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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와인의 품질 등급



AOC - 최고급 와인(1)

▣ 프랑스 와인은 크게 원산지호칭제한 고급와인(AOC, VDQS)과
일반소비와인(Vins de pay, Vins de table)로 분류된다.

▣ 원산지호칭제한 : 국가가 유명한 포도산지를 지정해 그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 이외에는 그 지역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 AOC : Appellation d’Origine Contôlée
‘아뻴라시옹 도리진 꽁뜨롤레’라 읽는다. 원산지를 중간에, 예를
들어 Appellation Bordeaux Contôlée 와 같이 사용된다.

▣ 프랑스 전국에서 400여 곳의 포도 명산지가 AOC급으로 지정
프랑스 생산 와인의 35% 정도



AOC - 최고급 와인(2)

▣ 아뻴라시옹이란 말은 ‘이름 부치기’라는 뜻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이 있는 와인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

▣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려면 포도의 생산지, 알코올 함량, 포도
재배, 생산량 제한, 종류 등의 항목에서 심사를 받아야 함

▣ 등급과 포도밭의 단위면적에 따라 생산량을 제한하여 너무 많은
포도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고, 또 최소한의 알코을 함량을 정해
서 잘 익은 포도로만 만든 와인이다.

▣ AOC와인이란 정부가 지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포도명산지의
포도로 만든 믿을 만한 와인이란 의미도 됨



VDQS - 일등급 와인

▣ 뱅 델리미떼 드 쿠알리트 쉬페리에
Vins Délimités de Qualité Supérieure

▣ AOC와인이 정부 지정 유명 포도재배지역 생산 와인인 반면,
VDQS와인은 특정 지역 생산 포도로 만든 와인

▣ AOC지정은 못 받았지만 우수한 산지로, 자신의 지역 명칭을 사
용할 수 있는 와인이다. AOC 바로 아래 단계 와인이다.

▣ 프랑스 생산 와인의 2% 정도에 불과하나, 추후에 성적을 감안
하여 AOC로 승격될 수 있다.



뱅 드 뻬이 – Vins de pays

▣ 지역 와인이란 뜻으로 지역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와인이다.
생산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지방 와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
된 와인을 섞으면 안 된다.

▣ 중급 와인으로 값이 합리적이어서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하우스
와인으로 많이 사용된다.



뱅 드 따블 – Vins de table

▣ 일반 대중소비용 와인으로 값싼 와인이다.

▣ 프랑스 라는 이름 외에는 어떠한 지역 표시가 없는 와인이다. 여
러 지역의 포도를 섞어 만들거나 외국에서 싸게 수입한 포도로 만든
다. 즉 원산지나 단위당 생산량, 제조 방법 등에 대해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3. 포도 재배 지역



대표적인 와인 생산 지역

보르도 Bordeaux

부르고뉴 Bourgogne

론 Rhône

르와르 Loire

알사스 Alsace

프로방스 Provence

랑그독-루시옹
Languedoc-Roussillon

샹파뉴 Champagne



▣ 세계 와인의 샹제리제 – 약 9천 개의 샤토가 프랑스 와인의 60%를 생산
▣ 보르도의 와인 산지는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보르도 시 주변에 있으며 그

북쪽에 지롱드 강이 흐르고 있다. 지류로는 도르도류 강과 가론 강이 있다.
▣ 연간 700만 헥토리터의 와인을 생산하여 단일 포도원으로는 세계 최대의

포도단지이다. 주로 레드 와인을 생산한다.

보르도 와인



- 보르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각 포도원마다 토양에 맞는 2~3종류의 포도를 재배
하여 이를 특색 있게 혼합(블렌딩)하여 와인을 만들고 있다.
- 카베르네 쇼비뇽에 메를로와 카베르네 프랑을 혼합하여 생산하므로, 와인 라벨에 포도
품종을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다.



보르도

메독메독

그라브그라브

앙트르되메르앙트르되메르

코트드블레코트드블레

포메롤포메롤

생테밀리옹생테밀리옹

메독

메독

생테스테프생테스테프

포이약포이약

생줄리앵생줄리앵

리스트락리스트락

물리물리

마고마고



보르도 7대 샤토

■ 샤토 라피트 로쉴드 (포이약)

■ 샤토 무통 로쉴드 (포이약)

■ 샤토 라투르 (포이약)

■ 샤토 마고 (마고)

■ 샤토 오브리옹 (그라브)

■ 샤토 페트뤼스 (포메롤)

■ 샤토 디켐 (소테른)



샤토(Château)의 의미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보르도 지역
에서는 와인회사의 이름에 “샤토”
라는 말을 붙인다.

‘샤토’는 원래 프랑스어로는
‘성’(城)이란 뜻이지만, 와인공장
에 쓰는 샤토는 그런 뜻보다는
‘자체 내에 포도농장을 가진 와인
공장’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샤토 라피트 로쉴드, 샤토
마고, 샤토 오브리옹 등이 있다.
영어로는 ‘에스테이트’(estate), 독
어로는 ‘바인구트’(Weingut)라고
표기한다.

샤토는 아주 고색창연한 큰 건
물과 넓은 포도밭을 가진 곳에서
작은 곳까지 아주 다양하다. 샤토 무통 로쉴트



메독(Médoc) 와인

메독은 보르도 지역 중에서 가장 유명하며, 다시 몇 개의 작은 지역인 메
독, 생테스테프, 포이약, 생줄리엥, 리스트락, 물리, 마고 등으로 나뉜다.

메독은 오메독(Haut-Médoc)과 바메독(Bas-Médoc)으로 나뉜다. 바메독
은 지롱드 강 하류 지역이고, 오메독은 바메독보다 상류 쪽 지역이다.

오메독(Haut-Médoc)은 고급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높은’의 뜻을 가
진 ‘오’(Haut)를 사용하여 오메독이라 하고, 바(Bas ‘낮은’)메독은 그냥
메독이라 칭한다.

오메독에는 4대 1급 그랑 크뤼 샤토를 비롯 60개의 그랑 크뤼급 샤토가
있다.



보르도 AOC보르도 AOC

오메독 AOC오메독 AOC

마을(포이약) AOC마을(포이약) AOC

AOC 표시에도 차이가 있다. 같은 보르도 지방에서도 오메독이, 오메독에
서도 포이약 마을이 언급되면 더욱 좋은 품질의 와인임을 표시한다.

Appellation Bordeaux Contrôlée
Appellation Haut-Médoc Contrôlée

Appellation Pauillac Contrôlée



그랑 크뤼 클라세

1885년 제정된 메독 지역의 고급 와인에 대한 등급 표시

1855년 파리 박람회에 프랑스 와인을 전시하기 위하여 나폴레옹 3세는
보르도 와인업자들을 불러 보르도 지역 중 메독 와인만을 대표로 집중
전시할 것을 명함.

이번 기회에 일반인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와인이 좋은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메독 와인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매길 것을 지시

메독 지방의 와인업자들이 모여 며칠 만에 수백 개의 샤토 와인을 평가
해 그 중 61개의 샤토를 특급 와인 생산지로 선정하여 이를 “그랑 크뤼
클라세”라고 부름. 특급와인(최고급와인)의 등급 명칭이 됨.

Grand Cru Classé = 최고급 와인



61개의 그랑 크뤼 클라세 샤토를 다시 5등급으로 분류해 보르도 메독
와인의 품질 서열을 정함.

- 프르미에 그랑 크뤼 클라세 (특1등급) – 4개(현재는 5개)
Primiers Grands Crus Classés

- 되지엠므 그랑 크뤼 클라세 (특2등급) – 15개
Deuxièmes Grands Crus Classés

- 트르와지엠므 그랑 크뤼 클라세 (특3등급) – 14개
Trosièmes Grands Crus Classés

- 카트리엠므 그랑 크뤼 클라세 (특4등급) – 10개
Quatrièmes Grands Crus Classés

- 생키엠므 그랑 크뤼 클라세 (특4등급) – 10개
Cinquièmes Grands Crus Classés

Grand Cru Classé



프리미에 그랑 크뤼 클라세

■ 샤토 라피트 로쉴드 (포이약)  Ch. Lafite Rothschild

■ 샤토 무통 로쉴드 (포이약)  Ch. Mouton-Rothschild
- 1855년 평가 때 특1등급
- 각고의 노력 끝에 1973년 특1등급으로 승격
- 지금까지 유일한 그랑 크뤼 클라세의 변화

■ 샤토 라투르 (포이약)  Ch. Latour

■ 샤토 마고 (마고)  Ch. Margaux

■ 샤토 오브리옹 (그라브)  Ch. Haut-Brion
- 메독 지방이 아닌 그라브 지방의 와인(유일한 예외)



5대 특1등급 와인



샤토 무똥 로쉴드(Chateau Mouton
Rothschild)는 창조성이 돋보이는 라
벨의 대표적인 예이다. 1923년 바론
필립 드 로칠드는 최초로 당대의 유
명한 예술가들이 디자인한 라벨 시리
즈를 선보이겠다는 기발한 발상을 내
놓았다. 그리고 1924년에 쟝 카르루
가 첫 번째 아트 작업을 맡았고,
1945년 필립 로칠드 남작이 아트 시
리즈를 부활시켜 그의 딸인 필리핀
여사가 지금까지 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똥 로칠드의
와인을 마실 때면 피카소, 샤갈, 칸딘
스키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예술가들에
게는 그림의 대가로 현금 대신 와인
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왼쪽 이미지
는 1973년 샤토 무똥 로칠드의 라벨
로,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이다.



부르고뉴



부르고뉴(Bourgogne) 와인

부르고뉴 와인은 보르도 와인과 함께 프랑스 와인의 쌍벽을 이룬다.

영어로는 버건디(Burgundy), 독일어로는 부르군트(Burgund)라고 한다.

부르고뉴는 북으로부터 크게 샤블리, 코트 도르(코트 드 누이 + 코트 드
본), 코드 드 샬로네즈, 마코네, 보졸레 등 5개 지역으로 구분됨.

부르고뉴 와인이 보르도 와인과 크게 다른 점은 레드 와인의 경우 오로
지 피노 누아 한 품종으로만 만들고 결코 블렌딩을 하지 않는다는 것.

화이트 와인의 경우 주로 샤르도네를 주 품종으로 드라이한 와인을 생산



- 부르고뉴 와인은 기원전 7세기부터 비롯된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1세
기에 수도원들이 토질개선과 양조기술을 연구해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했기 때
문에 파리 왕실에서 즐겨 마시는 고급와인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음.
- 부르고뉴는 지층이 다양한 토양 때문에 같은 밭이라도 10미터만 떨어져 있으
면 다른 성격의 와인이 되는 독특한 지역이다.
- 전체 면적 47,600헥타르 중 41,700헥타르가 AOC급이다.



부르고뉴 지방 중 코트 도르(코트 드 누이 + 코트 드 본)의 코트 드 누이의 부조
(Vougeot)에 있는 와인 샤토 “끌로 부조”



부르고뉴 와인은 “피노 누아”로만 만들기 때문
에 다른 레드 와인에 비해 타닌 성분이 적고 밝
고 부드러운 앵두 색을 띠며 여성적이다.

부르고뉴 와인은 보르드 와인과는 다른 모양의
자신만의 독특한 병을 사용한다.

부르고뉴 지방의 AOC 와인 등급

1) 그랑 크뤼 Grand Crus

2) 프르미에 크뤼 Premièrs Crus

3) 빌라주 Villages

4) 레지오날 Régionales

아뻴라시옹 클로 부조 그랑 크뤼 꽁뜨롤레

Appellation Clos Vougeot Grand Cru Contrôl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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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네 콩티 한 병을 사려면 컴퓨터로 예약한 후 몇
년을 기다려서 DRC(지역포도원) 와인 11병과 로마네
콩티 한 병이 담긴 한 상자만을 살 수 있는데, 그 가격
은 천만 원대이다.

부르고뉴 중 코드 드 누이의 마을 “본 로마네”(Vosne-
Romanée)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향기로운 와
인을 만드는 DRC이다.

부르고뉴 와인은 세계 최고의 피노 누와 와인으로 세
계적인 명성을 누리지만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전세
계에서 폭주하는 주문으로 인해 가격이 매우 비싸다.
대표적인 와인으로 “로마네 콩티”가 있다.

로마네 꽁티

Romanée Conti



샤블리

부르고뉴의 최북단, 인구 2,600명의 작은 도시

비교적 높은 알코올 함량, 시큼하면서도 묵직
한 맛, 상큼한 향, 달콤한 뒷맛으로 가장 사랑
받는 화이트 와인

샤블리 와인은 품질에 따라 크게 4등급으로
나뉜다. 특등급 “샤블리 그랑 크뤼”부터 차례
로 “샤블리 프르미에 크뤼”, “샤블리”, 프티 샤
블리”로 나뉜다.

Chablis

샤르도네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화이트 와인
의 대명사



보졸레 누보

부르고뉴 지방 전체 AOC급 와인의 3
분의 2를 생산하는 최대 와인산지

가메(Gamay)종으로 레드와인을 생산,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출

보졸레 와인은 담자마자 신선하게 마
시는 와인으로 장기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햇김치 같은 와인

보졸레 와인은 4등급으로 분류
1. 크뤼 드 보졸레
2. 보졸레 빌라주(Village)
3. 보졸레 쉬페리외르(Supérieur)
4. 보졸레

Beaujolais Nouveau



보졸레 누보

보졸레 빌라주는 알코올 함량이
10.5%인데, 일부는 ‘보졸레 빌라주’
라는 라벨로, 일부는 ‘보졸레 누보’
라는 라벨로 시장에 출시

보졸레 누보가 세간에 알려진 것은
마케팅의 성공 덕분이다.

그 맛을 비밀에 부쳤다가 매년 11
월 셋째 목요일에 전세계에서 동시
에 판매에 들어가는 전략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끄는 데 성공

‘누보’라는 말은 영어로 ‘new’라는
뜻으로 말그대로 그 해에 생산하여
1~2개월 숙성시킨 후 출하하는 와
인이다.



보졸레 누보는 숙성되지 않은 가벼운 싱싱
한 맛이므로 가벼운 샐러드 등과 마시는
것이 좋다.



샹파뉴 Champagne



▣ 샹파뉴: 샴페인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 최고의 발포성 와인. 영어로는 스파클
링 와인(sparkling wine), 이탈리아어로는 수푸만테(supmante), 독어로는 젝트
(Sekt)라고 한다. 발포성 와인은 발효가 끝나 탄산가스가 없는 일반 와인에 다시 설
탕을 추가해서 인위적으로 다시 발효를 유도해서 와인 속에 기포가 있는 와인을 가
리킨다.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발포성 와인만을 가리키는 명칭
으로서 불어 샹파뉴(Champagne)를 영어 식으로 읽은 것이다. 이 샴페인과 이탈리
아 수푸만테 또는 아스티가 대표적인 와인이다. 알코올 도수는 대체로 9∼14%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포도재
배지역

세계 최고의 거품 와인, 스파클링 와인
의 제왕 “샹파뉴”

프랑스의 다른 거품와인은 ‘크레망’ 또는
‘뱅 무소’로 불림

샹파뉴를 만드는 포도 품종 3가지 - 샤
르도네, 피노 누아, 피노 므니에





Champagne
블랑 드 블랑 – 100% 샤르도네로 만든
거품 와인

블랑 드 누아 – 피노 누아와 피노 므니
에로 만든 거품 와인

약 120개에 이르는 샹파뉴 제조회사 중
상위 20개 회사가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

샹파뉴는 매년 고른 품질을 유지하기 위
해 새로 만든 와인과 몇 년 지난 와인을
블렌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빈티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빈티지 샹파뉴” - 그러나 포도가 특별
히 잘 익어 품질이 뛰어난 해는 그 해의
와인만을 블렌딩하여 만들기도 한다. 라
벨에 빈티지를 표시하고 가격도 비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샹파뉴의 브랜드로는 볼랭
저(Bollinger), 랑송(Lanson), 테탱저(Taittinger),
뢰드레(Roederer) 등이 있다.



프랑스 와인 라벨

와인 라벨에는 와인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 와인의 등급
- 생산자
- 생산지
- 빈티지(수확연도)
- 용량
- 알코올 함량



와인 강의 끝!

A vôtre sant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