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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인 
마스터 클래스 | 서울 



약어와세부사항

와인과 오스트리아 젝트의 명칭 순서 
빈티지 원산지 품질등급
포도품종 오르츠바인 / 그로스라게 / 리덴바인 브랜드명
알코올 잔당 산미 퀴베 게미쉬터잣츠에사용한 포도 품종
생산자

젝트 오스트리아 의  명칭 순서 
빈티지 포도품종 도사쥬 젝트 카테고리 브랜드명
원산지 지정  보호를받는오스트리아연방주 그로세스 레제르베 연방주, 게마인데 그로스라게 또는 밭
알코올 잔당 산미 퀴베 로제 블랑 드 블랑에 사용한 포도 품종
생산자

포도품종 약어 표시

블라우부르거 쇼이레베
피노누아

잼믈링 88)
블라우부르군더

블라우어포르투기저
블라우어빌드바허
블라우프랜키쉬
블뤼텐무스카텔러
부비에
카베르네프랑

골드부르거
골드무스카텔러
그뤼너벨트리너
유빌래움스레베
메를로
무스카리스
뮐러투르가우
무스캇오토넬
노이부르거카베르네소비뇽
라타이샤르도네 모리용
리슬링프뤼로터벨트리너
뢰슬러푸르민트
로터벨트리너

소비뇽블랑
소비니에그리
상크트라우렌트
질바너
쉬라
트라미너
피노블랑

           (바이스부르군더)
벨쉬리슬링
치어판들러
츠바이겔트무스카텔러

로트기플러게미쉬터잣츠
피노그리

기타 약어 

밭

알코올
잔당 
산미
와인타입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
법적으로정의된싱글 빈야드

최고로분류된포도밭에서생산된와인
오스트리아전통와인생산자협회가
에어스테라게 로지정
슈타이어마르크테루아 클라식와인생산자 
협회가 지정한 프리미엄 포도밭의 와인 
에어스테 라게

슈타이어마르크테루아 클라식와인생산자협회가지정한최고의포도밭에서생산된

장기숙성력을지닌와인 그로세 라게

로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와인에 대한 인증 시스템  

유럽연합의 오가닉 인증로고 



 

Type1: 페를바인(Perlwein) 및 젝트(Sekt) 
오스트리아 스파클링 와인의 시작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와이너리 중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와이너리도 있고 대형 젝트 
하우스도 포함됩니다. 클래식 레벨의 젝트 오스트리아나 옛 양조 방식을 거친 펫 낫 모두 식전주로 
이상적인 음료일뿐 아니라 어느 구성의 식사에 내놓아도 어우러질 수 있는 와인입니다. 쉽게 마실 
수 있는 가벼운 스파클링(페를바인)과 젝트는 과일풍미와 청량감이 뛰어납니다.      

Type2: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젝트
전통적인 병 발효는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데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숙성 중 병의 '리들링' 작업을 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젝트 레제르베 나 그로세 
레제르베 등 오스트리아 최상급 젝트 제품들은 이 방법에 따라 생산됩니다. 그 결과 전세계 다른 
스파클링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매우 우아한 젝트가 탄생합니다. 

Type3: 클래식하고 청량감 있는 화이트 와인 
오스트리아의 클래식 화이트 와인은 미디엄 바디에 상당한 수준의 우아함이 결합된 신선함과 
섬세한 산미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특성은 모든 오스트리아의 와인 산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뉴브 강 지역에서 나는 청량감 있고 지역 특색을 띤 그뤼너 벨트리너와 리슬링, 
후추 풍미를 지닌 바인피어텔 DAC, 맛있는 게미쉬터 자츠 DAC, 클래식 바이스부르군더와 샤도네이,
또는 슈타이어마르크 지역의 스파이시한 벨쉬리슬링, 소비뇽 블랑. 융어 외스타라이허나 슈타이어리셔
융커 또는 융어 비너와 같은 어린 와인들 역시 클래식하고 청량감 있는 와인 스타일에 속하며,
수확 직후 맛 볼 수 있는 와인입니다.
  
Type4: 파워풀하고 풍부한 화이트 와인  
오스트리아 화이트 와인의 스타 와인이며 드라이 와인 스타일에 바디감과 맛, 풍미와 농축도 또한 
뛰어납니다. 전통적으로 정성을 들여 양조한 와인 이외에 국제적인 악센트가 다소 가미된 바리크
에서 숙성시킨 와인도 있습니다. 예로 그뤼너 벨트리너와 리슬링 품종의 싱글 빈야드 와인(바카우의
스마락트처럼)과 다뉴브 강 인근지역의 탑 와인 및 바인피어텔 지역의 최고급 와인 등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포도 품종 중에는 테르멘레기온 지역의 감칠맛이 뛰어난 치어판들러와 로트기플러, 
부르겐란트의 복합미 넘치는 바이스부르군더와 샤르도네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와인에는 또한 슈타이어마르크 지역의 우수한 싱글 빈야드 와인(소비뇽 블랑, 모리용, 바이스부르
군더, 그라우부르군더)과 노이부르거, 로터 벨트리너, 비엔나 빈의 게미쉬터 잣츠 등의 스페셜티도 
있습니다. 

Type5: 로제 와인 
로제 와인은 오스트리아의 모든 와인 산지에서 생산되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스타일로 양조됩니다: 
부르겐란트의 매력적이고 발랄한 로제, 니더외스터라이히의 츠바이겔트와 상크트 라우렌트에서 
양조된 신선한 스타일의 로제, 베스트 슈타이어마르크(일부는 지역 차원에서 베스트 슈타이어마르크 
DAC로 지정된)의 짜릿하고 신선한 풍미의 쉴허. 또한 부르겐란트에는 신선한 과일 풍미와 스파이시함이 
돋보이는 로제로 원산지 명칭 보호 지정을 받은 로잘리아 DAC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와인의 열 가지 유형  

Type6: 클래식하고 우아한 종류의 레드 와인 
클래식한 레드 와인은 큰 우드캐스크나 스틸 탱크를 사용하며 전형적인 오스트리아 과일 풍미로 
너무 도수가 높지 않지만 깊이감이 있는, 우아함과 매력적 자연을 담은 원산지의 특징이 잘 
표현됩니다. 츠바이겔트는 오스트리아 레드와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종입니다.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와인 산지에서 츠바이겔트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카르눈툼을 최고의 산지로 
손꼽습니다. 블라우프랜키쉬 또한 아주 뛰어난 레드와인 품종입니다. 이외에도 상크트 장크트 
라우렌트, 블라우부르군더(피노 누아), 블라우어 포르투기저, 블라우부르거와 같은 스페셜티도 
클래식하고 우아한 오스트리아 레드와인 스타일에 속합니다. 

Type7: 강렬하고 풍부한 레드 와인 
싱글 빈야드 와인 또는 퀴베로 양조된 풍부함, 농도, 복합성 및 깊이감을 지닌 레드 와인입니다. 이 
최상급 와인들은 바리크에서 숙성을 마쳐도 테루아 특유의 깊은 과일풍미를 간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레드와인은 부르겐란트산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카르눈툼, 
테르멘레기온 지역 심지어는 비엔나의 탑 레드 와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라우프랜
키쉬나 츠바이겔트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고유품종이 국제품종인 피노 누아나 카베르네계  품종
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Type8: 대안품종 와인
'오렌지 와인', '아티장 와인' 또는 '내추럴 와인'은 종종 '대안 와인'으로 통칭되곤 하는데, 이 
와인들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와인들의 공통점은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해 만드는 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산화적 발달 
및/또는 침용 시간의 연장으로 화이트 와인은 신선한 산도와 얼시한 향과 함께 독특한 탄닌 구조를 
형성하고 껍질의 색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실제로는 오래된- 방식으로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는 재배자들은 오스트리아 전 와인산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Type9: 화이트와인 - 오프-드라이  & 미디엄 스위트 와인   
상위 슈패트레제 또는 아우스레제 등급의 와인은 오스트리아 와인 중 가장 숙성할 가치가 있는 
와인 종류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드러운 잔류 단맛과 과일과 산미 사이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하며 엄청난 기교를 보여줍니다. 부르겐란트의 무스카트 오토넬이나 벨쉬리슬링부터 
슈타이어마르크 지역의 (게뷔르츠) 트라미너 및 다양한 지역의 그뤼너 벨트리너, 리슬링을 거쳐 
테르멘레기온 지역의 특수 품종인 치어판들러나 로트기플러로 양조된 슈패트레제나 아우스레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Type10: 노블 스위트 와인 
여기에는 베렌아우스레제(BA)와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TBA)뿐만 아니라 고급스럽고 세련된 
루스터 아우스브루흐가 포함됩니다. 이 진귀한 스위트 와인은 보통 귀부병(Botrytis cinerea)의 
독특한 향과 함께 풍부한 잔당과 고도로 농축된 산미가 특징인 와인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흥미로운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장기숙성력이 뛰어납니다. - 오스트리아는 이 노블 스위트
와인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풍성한 과일 풍미와 타는듯한 산미를 머금은
아이스바인뿐만 아니라 귀부와인과 아이스바인 사이의 풍미를 지닌 슈트로바인과 쉴프바인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지게티 

마흐헤른들 

유르취치

마르쿠스 후버 

살로몬 운트호프

슐로스 고벨스부르크

도매네 바카우 

비닝거 

자틀러호프 

요하네스호프 라이니쉬 

크라허 

게르노트 & 하이케 하인리히 



마틴 & 안나 아른도르퍼 

안드레아스 그젤만 

클라우스 프라이징어 

슐로스 고벨스부르크 

Addresses of Wineries and their Importers

A

Arndorfer Martin & Anna
 - Niederösterreich | Kamptal

Weinbergweg 16, 3491 Straß im Straßertale, T: +43 664 5157044

E: info@ma-arndorfer.at, W: https://www.ma-arndorfer.at

Vin.Bro

Seoul

E: youngseon.choi@vinofeel.com 

D

Domäne Wachau
 - Niederösterreich | Wachau

Dürnstein 107, 3601 Dürnstein, T: +43 2711 371

E: office@domaene-wachau.at, W: https://www.domaene-wachau.at

1234567 

Vanguard Wine Merchants CO., LTD.

Seoul

E: vanguardwine@gmail.com, W: https://www.vanguardwinemerchants.com/

G

Schloss Gobelsburg
 - Niederösterreich | Kamptal

Schlossstraße 16, 3550 Gobelsburg

T: +43 2734 2422, E: schloss@gobelsburg.at, W: https://www.gobelsburg.at

1234567 

Naru Global

Seoul

E: naru@naruglobal.com, W: http://www.naruglobal.com

Gsellmann Andreas
 - Burgenland | Neusiedlersee

Obere Hauptstrasse 38, 7122 Gols

T: +43 2173 2214, E: wein@gsellmann.at, W: https://www.gsellmann.at

Kranz Cooperation 

 E: monica@kranzcorporation.com 

H

Heinrich Gernot und Heike
 - Burgenland | Neusiedlersee

Baumgarten 60, 7122 Gols

T: +43 2173 3176, E: weingut@heinrich.at, W: http://www.heinrich.at

Handok Wine Co. Ltd.

Seoul

E: handok@handokwine.com, W: http://www.handokwine.com



Addresses of Wineries and their Importers

Huber Markus
 - Niederösterreich | Traisental

Weinriedenweg 13, 3134 Reichersdorf

T: +43 2783 82999, E: office@weingut-huber.at, W: http://huber.wine

1234567 

LB Wine Company

Gyeonggi-do

E: webzine@lbwine.com, W: http://www.lbwine.com

J

Jurtschitsch
 - Niederösterreich | Kamptal

Rudolfstrasse 39, 3550 Langenlois, T: +43 2734 2116

E: weingut@jurtschitsch.com, W: http://www.jurtschitsch.com

1234567 

Mundo Vino

Seoul

E: k1wine@naver.com, W: http://www.mundovino.co.kr

K

Kracher
 - Burgenland | Neusiedlersee

Apetlonerstrasse 37, 7142 Illmitz

T: +43 2175 3377, E: office@kracher.at, W: http://www.kracher.at

Handok Wine Co. Ltd.

Seoul

E: handok@handokwine.com, W: http://www.handokwine.com

M

Machherndl
 - Niederösterreich | Wachau

Hauptstrasse 1, 3610 Wösendorf in der Wachau, T: +43 2715 2282

E: office@machherndl.com, W: http://www.machherndl.com

Shinsegae Co. Ltd.

Seoul

E: miahlee@shinsegae.com, W: http://www.shinsegae.com

P

Claus Preisinger
 - Burgenland | Neusiedlersee

Goldbergstraße 60, 7122 Gols, T: +43 2173 2592

E: wein@clauspreisinger.at, W: http://www.clauspreisinger.at

Vin.V

E: vinv@vinv.kr

Addresses of Wineries and their Importers

R

Johanneshof Reinisch
 - Niederösterreich | Thermenregion

Im Weingarten 1, 2523 Tattendorf

T: +43 2253 81423, E: office@j-r.at, W: http://www.j-r.at

LB Wine Company

Gyeonggi-do

E: webzine@lbwine.com, W: http://www.lbwine.com

S

Salomon Undhof
 - Niederösterreich | Kremstal

Undstrasse 10, 3500 Stein an der Donau, T: +43 2732 83226

E: office@salomonwines.com, W: http://www.salomonwines.com

1234567 

Vin CSR 
Seoul

E: wine@thevincsr.com, W: http://www.thevincsr.com

Sattlerhof
 - Steiermark | Südsteiermark

Sernau 2, 8462 Gamlitz

T: +43 3453 2556, E: weingut@sattlerhof.at, W: http://www.sattlerhof.at

1234567 

Handok Wine Co. Ltd.

Seoul

E: handok@handokwine.com, W: http://www.handokwine.com

Szigeti
 - Burgenland | Neusiedlersee

Sportplatzgasse 2a, 7122 Gols

T: +43 2173 2167, E: sektkellerei@szigeti.at, W: http://www.szigeti.at

W

Wieninger
 - Wien | Wien

Stammersdorfer Straße 31, 1210 Wien

T: +43 1 2901012, E: weingut@wieninger.at, W: http://www.wieninger.at

Handok Wine Co. Ltd.

Seoul

E: handok@handokwine.com, W: http://www.handokwin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