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ENOTECA WINE GIFT SET

ENOTECA(에노테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와인 수입 및 유통회사로, 1988년 Tokyo에 설립된 이래
현재 Korea, China, Hong Kong, Sangapore, Taiwan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전역에 60여개의 직영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or All Wine Lovers’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와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직수입 직판매 원칙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와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 WINE GIFT SET COLLECTION

한눈에 보는 와인 선물세트

EN-26 / 이태리 8호

EN-30 / 스페인 3호

EN-40 / 호주 2호

EN-25 / 이태리 7호

EN-33 / 미국 3호

코르테 지아라, 메를로 코르비나 2016
코르테 지아라, 소아베 2016

클로 몽블랑, 템프라니요 2015
클로 몽블랑, 마카베우 샤르도네 2016

그랜트 버지, 벤치마크 쉬라즈 2016
그랜트 버지, 벤치마크 샤르도네 2017

알레그리니, 팔라쪼 델라 토레 2014

힐트 앤 블레이드, 진판델 2015
네비게이터, 카베르네 소비뇽 2016

￦ 70,000

￦ 80,000

￦ 80,000

￦ 110,000

￦ 110,000

EN-36 / 아르헨티나 1호

EN-29 / 스페인 2호

EN-37 / 아르헨티나 2호

EN-7 /프랑스 7호

EN-9 / 프랑스 9호

노통, 프리바다 2014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 리제르바 2012

노통, 리제르바 카베르네 소비뇽 2014
노통, 리제르바 말벡 2014

샤토 글로리아 2013

도멘 루, 부르고뉴 피노 누아 라 무통니에 2016
도멘 루, 부르고뉴 샤르도네 레 뮈렐 2015

￦ 110,000

￦ 120,000

￦ 120,000

￦ 130,000

￦ 130,000

EN-27 / 이태리 9호

EN-39 / 호주 1호

EN-6 / 프랑스 6호

EN-17 / 프랑스 17호

우니꼬, 산지오베제 리제르바 2013
우니꼬, 피노 그리지오 2016

그랜트 버지, 더 홀리 트리니티 2013

르 프티 칼롱 2015

샤토 오 플로랭 2014
샤토 레 셴 2014

￦ 140,000

￦ 140,000

￦ 150,000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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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와인 선물세트

4

EN-18 / 프랑스 18호

EN-41 / 뉴질랜드 1호

EN-35 / 칠레 2호

EN-32 / 미국 2호

EN-13 / 프랑스 13호

프리미우스, 루즈 2014
프리미우스, 블랑 2016

실레니, 에스테이트 셀렉션 플라토 피노 누아 2016
실레니, 에스테이트 셀렉션 랏지 샤르도네 2016

아르볼레다, 카베르네 소비뇽 2015
아르볼레다, 시라 2015

세븐, 카베르네 소비뇽 2006

루이 로드레, 브륏 프리미에 기프트 박스
(글래스 2개)

￦ 150,000

￦ 150,000

￦ 160,000

￦ 170,000

￦ 180,000

EN-14 / 프랑스 14호

EN-16 / 프랑스 16호

EN-23 / 이태리 5호

EN-38 / 아르헨티나 3호

EN-28 / 스페인 1호

테오필, 브륏 NV

샤토 마르탱 2011
샤토 드 라비종 2015

카스텔로 디 아마, 산 로렌조 2011

차크라, 바르다 2016
차크라, 아모르 세코 2014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 달마우 리제르바 2012

￦ 180,000

￦ 180,000

￦ 185,000

￦ 195,000

￦ 250,000

EN-15 / 프랑스 15호

EN-21 / 이태리 3호

EN-24 / 이태리 6호

EN-34 / 칠레 1호

EN-20 / 이태리 2호

비유 텔레그라프,
샤토네프 뒤 파프 “라 크로우” 2014

엘비오 코뇨, 바롤로 카시나 누오바 2013
엘비오 코뇨, 바르바레스코 보르디니 2013

알레그리니, 아마로네 클라시코 2013

알마비바 2015

라 스피네따, 바르바레스코 보르디니 2014
라 스피네따, 바롤로 가레띠 2013

￦ 300,000

￦ 350,000

￦ 380,000

￦ 380,000

￦ 420,000

2018 WINE GIFT SET COLLECTION

한눈에 보는 와인 선물세트

EN-31 / 미국 1호

EN-22 / 이태리 4호

EN-8 / 프랑스 8호

EN-11 / 프랑스 11호

EN-12 / 프랑스 12호

디어버그, 피노 누아 산타 마리아 벨리 2013
디어버그, 샤르도네 산타 마리아 벨리 2013

테누타 산 귀도, 사씨카이아 2014

도멘 루, 쥬브리 샹베르탕 비에으 비뉴 2015
도멘 루, 샹볼 뮤지니 “레 프헤미에르” 2014

쟝테 팡시오, 샹볼 뮈지니 비에으 비뉴 2015
쟝테 팡시오, 쥬브레 샹베르탕 프리미에 크뤼 “르 프아쓰노” 2015

루이 로드레, 크리스탈 2009

￦ 430,000

￦ 500,000

￦ 525,000

￦ 650,000

￦ 750,000

EN-10 / 프랑스 10호

EN-5 / 프랑스 5호

EN-19 / 이태리 1호

EN-4 / 프랑스 4호

EN-3 / 프랑스 3호

도멘 니콜라 로씨뇰, 본 프리미에 크뤼 클로 데 무슈 2015
도멘 니콜라 로씨뇰, 포마르 누아종 2015

샤토 디켐 2008

카제 바쎄, 솔데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009

샤토 오 브리옹 2013

샤토 마고 2012

￦ 830,000

￦ 1,000,000

￦ 1,200,000

￦ 1,500,000

￦ 1,800,000

EN-2 / 프랑스 2호

EN-1 / 프랑스 1호

샤토 슈발 블랑 2000

샤토 라투르 1996

￦ 3,400,000

￦ 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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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와인

Wines from France

EN-1

프랑스 1호

EN-4

프랑스 4호

Chateau Latour 1996

Chateau Haut Brion 2013

그랑크뤼 1등급의 5대 샤토 와인들 중 가장 남성적인 와인으로 불리는 샤토 라
투르의 짙은 탄닌과 촘촘한 구조감은 50년 이상 숙성하기에 충분하다. 라투르는
‘성(Castle)’이란 의미로 레이블에 그려진 14세기에 세워진 요새탑에서 유래한다.

그랑크뤼 1등급 와인 중 하나로 1855년 메독와인 등급 제정 당시 지역에서 가장
고가이고 최상품 와인이었던 오 브리옹은 메독 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명세 때문에 메독와인 1등급으로 선정 되었다. 현대 보르도 샤토의 개념(재배,
발효, 병입을 한 장소에서 시행)을 처음으로 시행한 샤토이다.

샤토 라투르 1996

￦ 3,500,000

EN-2

샤토 오 브리옹 2013

￦ 1,500,000

프랑스 2호

Chateau Cheval Blanc 2000
샤토 슈발 블랑 2000

‘백마’란 의미의 슈발 블랑의 이름은 백마를 타고 다니던 앙리4세가 말을 바꾸어
탄 자리에 포도원이 지어져 유래되었다고 한다. 자갈이 많은 토양과 철분을 다량
함유한 지층의 특징으로 매우 강건하고 탄닌과 알코올이 풍부한 풀바디의 와인
이 만들어진다.

￦ 3,400,000

EN-3

6

프랑스 3호

EN-5 프랑스 5호

Chateau Margaux 2012

Chateau d’Yquem 2008

샤토 마고 2012

샤토 디켐 2008

샤토 마고는 헤밍웨이가 손녀딸의 이름을 ‘마고’라 지어줄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와
인이다. 그랑크뤼 1등급 와인으로 향기롭고 우아한 자태, 완벽한 기품, 결점없는
고결함으로 ‘와인의 여왕’으로 불린다. 경영이 어려워 해외매각 위기에 놓였을 때
프랑스 정부와 국민이 나서서 되찾을 정도로 프랑스가 아끼는 와인이다.

세계 귀부(貴腐)와인의 정점에 서 있는 황금빛의 매력적인 스위트 와인. 한 그루의
나무에서 한 잔 밖에 생산되지 않으며 품질에 관한 한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엄격한
생산방식으로 최고의 품질만이 디켐의 이름으로 출시된다. 숙성잠재력이 10~100
년도 지속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장기보관이 오래 가능한 와인이기도 하다.

￦ 1,800,000

￦ 1,000,000

2018 WINE GIFT SET COLLECTION

EN-6

프랑스 6호

Le Petit Calon 2015
르 프티 칼롱 2015

샤토 칼롱 세귀르는 최초 오너였던 마르케스 드 세귀르가 1등급 와이너리들을 소
유하면서도, “내 마음은 Calon(칼롱)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하트 라
벨로 유명한 와인이다. 그 퍼스트 라벨과 같이 하트 라벨을 현대적으로 보여주며,
어린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의 블렌딩으로 만들어진 르 프티 칼롱은 2015년
빈티지부터 에노테카 전량 판권을 갖게 되었다.

￦ 150,000

EN-7

프랑스 7호

Chateau Gloria 2013
샤토 글로리아 2013

‘글로리아=영광’이라는 와인이름과 천사의 나팔로 축하하는 레이블은 ‘축하와 영
광’의 의미를 전달하고 미래의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 130,000
7

프랑스 와인

Wines from France

EN-8

프랑스 8호

Domaine Roux, Gevrey-Chambertin Vieilles Vignes 2015
도멘 루, 쥬브리 샹베르탕 비에으 비뉴 2015

Domaine Roux, Chambolle-Musigny “Les Fremières” 2014
도멘 루, 샹볼 뮤지니 "레 프헤미에르" 2014

쥬브리 샹베르탕 비에으 비뉴는 화려한 부케가 즉시 피어나며, 복합적이면서 고
급스러운 노트, 감초와 가죽의 아로마가 특색있게 피어난다. 매력적이고 구조감
이 잘 잡힌 샹볼 뮤지니 “레 프헤미에르”는 아름다운 질감과 표현력이 뛰어나며
복합적인 풍미가 훌륭하다. 감미롭게 느껴지는 탄닌과 강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
는 피니시가 명품 와인임을 알게 해준다.

￦ 525,000

프랑스 10호

Domaine Nicolas Rossignol,
Beaune 1er Cru Clos des Mouches 2015

도멘 니콜라 로씨뇰, 본 프리미에 크뤼 클로 데 무슈 2015

Domaine Nicolas Rossignol, Pommard Noizons 2015
도멘 니콜라 로씨뇰, 포마르 누아종 2015

<볼네의 슈퍼스타>이자 부르고뉴를 책임질 젊은 양조가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니콜라 로시뇰. 유명 부르고뉴 전문 매거진 <부르고뉴 오쥬르뒤>에서 부르고뉴의
미래 TOP 10에 선정, 2009년에는 <DECANTER>에서 아르망 루쏘, 조르쥬 드 보귀
에등과세계적유명부르고뉴의일류생산자와나란히이름을올리며최고평가인별
5개를 획득한 본 지역의 탑 생산자 중 하나이다.

￦ 830,000

EN-9 프랑스 9호

EN-11

Domaine Roux, Bourgogne Pinot Noir
La Moutonniere 2016

Geantet Pansiot, Chambolle Musigny Vieilles Vignes 2015

도멘 루, 부르고뉴 피노 누아 라 무통니에 2016

Domaine Roux, Bourgogne Chardonnay
Les Murelles 2015
도멘 루, 부르고뉴 샤르도네 레 뮈렐 2015

1855년부터 가족 경영을 이어온 도멘 루는 코트 드 본의 생 토
뱅을 거점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 날 가장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
는 도멘 탑 10 중 한 곳이다. 전통적인 부르고뉴 양조방법을 따라
오크통에서 발효, 숙성 시키며 그들 스스로 Roux Method라 말
하며 와인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현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 130,000
8

EN-10

프랑스 11호

쟝테 팡시오, 샹볼 뮈지니 비에으 비뉴 2015

Geantet Pansiot, Gevrey Chambertin Premier Cru
“Le Poissenot” 2015
쟝테 팡시오, 쥬브레 샹베르탕 프리미에 크뤼 "르 프아쓰노" 2015

로버트 파커가 ‘최고의 쥬브레 샹베르탕 생산자’로 평가한 “쟝테 팡시오”는 부
르고뉴 쥬브레 샹베르탕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에 관한 깊
이 있는 연구와 투자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남성적이고 힘 있는 쥬브
레 샹베르탕 와인 스타일에 비해 섬세하면서도 복합미 넘치는 스타일로 인정받
고 있다.

￦ 650,000

2018 WINE GIFT SET COLLECTION

EN-12

프랑스 12호

Louis Roederer, Cristal 2009
루이 로드레, 크리스탈 2009

황제의 샴페인, 크리스탈
1876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의 특명으로 탄생한 100% 그랑 크뤼
샴페인이다. 당시 황제암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투명한 크리스탈병으
로 바닥부분의 펀트(오목한 부분) 없이 만든 것이 특징 이다. 200년 넘는
가족경영의 역사를 지닌 루이 로드레가 소유한 그랑크뤼 7개 밭에서 재
배된 최상급 포도만 사용하는 플래그쉽 와인이다.

￦ 750,000

EN-13

프랑스 13호

Louis Roderer, Brut Premier Gift Set (2 glasses)
루이 로드레, 브륏 프리미에 기프트 박스 (글래스 2개)

최정상급 샴페인 <크리스탈> 생산자로 명성높은 루이 로드레의 스탠
다드 샴페인으로, 타 샴페인 하우스의 빈티지 샴페인보다 우수하다
고 평가될 정도로 특유의 세련된 미감과 일관성 있는 품질을 인정받는
MULTI-VINTAGE (여러 해의 리저브 와인을 블렌딩) 샴페인이다. 법적
기간 15개월보다 훨씬 오랜 기간인 3년 이상의 병입숙성 과정을 거쳐 깊
고 풍부한 맛과 향을 선사한다.

￦ 180,000

EN-14

프랑스 14호

Theophile, Brut NV
테오필, 브륏 NV

예술가들의 낭만이 느껴지는 샴페인으로 피카소와 샤갈이 즐겨 마셨던
샴페인이다. 1864년 설립된 전통있는 샴페인 테오필은 19세기 파리의
몽파르나쓰의 레스토랑에서 예술가들이 즐기던 샴페인으로 당시에는
“테오 샴페인”이란 애칭으로 불렸다. 여성스럽고 우아한 풍미의 테오필
은 입안에서 크림 같은 구조로 활발한 생동감을 선사하는 완벽한 균형
감이 특징이다.

￦ 180,000
9

프랑스 와인

Wines from France

EN-15

프랑스 15호

Vieux Telegraphe, Chateauneuf du Pape ‘La Crau’ 2014

프랑스 17호

Chateau Haut Florin 2014

비유 텔레그라프, 샤토네프 뒤 파프 “라 크로우” 2014

샤토 오 플로랭 2014

2009년 Wine Spectator 100대 와인 3위에 빛나는 라 크로우는 샤토네프 뒤 파프
지역 최고의 떼루아를 가진 포도밭으로 인정받는 포도원이다. Robert Parker가 론
와인 총서에서 ‘샤토네프 뒤 파프 최고의 와인’이라고 언급하였고, 평균 6~70년 수
령의 포도, 철저한 친환경 농법을 따르며 깊고 복합적인 풍미를 극대화한 비유 텔레
그라프의 플래그쉽 와인이다.

샤토 레 셴 2014

￦ 300,000

EN-16

Chateau Les Chenes 2014
부드러운 탄닌감과 스파이시함, 과실의 생생함이 느껴지는 보르도
와인 세트. 파워풀한 바디감을 가진 와인으로 풍부한 과실미와 실키
한 탄닌이 특징이다. 가격대비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며 명절 시즌
에 선물하기에 적절한 프랑스 와인 세트이다.

￦ 150,000

프랑스 16호

EN-18

프랑스 18호

Chateau Martin 2011

Premius, Rouge 2014

Chateau de Lavison 2015

Premius, Blanc 2016

샤토 마르탱 2011

샤토 드 라비종 2015

10

EN-17

프리미우스, 루즈 2014
프리미우스, 블랑 2016

보르도 지역의 석회암 토질에서 자라는 포도들로 만든 와인 세트. 전
체적으로 신선하고 잘 익은 과실의 향이 듬뿍 느껴지며, 입안 전체에
부드러운 미감과 탄닌감이 조화를 잘 이룬다. 붉은 고기류 뿐만 아니
라, 소금간이나 간장을 기본으로 하는 한식과도 잘 어울린다.

디켄터 선정 ‘보르도 네고시앙 TOP 5’인 Yvon Mau의 프리미엄 브
랜드. 프랑스 내수시장에서 1997년 출시 이후 30년간 꾸준하게 성
장한 브랜드로 ‘보르도 100대 와인’에 선정된 품질은 인정받은 와
인세트.

￦ 180,000

￦ 150,000

이태리 와인

2018
WINEfrom
GIFT SET
COLLECTION
Wines
Italy

EN-19

이태리 1호

Case Basse, Soldera Brunello di Montalcino 2009
카제 바쎄, 솔데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009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정점. 불운의 사고로 손실된 6개의 빈티지 중 하나인
2009년 빈티지. 세계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와인으로 오너인 지안프랑코 솔데라
(Gianfranco Soldera)의 확실한 신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산물이라고 불리는 작품.
‘충분한 탄닌과 아로마를 얻을 수 없는 포도만이 그 결핍을 감추기 위해 배럴을 사
용한다. 그러므로 솔데라는 배럴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높은 자부심을 자랑하는 소장가치 높은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이다.

￦ 1,200,000

EN-20

이태리 2호

La Spinetta, Barbaresco Bordini 2014
라 스피네따, 바르바레스코 보르디니 2014

La Spinetta, Barolo Garretti 2013
라 스피네따, 바롤로 가레띠 2013

1977년에 설립한 라 스피네따는 모스카토 다스티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이탈
리아에서 가장 세련된 와인메이커이자 소유주로 유명하다. 테루아 고유 특징을 가
장 순수하게 표현하고자 성장주기에 걸쳐 수확을 하며, 천연 비료만을 이용한 열
정을 쏟아 부어 만드는 와이너리이다. 와인 애호가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피에몬
테 명품 와인 세트.

￦ 420,000

EN-21

이태리 3호

Elvio Cogno, Barolo Cascina Nuova 2013
엘비오 코뇨, 바롤로 카시나 누오바 2013

Elvio Cogno, Barbaresco Bordini 2013

엘비오 코뇨, 바르바레스코 보르디니 2013

4대에 걸친 명실상부 피에몬테의 명가 엘비오 코뇨의 바롤로 & 바르바레스코 시
리즈로 엘비오 코뇨를 대표하는 네비올로 품종과 품질을 우선시 하는 대가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어 이탈리아 와인 애호가들이 인정하는 와인세트이다.

￦ 350,000
11

이태리 와인

Wines from Italy

EN-22

이태리 4호

Tenuta San Guido, Sassicaia 2014
테누타 산 귀도, 사씨카이아 2014

전설의 슈퍼 투스칸, 사씨카이아.
슈퍼 투스칸 와인의 효시로 꼽히는 볼게리 지역의 황태자 사씨카이아는 이태리 최
고의 와인으로 손꼽히며, 놀라운 농축미와 생명력을 보여주는 와인으로, 보르도 그
랑 크뤼 와인들과 어깨를 견준다는 평가를 받는 이태리 특급 와인이다.

￦ 500,000

EN-23

이태리 5호

Castello di Ama, San Lorenzo Gran Selezione 2011
카스텔로 디 아마, 산 로렌조 2011

2013년 키안티 클라시코 협회가 신설한 최상위 등급의 호칭인 ‘그랑 셀렉지오네’
는 와이너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의 포도를 100% 사용하고, 수확 후 30개
월 후 출시가 가능하며, 알코올 도수 13% 이상 등의 엄격한 관리 및 검사를 통해 선
정한다. 산 로렌조는 2010년 빈티지부터 ‘그랑 셀렉지오네’가 되었고, 출시와 동
시에 Wine Spectator 6위 (2014년)의 영광을 안은 특별한 와인이다.

￦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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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WINE GIFT SET COLLECTION

EN-24

이태리 6호

Allegrini, Amarone Classico 2013
알레그리니, 아마로네 클라시코 2013

아마로네는 베네토 발폴리첼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적인 고급 레드와인. 레치
오토(말린 포도로 만든 스위트 와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당도가 알코올로 변해
우연히 만들어진 와인으로 이탈리아에서는 교황과 귀족 등 한정된 사람만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귀했다. 말린 과일의 화려한 아로마, 실키한 탄닌감, 관능적인 느낌의
아마로네는 2017년 감베로 로쏘 3개 글라스(만점)을 받은 뛰어난 와인.

￦ 380,000

EN-26

이태리 8호

Corte Giara, Merlot Corvina 2016
코르테 지아라, 메를로 코르비나 2016

Corte Giara, Soave 2016
코르테 지아라, 소아베 2016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의 No.1 알레그리니의 현대적이고 데일리 와인을 생산하는
코르테 지아라. 전통과 모던 스타일의 조화로 매일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을
보여준다. 메를로와 코르비나의 환상적인 블렌딩과 상큼하고 가볍게 즐기기 좋은
소아베의 이탈리아 데일리 와인 세트.

￦ 70,000

EN-27 이태리 9호
EN-25

이태리 7호

Allegrini, Palazzo della Torre 2014

Unico, Sangiovese 2013
우니꼬, 산지오베제 리제르바 2013

알레그리니, 팔라쪼 델라 토레 2014

Unico, Pinot Grigio 2016

알레그리니의 플래그쉽 와인. 아마로네의 양조와 일반 스틸 와인을 양조스타일을
접목한 유니크한 와인으로 아마로네에서 느껴지는 말린 과일과 진하고 풍부한 풍
미는 어느 와인과도 견줄 수 없는 유니크함이 특징이다. “꿈은 이루워 진다.”라는
현 오너 마릴리사(Ms. Marilisa) 여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진 와인으로 “행
복한 미래를 염원하는 의미”로 선물하기 좋은 와인이다.

이태리 와인의 무한한 가능성과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우니
꼬 와인 세트. 리제르바 등급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지오베제와 화
이트 와인 품종 판매 No.1인 피노 그리지오로 조합되어 다양한 음식과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 110,000

￦ 140,000

우니꼬, 피노 그리지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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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와인

Wines from Spain

EN-28

스페인 1호

Marques de Murrieta, Dalmau Reserva 2012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 달마우 리제르바 2012

전통과 혁신의 성공적인 조화를 이끈 스페인 근대 와인 산업의 선구자,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의 모던한 스타일이 돋보이는 달마우 리제르바는 진한 응집력과 훌륭
한 복합미를 느낄 수 있다. ‘스페인 최고 리제르바 급 레드와인’의 찬사에 걸맞게 최
고의 맛과 구조감, 바디감, 탄닌, 산도 모두 잘 어우러져 균형이 우수한 와인이다.

￦ 250,000

EN-29

스페인 2호

Marques de Murrieta, Reserva 2012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 리제르바 2012

오크 숙성과 보르도 양조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 리오하의 첫 프리미엄 와인을 수
출하기 시작한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의 리제르바 와인. 스파이시하면서 오크에서
느껴지는 깊이있는 아로마가 와인의 깊고 풍부한 맛을 기대하게 한다. 탄닌이 놀
랍도록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어 입안 가득 깊이 있게 퍼져나가는 발란스가 매
우 뛰어난 와인.

￦ 120,000

EN-30

스페인 3호

Clos Montblanc, Tempranillo 2015
클로 몽블랑, 템프라니요 2015

Clos Montblanc, Macabeu Chardonnay 2016
클로 몽블랑, 마카베우 샤르도네 2016

스페인의 정열을 담은 와인으로 카탈루냐 지역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클로 몽블랑
의 인기 품목. 스페인을 대표하는 템프라니요와 마카베우 품종으로 만들어져 카탈
루냐 지역의 테루아와 품종이 주는 개성이 돋보이는 와인.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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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와인

Wines from USA

EN-31

미국 1호

Dierberg, Pinot Noir Santa Maria Valley 2013
디어버그, 피노 누아 산타 마리아 벨리 2013

Dierberg, Chardonnay Santa Maria Valley 2013
디어버그, 샤르도네 산타 마리아 벨리 2013

부르고뉴와 가장 흡사한 환경조건을 갖춘 미국 산타 마리아 벨리에 위치한 와이
너리. 매 빈티지 마다 로커트 파커(Robert Parker)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며 꾸
준히 사랑받고 있는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 와인 세트. 친환경 농법과 중력을 이용
한 와인 메이킹으로 포도품종 본연의 느낌과 테루아를 와인으로 반영했다는 극찬
을 받고 있다.

￦ 430,000
EN-32

미국 2호

Seven, Cabernet Sauvignon 2006
세븐, 카베르네 소비뇽 2006

1999년 스프링 마운틴의 16ha의 포도밭으로 시작된 와이너리 빈야드 7&8. ‘7’
은 서양문화에서 행운의 숫자이고, 바로 그 다음 숫자인 ‘8’은 동양 문화에서 번영
과 행복의 의미를 지닌 숫자를 나타내는데, 와인을 통해 행운을 선사한다는 상징으
로 빈야드7&8의 철학을 잘 나타낸다. 타협하지 않는 완벽을 향한 추구와 비전을
반영하여 경험과 열정 그리고 겸손을 통해 스프링 마운틴 토질을 반영한 프리미엄
Handcrafted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 170,000
EN-33

미국 3호

Hilt & Blade, Zinfandel 2015
힐트 앤 블레이드, 진판델 2015

Navigator, Cabernet Sauvignon 2016
네비게이터, 카베르네 소비뇽 2016

원재료인 포도를 수확하여 고르는 것 부터 포장까지 단계별로 아주 세심하게 관리
를 하며, 고품질을 지향하여 뛰어난 와인 컬렉션을 자랑한다. 캘리포니아 특징을
잘 드러내는 탄탄하며 풍부한 카베르네 소비뇽과 쥬시하고 농축미가 느껴지는 진
판델은 Wine Enthusiast 91점을 수상한 캘리포니아 와인 세트.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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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와인

Wines from Chile

EN-34

칠레 1호

Almaviva 2015
알마비바 2015

스페인어로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을 지닌 알마비바는 프랑스의 와인 명가 바롱
필립 드 로칠드사와 칠레의 콘차 이 토로가 협력해 생산하는 와인. ‘알마비바’ 이름은
프랑스의 극작가인 보마르쉐의 작품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알마비바 백작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마르셰 필체를 그대로 옮겨와 라벨을 만들었고, 칠레 와인 중에
서도 최고급 와인으로 불린다. James Suckling의 TOP 100 WINES OF 2017에서
100점으로 1위를 차지한 와인.

￦ 380,000

EN-35

칠레 2호

Arboleda, Cabernet Sauvginon 2015
아르볼레다, 카베르네 소비뇽 2015

Arboleda, Syrah 2015
아르볼레다, 시라 2015

칠레 아이콘 와인인 ‘세냐’, ‘비녜도 채드윅’, ‘에라주리즈’ 와인을 생
산하는 칠레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자 에두아드로 채드윅의 프로젝
트 와이너리. 아콩카구아 밸리 싱글 빈야드의 순수한 표현력과 특색
있는 테루아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특히 시라는 2011
와인 컨슈머 리포트 1위에 빛나는 최고의 와인이다.

￦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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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와인

Wines from Argentina

EN-36

아르헨티나 1호

Norton, Privada 2014
노통, 프리바다 2014

1985년에 영국에서 아르헨티나로 건너 온 에드먼드 제임스 팔머 노통이 멘도사
강의 남쪽에 처음 와이너리를 설립한 곳이 바로 보데가 노통이다. 멘도사의 가능성
을 눈여겨 본 그는 아르헨티나 와인의 개척자로도 꼽힌다. 1989년 부터는 오스트
리아 크리스탈 명가 스와로브스키가 인수하여 명성을 키워 나가며 프리바다는 가
족,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소량 생산한 퀴베 와인으로 Private의 의미로 와인 이름
을 붙인 노통을 대표하는 플래그쉽 와인이다.

￦ 110,000
EN-37

아르헨티나 2호

Norton, Reserva Cabernet Sauvignon 2014
노통, 리제르바 카베르네 소비뇽 2014

Norton, Reserva Malbec 2014
노통, 리제르바 말벡 2014

오스트리아 크리스탈 명가 스와로브스키가 소유한 보데가 노통 와이너리에서 생
산되는 프리미엄급 레드 와인세트. 풍부한 과실미와 절제된 숙성미의 훌륭한 발란
스를 보여주며 리제르바 말벡은 아르헨티나 최초 5년 연속 와인 스펙테이터 9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카베르네 소비뇽은 지속적으로 품질이 향상되어 아
시아 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있다.

￦ 120,000
EN-38

아르헨티나 3호

Chacra, Barda 2016
차크라, 바르다 2016

Chacra, Amor Seco 2014
차크라, 아모르 세코 2014

이탈리아 슈퍼 투스칸 사씨카이아의 조카, 피에로 인치자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
아 지역에 설립한 보데가 차크라. 1932년에 심어진 오랜 수령의 황폐했던 포도원
을 개간하여 친환경농법으로 소량 생산하고 있다. 섬세하고 풍부한 과실미가 돋보
이는 독자적인 피노 누아와 서늘한 기후에서 고유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메를로의
파타고니아 와인 세트.

￦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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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와인
Austrailia | New Zealand

EN-39

호주 1호

EN-41

Grant Burge, The Holy Trinity 2013
그랜트 버지, 더 홀리 트리니티 2013

Sileni, Estate Selection Plateau Pinot Noir 2016
실레니, 에스테이트 셀렉션 플라토 피노 누아 2016

Sileni, Estate Selection Lodge Chardonnay 2016

5대째 전통을 이으며 지역 와인 생산자들로부터 존경 받는 그랜트 버지의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는 홀리 트리니티. 바로싸 밸리 포도원에서 50~120년 수령의 포도
나무에서 자란 그르나슈, 시라, 무드베드르 3가지 포도 품종으로 블렌딩하여 홀리
트리니티(거룩한 삼위일체)로 이름을 붙였다. 이 전통적인 포도 품종들의 강렬한
조합은 생생하고 깊은 맛을 보여준다.

뉴질랜드 와인의 정석을 보여주는 실레니의 베스트 셀링 아이템. 에스테이트 셀렉
션은 각 포도 품종이 가진 특징과 과실 풍미를 깊고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혹
스베이에서 자라는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의 섬세함이 돋보인다.

￦ 140,000

￦ 150,000

EN-40

호주 2호

Grant Burge, Benchmark Shiraz 2016
그랜트 버지, 벤치마크 쉬라즈 2016

Grant Burge, Benchmark Chardonnay 2017
그랜트 버지, 벤치마크 샤르도네 2017

호주 바로싸 지역의 정수로 손꼽히는 생산자 그랜트 버지에서 호주
와인에 있어 기준이 될만한, 클래식하면서도 교과서적인 와인을 생
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벤치마크’라고 이름 붙인 제품. 깊고 풍부
한 호주 와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Best Value 세트.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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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1호

실레니, 에스테이트 셀렉션 랏지 샤르도네 2016

SET CASE

1본입

1본입 악세사리

2본입

2본입 악세사리

(주)에노테카코리아

02-3442-1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0길 34 (논현동, 삼경빌딩 3~4층)

에노테카코리아 압구정점

02-3442-330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22 (신사동, 로뎀빌딩 1층)

에노테카코리아 현대백화점 본점

02-3449-54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5 (압구정동)

에노테카코리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87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삼성동)

에노테카코리아 IFC몰 올리브마켓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舊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L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