 압
착되며, 건강한 포도로 만
들면 이상적이다. 자연당
의 함량이 매우 높은데, 아
주 특별한 해에만 아이스와
인생산이 가능하다. 아이스
와인은 오랫동안 숙성을 할
수 있어 수십 년 동안 보관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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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이 명칭은 2000년에 도입되었는데, 클래식 와인은 그 지역의 전형적이고 클래
식한 품종으로 만든 퀄러티와인으로 항상 조화로운 드라이한 맛이 난다. 그래
서 라벨에 맛에 대한 언급이 없다.
포도즙의 무게(Mostgewicht)는 무엇
인가?
포도가 익어가면 갈수록 포도의 당도는
높아진다. 포도즙의 무게 즉 당도의 측
정을 통해 포도의 익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왹슬레 단위로
측정이 되는데, 1왹슬레는 1리터의 포도
즙이 1리터의 물보다 1g 무겁다는 의미
다. 트로큰베렌아우스레제는 대부분의
해에 200왹슬레 이상의 당도를 가진
다. 포도의 당은 발효과정에서도 알코
올로 변환되는데, 포도가 높은 당도를
가질수록 더 많은 알코올이 생성된다.
발효 후에 와인에 남는 당은 잔당으로
불린다. 왹슬레는 포르츠하임 출신의
금세공사이자 발명가였던 페르디난트
왹슬레(1774-1852)의 이름에서 유래했
는데, 그가 포도즙의 무게를 재는 데 필
요한 저울을 발전시켰다.

에어스테스 게뵉스와 그로쎄스 게뵉스
인가우 지역에서 고급와인에서 에어스테스 게뵉스가 라벨에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등급의 와인은 적은 수확량, 손 수확과 가지치기와 같은 품질지침이
있고 생산할 수 있는 포도밭이 매우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에어스테스 게뵉스
는 리슬링과 슈패트부르군더 두 품종으로만 생산되어져야 하며, 최대 13g의 잔
당으로 드라이한 맛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이 등급은 추가로 심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인가우 이외의 지역에서 드라이한 특급와인은 독일 프리미엄와
이너리협회(VDP)의 등급체계에 따라서 그로쎄스 게뵉스로 불리며, 지역에 따
라서 그 지역의 전형적인 품종으로 만들어진다. 라벨에는 줄여서 “GG”로 표시
된다.

란트바인
독일 란트바인은 지역표기가 있는 와인에 속한다. 이 등급의 와인은 복잡하지
않으면서 지역적 특성을 지니며, ”라인“, ”오버라인“, ”넥카“, 그리고 ”라인-넥타“
를 제외하면 항상 드라이하거나 미디엄 드라이 맛이다. 2009년 8월 1일부터 독
일에는 26개의 란트바인 지역이 법적으로 정해졌다. 여기에는 새로이 슐레스비
히-홀슈타인주의 란트바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독일의 북쪽에 질트 섬에는 이
제 약 10헥타르의 밭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다.

도이처 바인
원산지 표시가 없는 “도이처 바인”은 독일에서 허가된 지역과 품종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진다. 독일에는 다른 생산국과 비교해 이 등급에 비교적 적은 양
이 생산되는데, 란트바인과 더불어 독일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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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체 생산지역에는 약 2.600개의 싱글빈야드가 있다. 각각의 밭은 관청
의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 크기는 차이가 매우 많은데, 독일에서 가장
작은 싱글빈야드는 아르에 있는 발포르츠하이머 게어캄머로 1헥타르도 되지
않고, 가장 큰 싱글빈야드는 잘 알려진 뷔르츠부르거 슈타인으로 85헥타르
이다. 포도밭의 이름을 통해서 애호가들은 한 와인의 타입을 유추해 볼 수 있
고, 땅의 종류(Vulkanfelsen, Sandgrube, Kalkofen)에 대한 정보도 준다. 또
Rosenlay, Sonnenlay, Laurentiuslay와 같이 모젤에 있는 밭 이름에는 ”Lay“
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켈트족에서 나온 말로 점판암을 의
미한다. 포도밭의 이름은 종종 이전의 소유주관계를 말해주기도 한다. (Klostergarten, Grafenberg, Kirchenstück). 전체 독일포도밭을 항공사진으로 만
든 독일와인지도와 상호작용을 하는 포도밭지도는 www.duetscheweine.de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병입자와 생산자
모든 병에는 병입자가 써 있어야 한다. 병입자는 포도의 생산자와 항상 동일하
지는 않다. 양조회사는 포도를 사거나 와인을 사서 가공을 한 후에 특정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양조회사가 병입자가 된다. 생산자조합과 와이
너리들은 일반적으로 포도 생산자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산자들도 포도를 추가로 구매하기도 한다.

라벨에 언급되는 기타사항
자들은 라벨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찾는가? 아마도 빈티지와 품종일 것이다. 두
사항은 대부분 라벨에 써 있지만 빈티지와 품종의 기입은 의무가 아니다. 명확
한 것은 최소 85%의 포도가 언급된 빈티지와 품종으로 얻어져야 한다는 점이
다. 아아스와인의 경우에는 1월에 수확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포도가 자
랐던 빈티지가 기입된다.

빈야드 표기
포도가 자란 밭 이름의 기입도 마찬가지로 쓸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요즘
에는 밭이 와인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때에만 생산자들이 밭의 이름을 표
기한다. 포도밭의 기입은 보통 지역과 포도밭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
하면 Forster Ungeheuer 또는 Bernkasteler Doctor처럼 싱글빈야드는 항상
한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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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단계
드라이하거나 미디엄드라이한 와인에는 맛의 단계가 거의 대부분 라벨에 기입
되어 있다. 라벨에 맛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와인은 대부분 스위트하거나 노
블스위트하다. 생산자는 발효를 조절해서 다양한 맛의 와인을 제공할 수 있다.
발효과정에서 전체의 당이 알코올로 변환되기 전에 쿨링과 같은 작업으로 발효
를 중단하면 와인에 자연스럽게 잔당이 남게 된다.

할프트로큰

잔당이 리터당 4g까지이거나 최고
9g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때 산도가
최고 잔당보다 2 g이상 적지 않아야
한다.

리터당 45g 이상의 잔당이 있
는 와인에 해당된다.

잔당의 양이 할프트로큰 와인보다 많으
며 최대 리터당 45g까지이다.

각설탕 한 조각은 약 3g의 무게이고, 우
리의 혀는 일 리터의 물에 약 5g의 설탕
을 인지할 수 있다. 한 번 실험해 봐도
좋다. 콜라는 리터당 약 106g의 당도를
함유하고 있다. 아이스와인이나 트로큰
베렌아우스레제와 같은 고급 스위트한
와인은 리터당 200g이 넘는 천연의 잔
당을 가질 수 있다.

잔당이 리터당 12g까지 이거나 최고
18g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때 산도가
최고 잔당보다 10 g이상 적지 않아
야 한다.

쥐쓰

트로큰

맛의 단계는 독일 법에 규정되어 있다.

리블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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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는 단 맛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와인이 어떤 맛인가 하는 가는 와인에 있
는 산도의 양에 달려 있다. 그래서 잔당에 따라서 리블리히한 와인도 실제로
는 할프트로큰한 맛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한 와인을 위해서 파인헤릅(feinherb)이라는 표기가 도입됐다. 파인헤릅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는 않지만 종종 할프트로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스파클링 와인은 탄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와인에서 산도가 그러는 것처럼
당의 느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맛의 단계에 대한 수치가 와인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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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하에서 크레망이라는 표기 또한 허용된다. 와이너리
와 생산자조합 – 많은 젝트생산자들은 전문적으로 젝트만
을 생산한다 - 의 빈쩌젝트는 전문점과 통신판매 또는 구
성이 좋은 식품점에서 판매가 되거나 생산자들에게 직접
구매한다.

빈쩌젝트와 제코: 독일생산자들은 스파클링 와인 전문가
들이고, 독일인은 스파클링 와인 소비에서 세계 챔피언이
다. 한잔의 젝트는 꼭 축하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독일보다 스파클링 와
인을 많이 마시는 곳은 없는데, 2016년에 한 사람당 3,7리
터, 병수로는 4,9병을 마셨다. 그래서 독일에 아주 다양한
스파클링와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젝트 생산과정에서 와인은 이차 발효과정을 거친다. 이때
탄산이 생성되어 남게
어떻게 젝트에 되고
이것이 스파클링
와인의 특징이 된다.
기포가
대부분의 브랜드젝트
생기는가? 는 큰 압력탱크통에서
다양한 와인을 블랜딩
해서 만들어져 균일한
품질을 제공한다. 병입
은 발효과정이 끝난 후에야 이뤄진다.
젝트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첫째 베이스 와인이고 두
번째는 생산방식이다. 생산자들은 보통 소량의 개성 있는
와인을 선호하고 이에 대부분 전통적인 병발효 방식을 적
용한다. 이 방식에서 이차 발효는 병에서 일어나고, 각각의
병은 이스트가 병목에 모일 때까지 흔들고 돌려지면서 직
각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나서 이스트가 제거되며, 이때도
젝트는 병을 떠나지 않는다.
빈쩌젝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젝트의 한 명칭으
로 한 생산자가 자신의 와이너리에서 양조한 와인으로 만
들어진다. 빈쩌젝트는 한 특정지역에서 나온 포도로 만들
어져서 b.A라는 말이 추가로 기입된다. 이 명칭은 40년전
에 라인헤쎈에서 창안됐다. 독일에서는 포도전체압착, 전
통적인 병발효, 지역 기입, 허용된 특정 품종 사용이라는
Öchsle

탄산이 주입
재미도 있어야 추가로
되거나 자연탄산이
압력이 낮은
한다: 버블이 있지만
와인은 제코와 약발
있는 제코 포성 와인으로 불린
다. 제코라는 명칭은
이탈리아의

프로세

코에서 유래된 말이었는데, 지금은 종류를 지칭하는 개념
으로 독일말이 되었으며, 공식적인 명칭은 독일 페얼바인
(Perlwein)이다. 페얼바인과 또는 제코는 여름에 과일의
느낌을 주는 청량음료로 마시는 즐거움을 준다. 젝트세금
이 없고 간략한 생산방식으로 보통은 젝트보다 가격이 저
렴해 독일사람들에게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독일의 전형적인 것 중의 하나가 0,2리터
용량의 작은 젝트병인 “피콜로”이다. 원
래 피콜로는 헨켈사가 1930년대에 헨켈
트로큰의 젝트브랜드로 등록한 상표다.
당시에는 호텔과 레스토랑의 젊은 도제
들도 피콜로라 불렸고, 그림으로 그려진
피콜로는 그 브랜드를 위한 광고피규어
였다. 오늘날 이 개념은 다른 회사의 작
은 젝트병에도 사용된다. 한병의 피콜로
는 항상 마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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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의 독일와인 생산지역
들은 뛰어난 와인뿐만 아니
라 그 지역과 사람들을 발견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와이너리에서 숙
박은 실재 분위기에서 생동
감 있는 휴가를 즐길만한 최
적의 전제조건이며, 많은 생
산자들이 훌륭한 숙박시설
을 제공한다.

자전거 투어
모든 와인생산지의 강변은 자전거로
여행하기에 이상적이다. 자전거 애호
가라면 마인강 시작점부터 하구까지

레일바이크 및 인
라인스케이트

600킬로에 이르는 자전거길을 달리

나에와 팔츠지역에서는 대여 가능한

1000킬로미터 이상의 자전거길 네트

궤도차를 타고서 여유롭지만, 또한 운
동을 하면서 레일 위에서 생산지역을
탐구해 볼 수 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Rhine on Skates”
행사가 열리는 라인가우와 중부라인
계곡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행사가 열리는 8월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135 킬로미터에
이르는 국도가 하루 동안 개방이 된다.
이 구간은 뤼데스하임에서 코블렌츠까
지 이른다.

Öchsle

면서 낭만적인 포도밭의 풍경을 감상
할 수 있다. 모젤에는 일주여행을 하거
나 구간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워크가 잘 정리되어 있고 추천코스들
이 있으며, 요청 시에는 여행짐 운반도
포함된다. 뷔템베르크지역의 타우버,
약스트, 코거, 렘스의 전원적인 골짜기
를 관통하는 와인가도 또는 프랑켄지
역의 복스보이텔 가도도 일년 내내 다
양한 볼거리와 체험들을 제공한다.

와 인을 활동 적으 로 체험하기

공중에서
한번쯤 공중으로 날아 보고 싶다면 중
부라인이 적합한 장소이다. 란 강가의
바드 엠스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연습
을 할 수 있다. 날씨가 좋으면 라인헤
쎈의 넓은 포도밭 위로 수 많은 열기구
가 떠오른다. 남부 팔츠부터 바덴, 그
리고 헤시쉐 베륵슈트라쎄에서도 요즘
유행이 되는 여러 유형의 스포츠 프로
그램이 제공된다.

하이킹과 등반

수상스포츠

골프

포도나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라도 멋

자전거보다 보트를 타기 원한다면

팔쯔는 골프애호가에게 이상적인 여행

진 하이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라인

217Km에 달하는 “모젤의 수상루트”에

지이다. 다켄하임에 있는 독일와인가

가우와 중부라인에는 320km 길이의

보트를 렌트할 수 있고60개가 넘는 정

도 골프장은 포도밭 중간에 위치해 있

라인슈타이크가 있는데, 특히 상 고어

박장도 있다. 모젤의 불라이에서는 수

으며, 골프코스이름에 포도품종 이름

하우젠부터 바하라흐까지 구간은 인

상스키를 즐길 수도 있다. 또한 잘레와

을 사용하고 있다.

상적인 포도밭 언덕과 라인계곡의 숨

운슈트루트에도 아름다운 수상루트가

막히는 전망을 보여준다. 포도밭 트레

있으며, 나에강의 지류인 글란강은 란

킹 코스 중 클래식한 구간은 알텐아르

강과 더불어 카누와 카약애호가들에

에서 바드 보덴도르프까지의 레드와

게 최적의 장소이다.

인 트레킹 구간이다.
바덴의 카이저슈튤과 투니스베륵에도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이킹 코스가
있다. 좀더 다이나믹한 활동을 원한다
면 모젤에 있는 378m 높이의 유럽에
서 가장 가파른 포도밭인 브레머 칼몬
트나 나에의 로텐펠스가 적합하다. 특
히 로텐펠스의 경우엔 숙련된 등반가
에게만 적절한 코스이다.

승마 또는 오토
바이
공중에서 불안함을 느낀다면 말을 택
할 수도 있다. 팔츠 남쪽 지역에는 포
도밭과 숲 사이의 승마 투어가 있다.
또는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포도밭을
둘러볼 수 있다. 모젤에는 가이드 바이
크 투어가 있으며, 바덴의 와인산지 또
한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멋진 구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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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너리에서 휴가
와이너리 방문이 긴 와인 시음회가 되면 - 생산자는 관심
있는 고객에게 항상 기꺼이 대답한다. -여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많은 와이너리들
은 손님들을 위한 객실이나, 직접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가
지고 있는데, 이는 와이너리에서의 휴가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는 손님들을 위해 여
러 가지 체험도 제공하는데, 마차를 타고 하는 포도밭 투
어나 가이드 하이킹, 짐운반 서비스를 동반한 자전거 투
어, 시즌의 음식들과 함께하는 와인시음회, 요리코스, 연
극공연 그리고 콘서트 등 와이너리에서의 휴가는 지루할
틈이 없다.

휴가는 아주 소중하다. 그런데 왜 휴가장소를 물색하면서 시간
을 낭비해야 할까요? 와인산지에는 500명 이상의 와인에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진 투어가이드들이 있으며, 휴가를 온 사람들에
게 와인과 관련해서 포도밭 트레킹부터 음식을 곁들인 와인시음
까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투어가이드들
은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며 특별한 교육을 마쳤고 자신이 사는
지역을 소개하는데 큰 기쁨을 가진다.
Information: www.tourismus.deutscheweine.de

와이너리의 게스트가
되어 보자
여름과 가을시즌에는 종종 와이너리 마당에 테이블과 의
자들이 놓여지고 와이너리는 이제 판매장과 선술집이 된
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주로 보이는 이 형태는 그 기
원이 칼 대제까지 올라간다. 칼 대제는 생산자들에서 일
년에 몇 달씩 자신의 와인과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허락
했는데, 당시에는 꽃다발이나 빗자루를 문에 걸어놓아 영
업중이라는 것을 표시했다. 생산자들이 간판을 내 건 것이
다. 따뜻한 여름 밤 이러한 와이너리 방문은 아주 기분 좋
은 일이고, 와인생산자의 다양한 와인들을 시음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더불어 그 지역의 신선한 재료로 만
든 지역의 유명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더 이상 무엇을 바
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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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에게 직접
와인구매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재미있는 경험
이다. 많은 생산자들, 조합 및 양조장은 직접판매장을 만
들어 오는 손님들을 맏는다. 모던한 와인바에서, 특히 건
축학적으로 흥미롭게 설계된 라운지에서는 멋스러운 분위
기를 즐기며 편하게 와인을 즐길 수 있다. 시골 풍의 소박
한, 다소 불편해 보이는 농가의 의자, 바 의자, 플라스틱 나
뭇가지나 포도잎들 및 뜨개질한 장식용 테이블보 등은 이
제 더 이상 소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멋지게 꾸며진 많
은 공간은 건축상을 수상했고, 여기서 와인뿐만 아니라 와
인잼, 초콜릿, 와인식초, 포도씨오일, 와인으로 만든 리큐
어등과 같은 별미들과 와인잔 및 액세서리 등도 구매할 수
있다.
많은 생산자들은 방문객들에게 지하셀라 견학도 제공하는
데, 이는 와인애호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한다. 현대적
인 와이너리에는 종종 오래된 낭만적인 셀라가 있는데, 이
곳에는 큰 장식이 많은 오크통이 하이테크 장비와 같이 있
다. 예를 들어 수확한 포도를 매우 조심스럽게 가공할 수
있는 공압식 압착기, 컴퓨터로 제어되는 냉각 장치를 가진
스테인레스 탱크, 또 냉난방 시설을 완비한 바릭셀러와 전
자동 병입시설 등이다. 수확한 포도나 포도즙에 불필요한
펌프작업을 줄이고 그로 인해 기계적인 부담을 줄이기 피
하기 위해서 종종 중력의 원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적지 않은 자금투자는 더 좋은 품질과 고객만족이라는 하
나의 목표를 가진다.

리슬링 라운지?
이를 와인주점 2.0 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리슬링 라운지
에서는 애호가들은 독일 생산지역에서 나온 최고의 와인
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 여기에는 리슬링 뿐
만 아니다. 독일의 몇몇 대도시에서 독일와인협회의 지원
하에 리슬링 라운지가 운영되고 있다.
www.deutscheweine.de/tourismus/riesling-lou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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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이 불여일견
그렇게 사람들은 말한다. 와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한 모
금마다 경험이 늘어나고 지식이 높아진다. 와인시음을 할
때 먼저 와인이 맛이 있는지, 어떻게 맛있는지 그리고 두
와인 사이에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
째로 특히 전문가들의 시음에서 와인은 객관적이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돼야 한다. 그것을 위해 시
음자들의 전문용어가 있다. (예를 들어 향에는 노우즈, 강
한 입안의 질감에는 바디 등등). 비록 그것에 익숙하지 않
더라고 한 와인이 어떤 맛인지는 유사한 것에 빗대어서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 와인은 신선한 사과를 연상
시킨다.” 약간의 연습으로 더 즐거워질 수 있는데, 와인인
아마도 이렇게 세련된 언어를 가진 유일한 기호품이기 때
문이다. 물론 “와인이 맛있다”는 간결한 표현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와인친구들은 와인이 어떻게 왜 맛
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Öchsle

친구들을 위해서 작은 와인시음회를 주최해 보시라. 이를 위해
당신은 네다섯개의 다양한 와인이 필요하다. 어떤 와인이 필요할
까? 한 주제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리슬링의 경
우에 다양한 생산지역의 몇몇 리슬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슈
패트부르군더, 포르투기저, 도른펠더와 같은 한 생산지역에서 나
온 여러 품종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참여자가 어떤 와인을 시음
하는지 모른다면 더욱더 관심을 끌 것이다. 이때 와인병을 알루
미늄 포일로 싸거나 잔에 따른 후에 서빙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고 하는데 와인의 원산지, 종류, 생산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와인에 집중할 수 있다. 빈티지 비교
또한 매우 재미있다. 한 생산자의 같은 와인 두세 빈티지를 시음
해 보면 숙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볼 수 있다. 숙성된 와인은
복합적인 모습으로 어린 와인보다 대체로 더 뛰어나다. 라벨을
전혀 보지 않고 한 와인을 평가할 때는 경험이 많은 애호가도 때
로는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즐겁게 마시기

시음 속성과정

식하는가? 영한 화이트와인은 때로 레몬계열의 과일, 사
과 또는 복숭아를 연상시키고 숙성된 화이트와인은 노란
색 계열의 과일이나 꿀향이 난다. 레드와인은 오히려 체
리, 딸기, 블랙베리, 자두와 같은 붉은색 과일의 향이 난

신들은 마시기 전에 시음했다. 이는 애호가들에게도 마찬

다.

가지인데, 시음은 한 와인을 맛보는 것으로 꼭 마시는 것은
아니다. 전문시음가들은 와인을 입안에서 활발하게 움직

3. 미각

인 후에 다시 모두 뱉는다. 단지 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애호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시음방법으로 입에서 와인

감각이 다 참여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공기를 끌어들이면 아모라가 후
각에 더 잘 전달이 된다. 입안에서 질감은 집중적이고 신

1. 시각

선하고 과즙의 느낌에 생동감이 있다. 와인을 마시거나 뱉

잔의 색을 관찰하는데, 가능한 낮에 그리고 밝은 배경에

고 난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맛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서 해야 한다. 색이 빛이 나고 투명하면 좋은 신호이다. 와

서 피니쉬를 판단하고, 피니쉬는 더 길수록 좋다!

인은 절대로 불투명해서는 안 된다. 잔을 비스듬히 기울여
잔의 가장자리를 보면 와인이 숙성된 것을 인식할 수 있
다. 숙성된 레드와인은 갈색의 가장자리를 보이고, 영한
레드와인은 자줏빛 색을 띤다.
2. 후각
잔에서 향을 맡는데, 이때 내용물을 가볍게 원모양으로 돌
려주면 아로마는 공기와 잘 결합한다. 향이 쾌적하고 신선

아로마를 인지하고 이름을 말하는 것은 모든 와인애호가들에게
아주 즐거운 도전이지만 약간의 연습을 필요로 한다. 좋은 보조
수단으로 아로마휠이 있는데. 여기에는 화이트와 레드를 구분해
서 독일와인의 전형적이 아로마가 그룹에 따라서 구분해서 정리
되어 있다. 향에서 딸기, 라즈베리 또는 오히려 리취? 맛에서 가
죽, 커피 또는 라크리츠? 당신은 아로마휠을 돌려서 빠르게 찾
아낼 수 있다. 온라인숍 구매는 www.deutscheweine.de 에서
할 수 있다.

하며 맑고 깨끗한 느낌인가? 과실의 아로마나 꽃향기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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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로 저장
독일와인은 장기 숙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품종과

그렇게 덥지 않은 침실에 보관할 수 있다. 자연산 코르크가

만드는 방식 그리고 빈티지에 달려 있다. 레드와인에서는

마개가 아닌 와인은 세워서 보관해도 좋다. 왜냐하면 누여

탄닌이 화이트와인에서는 산도와 당도가 와인에 숙성잠재

서 보관하는 것은 코르크가 마르고 공기가 통하게 되는 것

력을 부여하는 요소들이다. 숙성은 와인이 병에서 오랜 기

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간 동안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능력을 말한다.
독일와인은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나?
숙성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나?

식품점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와인은 수확 후 일년 후가

숙성된 와인은 보통 더 조화롭고 복합적이다. 많은 아로마

가장 맛있고 몇 년 이상 보관을 생각하지 않는다. 와인이

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생성된다. 숙성되는 동안

고급일수록 보관을 추천할 수 있다. 좋은 밭에서 나온 리슬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병 안에 있는 산소의 영향하에 놓

링과 부르고뉴 품종으로 만든 슈패트레제와 아우스레제는

인다. 와인은 화학적으로 변하는 것은 특히 색을 통해서 알

좋은 빈티지에는 5년에서 8년 이상 숙성이 가능하며 레드

수가 있다. 화이트와인의 색은 진해지는 반면에 레드와인

와인도 마찬가지이다. 노블스위트한 와인은 더 큰 잠재력

의 색은 옅어지는데, 짙은 붉은색에서 갈색이나 기와지붕

을 가지고 있어서 수십 년에 다다를 수도 있다. 규칙은 알

색으로 변한다.

코올, 산도, 당도 또는 탄닌이 높을수록 숙성잠재력은 더
커지는데, 이 4가지 요소는 방부제의 역학을 한다. 탄생 년

올바른 저장

빈티지와 같은 와인을 선물할 때 트로큰베렌아우스레제나

와인은 빛과 흔들림 그리고 냄새로부터 보호된 공간에서

아이스와인이 제일 적합하다. 스파클링 와인은 보관을 통

가능한 12도 정도의 균일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는 것

해서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젝트와 약발포성 와인

이 이상적이다. 지하셀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보통

은 구매 후에 바로 마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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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알아갈 수도 있지만 좋은 와인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미리
몇 개의 규칙을 알면 되고이를 통해 마시는 기쁨은 배가 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다음의 규칙이다.
올바른 온도

적합한 잔

ters와 같은 좋은 물도 그 요소에 속

거의 아무도 와인의 온도를 재려는 노

와인잔은 손잡이와 튤립형태의 유리

하고 약간의 빵도 좋다. 그리고 당연히

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규칙

잔이 있어야 하고, 레드와인잔은 더 크

적절한 음식도 좋은데, 이를 위해서 따

이 중요하다. 화이트와 로제와인은 최

고 용량도 많아야 한다. 잔의 두께가

로 다른 장에서 설명될 것이다.

소 마시기 두 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

얇을 수록 더 우아하고 와인을 더 집

둔다. 오히려 더 차가운 상태로 따르는

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와인은 와인잔

상황에 따른 도구

게 좋은데, 방안과 글래스의 온도가 빠

이 가장 넓은 지점까지 따르면 향이 잔

예를 티캔팅을 위해서 티캔터가 필요

르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뜨거운 실외

안에서 잘 펼쳐지고, 가볍게 돌리면 아

하다. 디캔팅은 와인을 유리병에 쏟는

에서는 쿨러를 사용하는 게 좋고, 벨트

로마가 피어나온다. 와인의 색은 잔이

것으로 숙성된 레드와인을 병의 침전

형 쿨러를 냉동고에 넣었다가 사용하

맑고 투명하면 잘 인식할 수 있다.

물과 분리할 때 침전물이 올라오지 않
도록 조심해야 한다. 와인의 아로마가

는 것도 실용적인데, 그것으로 너무 온
도가 높은 와인을 차갑게 할 수 있다.

올바른 코르크오프너

피어나오게 하기 위한 공기접촉이 필

레드와인에서는 “방안의 온도”라고 이

피크닉 할 때 코르크오프너를 잊어버

요할 경우에도 디캔팅을 하는데, 이때

야기 되는데, 이때도 물론 좀 더 차가

린 적이 있나요? 코르크를 병에서 뽑

침전물이 흔들려 올라오지 않도록 조

운 온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는 것은 땀을 흘리게 하는 일이 될 수

심해야 한다. 모든 와인을 디캔팅할 필

있다. 스위스 만능칼도 위의 상황에서

요는 없지만 절대 손해나는 일은 아니

강하고 보디가 풍부한 레드와인:

는 최선이긴 하지만 아주 적합하지는

다. 화이트와인에서 때로 작은 크리스

16-18도

않다.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도구는

탈과 같은 주석이 병에서 발견되는 경

어리고 과실향이 있는 레드와인:

지렛대의 원리로 작동하는 소믈리에나

우가 있다. 주석은 품질의 결함을 의미

14-16도

이프나 병 위에 얹어서 코르크를 돌려

하지는 않고 맛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숙성되고 강한 화이트와인:

빼주는 모델이다. 점점 더 많은 와인이

다. 주석은 와인산과 미넬라과 결합하

11-13도

스크류캡이나 유리마개로 닫혀 있는

면서 생성이 되고 와인에 포함이 되기

스위트와인:

데, 이를 위해 다른 도구가 필요 없다.

때문에 오히려 좋은 품질의 증거이다.

9-11도
어리고 가벼운 화이트와인, 로제:

적절한 동반자

9-11도

마실 때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여기

스파클링와인:

서는 당신의 친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

8-10도

니다. 와인을 마실 때 예를 들어 SelÖch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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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와인은 여름 축제에서 가벼운 한잔이나 겨울 저녁시간에 마시
는 한잔의 레드와인이든 솔로로 마시기에 아주 적합한 와인이다. 또
한 리슬링, 슈패트부르군더 등은 세계의 모던한 주방에서 나오는 요
리에 훌륭한 동반자이다.

우리 와인은 아시아 요리에 아주 잘

은데, 대표적인 와인이 리슬링이다.

어울린다는 말은 이제는 자명한 말이

드라이한 카비넽, 미디엄 드라이의 슈

다. 물론 아시아 요리는 야자유가 인상

패트레제, 트로큰베렌아우스레제, 아

적이 태국음식에서부터 중국사천지역

이스와인, 빈쩌젝트. 이 모든 종류가

의 매우 매운 요리, 일본의 깨끗한 아

한 품종으로 만들어지고 이 많은 다

로마에서 부드러운 느낌부터 매운 인

양한 와인들이 독일에서는 한 와이너

도식 카레음식까지 아주 광범위한 개

리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코스의 음

념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음식에 독

식에 한 품종으로 각 코스에 맞는 와

일 생산지역에서 나온 와인 중에서 적

인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이로서

합한 동반자를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 많
은 게스트들은 와인이 그렇게 다양하

풍부한 아로마와 매운 맛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드라이한 무스카텔러를 신선한 생강
이 들어있는 요리와 매칭시켜보자. 또

적은 비용으로 큰 즐거움

아로마가 풍부한 쇼이레베와 야자유
가 있는 카레도 어울린다. 이 음식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는 숙성된 와인도 잘 어울린다. 너무

다면 빠르게 작은 모임을 준비할 수

강한 와인에 파트너가 되는 음식은

있다. 3종류의 치즈와 두세종의 와인

너무 매워서는 안 된다. 알코올은 매

이면 6개에서 9개의 조합이 가능하

운 맛을 더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맛

고 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부드

이 너무 강렬해진다. 매운 음식에는 오

러운 연한 치즈, 강렬한 하드치즈, 푸

히려 알코올 도수가 낮고 잔당이 있는

른곰팡이 치즈 여기에 리슬링과 슈패

와인을 추천한다. 당은 매운 맛을 완

트부르군더. 거기에 가능하면 트로큰

화시켜준다. 간장소스에 찍은 스시와

베렌아우스레제와 충분한 빵이 있으

같이 짠맛이 강한 음식은 생동감 있는

면 좋다.

잔당과 산도의 조화가 있는 와인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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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스위트한 것?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초콜릿을 동반한 즐거운 시음을 할 수 있
다. 일반적인 규칙은 산도가 높은 와인은 카카오의 함량이 낮거나 없는 초콜릿
과 잘 어울린다. 예를 들어 리슬링과 화이트 초콜릿이 그렇다. 카카오 함량이 높
을수록 레드와인의 탄닌은 높아져야 한다. 과일이나 꽃의 아로마가 들어간 초콜
릿은 향이 강한 게뷔르츠트라미너, 무스카텔러, 쇼이레베등과 함께하면 즐거운
실험장이 된다. 왜냐하면 때로는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독특한 조합을 발견한다면 꼭 기입해 놓으시라. 더
나은 마지막 코스는 생각해 볼 수 없다.

독일와인과 음식
바디/
아로마
가벼운

은은한

엘플링
질바너
리슬링

무게감
있는

드라이나
미디엄 드라이
카비넽 와인

드라이한
카비넽와인
바이스부르군더

•삶은 생선
•가금류
•비네그레트 소스의 샐러드
•소고기 돈카스

드라인한
슈페트레제와
아우스레제
질바너
바이쓰부르군더
엘플링
리슬링

향이 있는

게뷔르츠트라미너
쇼이레베
바쿠스
뮐러-투어가우

•아시아 요리
•야생조류
•삶은 야채요리
•아로마가 강한 소스를
가진 국수요리

드라이한
슈패트레제
•지방이 많은 민물고기
•조개와 가재요리
•홀랜다이즈 소스의
아스파라거스
•크림소스의 작게 썬 고기요리

도른펠더
렘베르거
슈패트부르군더
그라우부르군더

•거위, 오리고기
•야생고기
•구운 소고기와 양고기
•강한 치즈

일반적인 규칙: 가볍고 기름이 적은 음식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가벼운 와인. 음식에 아
로마가 연하면 와인도 부드럽고 우아한 아로마를 가지는 게 좋다. 그와 반대로 기름지
고 무겁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는 보디감이 있고 강한 와인이 좋으면 두드러진
과실의 느낌이나 바릭 숙성 또는 특정 경우에 단맛이 있는 와인이 어울린다. 특히 베렌
아우스레제, 트로큰베렌아우스레제, 아이스와인과 같은 스위트 와인은 아주 맛있는 경
우가 된다. 디저트나 푸른 곰팡이 치즈와 같은 강한 치즈를 선호한다. 여기까지는 이론
이고 결국에 당신의 입맛이 좌우한다!

Öchs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