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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라!

2015년 마르께 와인의 도약 
또스까나와 아브루쪼 와인에 가려져 그 진가를 나타내지 못했던 마르께 와인에게 눈길을 주게 만든 것은 베르디끼오 품종의 활약 때문이었다. 
현재 와인생산자들은 베르디끼오를 넘어서 토착 레드 품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주머니가 그들을 향해 열리고 있는 중이다. 
2015년 이탈리아 와인의 또 다른 면모를 알려줄 마르께 와인, 움직임에 집중하자. 글ㆍ사진 Emanuele Pellucci 번역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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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도가 돋보이는 와이너리 라 디스테자
1999년 병입을 하기 시작한 라 디스테자(La Distesa)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마르께의 쿠

프라몬타나(Cupramontana)에 5ha를 소유한 작은 와이너리이다. 연간 생산량이 1만5천병이었

으나 올해는 2만병으로 늘 것이라고 이곳의 오너인 코라도 도또리(Corrado Dottori)는 설명한

다. 포도밭은 유기농으로 관리하고 알베렐로 시스템으로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다. 이곳은 베르

디끼오 품종을 오랜 시간 마쎄라시옹의 과정을 거치고 암포라에서 숙성시킨 오렌지 와인, 아파

시멘토와 오크통에서 숙성한 레드 와인, 그리고 트레비아노, 말바지아, 산지오베제, 몬떼뿔치아

노 품종으로도 와인을 양조한다.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이 주요 시장

이고 유럽에서도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반세기를 이어온 협동조합 떼레 코르떼지 몬카로
떼레 꼬르떼지 몬카로(Terre Cortesi Moncaro)는 약 1,000명의 포도재배업자

들과 1,600ha를 가지고 거의 반세기를 이어온 협동조합 형태의 와이너리이다. 

연간 생산량은 1,100만병으로 생산량의 60%를 수출하고 있다. 이곳은 크게 3

개의 와이너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반세기의 역사의 중심지에 위치한 몬테카로

또(Montecarotto)와 카메라노(Camerano), 그리고 아쿠아비바(Aquaviva)로 나

누어진다. 떼레 꼬르떼지 몬카로의 대표 도리아노 마르께띠(Doriano Marchetti)

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은 전부 유기농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토착품

종만을 재배하고 있다. 모든 포도밭은 위치에 따른 미세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낌없는 투자로 세계와인시장에서도 뒤지지 않는 최고 품질의 와

인을 생산하고 있다. 베르디끼오는 우리의 중요한 포도밭인 노발리(Novali)에서 

재배되고, 레드 와인은 코네로 네로네(Conero Nerone)에 위치하며, 늦수확와

인도 양조하고 있다. 와인컨설팅과 양조는 이탈리아 내에서 이미 이름이 알려

진 리까르도 코타렐라(Riccardo Cotarella)가 맡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젊은 패기의 와이너리 파토리아 산 로렌조 
파토리아 산 로렌조(Fattoria San Lorenzo)는 30ha의 포도밭에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셀러를 

가지고 있다. 주로 베르디끼오를 재배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몬떼뿔치아노, 산지오베제, 라크리

마(Lacrima)의 품종이 심어져 있다.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나탈리노 크료날레띠(Natalino 

Crognaletti)는 유기농법으로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1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베르디끼오 

품종의 포도나무도 몇 그루 있다. 8만병의 연간 생산량은 거의 전부 수출을 하고, 주로 영국과 

미국이 주요 시장이다.

마르께의 화이트 와인
마르께를 상징하는 토착품종은 베르디끼오(Verdicchio)다. 화이트 와인을 양조하는 이 품종은 마르께 지역에서도 낮은 언덕으로 이뤄져 있는 마

을인 예시(Jesi)가 중심지이고 마텔리카(Matelica) 지역에서도 적은 양이 생산되고 있다. 베르디끼오는 후레시함을 강조한 와인과 숙성을 통하여 

구조감을 돋보이게 하는 두 가지 타입의 와인으로 양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르께의 남부 지역에서의 재배가 활발해지고 있는 중이다. 베르디끼

오 이외에도 토착 화이트 품종으로는 파쎄리나(Passerina), 페꼬리노(Pecorino)가 재배된다. 이 품종들 역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마르께의 

오피다(Offida) 지역이 주 재배지다. 이곳은 최근 DOCG로 승격한 곳으로 흥미로운 와인 생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르께 지역의 주요 화이트 와인 생산자들

마르께의 대표 와이너리 우마니 론끼
우마니 론끼(Umani Ronchi)는 마르께 지역의 가장 큰 와이너리로 200ha에서 연간 

350만 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출은 전체 생산량의 75%로 80개국에 소개되고 

있다. 포도밭의 관리는 유기농으로 하고 있으며 베르디끼오 포도나무의 수령은 주로 

오래된 것들이다. 베르디끼오 품종으로는 플레니오(Plenio) 와인을 양조하고 레드 와

인으로 쿠마로(Cumaro), 펠라고(Pelago)도 유명하다. 이곳의 오너인 미케엘레 베르네

띠(Michele Bernetti)와 그의 아버지 마시모(Massimo)는 “우리의 와인은 현재 최고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르께 지역을 넘어서 아브루쪼에도 포도밭을 사들여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와이너리를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말한다.

암포라 병으로 유명한 파찌 바딸리아
베르디끼오 카스텔리 디 예시를 세상에 알리는데 기여한 와이너리는 당연히 암포라의 

모양을 바탕으로 특별한 병을 만들어 세계 와인시장에 내놓은 파찌 바딸리아(Fazi 

Battaglia)를 들 수 있다. 이곳은 1949년에 만들어진 곳으로 스파라코 쟌노띠(Sparaco 

Giannotti) 가문이 주인이다. 현재 약 20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150만

병의 와인을 생산하여 4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와이너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끼

아라 쟌노띠(Chiara Giannotti)는 “우리의 베르디끼오는 티툴루스(Titulus), 티툴루스 

2.0이 있고 베르디끼오를 귀부와인으로 만든 산 시스토(San Sisto)가 있다. 그리고 베

르디끼오 품종으로 스뿌만떼와 늦수확 와인도 양조한다. 그 외에 지역 토착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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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께 와인 품계

DOCG

Conero, Castelli di Jesi Verdicchio Riserva, Offida, Verdicchio di Matelica 

Riserva, Vernaccia di Serrapetrona

DOC

Bianchello del Metauro, Colli Maceratesi, Colli Pesaresi, Esino, Falerio, I Terreni di 

Sanseverino, Lacrima di Morro d’Alba, Pergola, Rosso Conero, Rosso Piceno, 

San Ginesio, Serrapetrona, Terre di Offida, Verdicchio dei Castelli di Jesi, 

Verdicchio di Matelica 

마르께 스뿌만떼 생산의 주역 쿠아쿠아리니 와이너리
쿠아쿠아리니(Quaquarini) 와이너리는 알베르또(Alberto)와 마우로(Mauro)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1958년 창업하여 세라페트로나 지역에서 베르나차 네라 품

종을 가지고 스뿌만떼만을 만드는 곳이다. 이곳은 25ha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생

산량은 11만병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스뿌만떼는 매우 특별하다. 품종도 그렇지만 양

조의 방법도 한 몫 한다. 양조의 방법은 샤르마 방식인데 기본 베이스의 와인을 만들

기 위해 늦수확을 하고 어떤 해에는 보트리스 시네이라의 상태에서 와인이 양조되

기도 해 당도가 강한 스뿌만떼가 만들어진다. 주로 이탈리아 내에서 찾아볼 수 있지

만 아시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얼마 전부터는 드라이한 스뿌만떼의 

생산을 시작했다.

투자로 인해 성장하는 도모디몬띠와 일 폴렌자 와이너리
프란체스코(Francesco)와 마리사 벨리니(Marisa Bellini)가 운영하는 도모디몬띠

(Domodimonti) 와이너리는 캐나다의 제약회사의 투자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아스콜리 피체노의 몬테피오레 델 아조(Montefiore dell’Aso)에 45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고 작지만 아름다운 호텔도 운영한다. 연간 17만5천병의 생산

량을 보였으나 내년에는 50만 병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일 폴렌자(Il Pollenza) 와이너리는 1990년대 중반 톨렌티노(Tolentino)에 문을 열었다. 

알도 브라께띠 페레띠(Aldo Brachetti Peretti)는 석유업에 종사해서 번 돈을 와이너리

에 투자했다. 약 60ha를 소유하고 있으며, 슈퍼투스칸의 아버지 자코모 타키스

(Giacomo Tachis)의 컨설팅으로도 이름이 알려졌다. 그의 조언대로 이곳은 보르도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 프랑, 메를로, 쁘띠 베르도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메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산지오베제, 삐노 누아, 소비뇽, 트레비아노

도 재배된다. 연간 생산량은 25만 병이고 90%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과 

중앙 유럽이 주요 시장이다.

엠마누엘레 뺄루찌
(Emanuele Pellucci)

와인 컬럼니스트, <브루넬로  디 몬딸치노

(Brunello di Montalcino)> 등 수많은 저서 

편찬. 1980년 이후로 이탈리아 정통 와인잡지 

<치빌따 델 베레(Civiltá del Bere)에 기고.

마르께의 주요 레드 와인 생산자들

라크리마의 제대로 된 표현 루께띠 와이너리
모로 달바에 12세기부터 라크리마 품종을 재배해 온 루께띠(Lucchetti) 가문은 현재 

3대째인 마리오 루께띠(Mario Lucchetti)와 그의 아들 파올로(Paolo)가 운영하고 있

다. 25ha에서 라크리마 품종이 주로 재배되고 베르디끼오도 있다. 연간 생산량은 15

만 병이다. 이곳은 세 가지 스타일의 라크리마 와인을 선보이고 있는데 모로 달바의 

기본적인 라크리마, 50년 된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라크리마로 만든 구아르덴고

(Guardengo), 아마로네 와인처럼 아파시멘토 시스템으로 양조한 마리아솔레

(Mariasole)가 있다. 두 종류의 화이트 와인도 생산하는데 베르디끼오 카스텔리 디 예

시 끌라시꼬로 하나는 파올로의 둘째 딸인 비또리아(Vittoria)의 이름을 붙인 베르디

끼오 카스텔리 디 예시 비또리아가 있다. 색이 짙고 향기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피체노의 우먼파워 벨레노지 와이너리
벨레노지(Velenosi) 와이너리는 로쏘 피체노(Rosso Piceno)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다. 

매우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인 안젤라 피오띠 벨레노지(Angela Piotti Velenosi)가 

오너를 맡고 있는 이곳은 30년 전 5ha로 시작해 현재는 150곳에 와인을 공급하는 와

이너리로 성장했다. 로쏘 코네로, 팔레리오, 로쏘 피체노 슈페리오레의 이름으로 레드 

와인이 출시되고 화이트 와인은 베르디끼오, 페꼬리노, 파쎄리나로 양조한다. 연간 생

산량은 270만 병이며 4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마르께의 레드 와인
마르께 지역은 베르디끼오 품종으로 인해 화이트 와인이 유명해진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레드 와인의 생산도 최상을 달리고 있다. 마르께 지역에서도 남

부 쪽에 속하는 아스콜리 피체노(Ascoli Piceno)의 팔레리오(Falerio)는 로마 

시대부터 와인을 생산했던 역사 깊은 곳이다. 몇 년 전 DOC로 승격했다. 이

곳은 아브루쪼의 몬떼뿔치아노 품종을 가져다 심기 시작해서 마르께의 아스

콜리 피체노에 맞는 새로운 몬떼뿔치아노의 성격을 보인다. 이외에도 앙코나

(Ancona)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에 위치한 코네로(Conero)도 레드 와인 생산

의 주요 지역이다. 다른 레드 토착 품종으로는 라크리마(Lacrima)가 있다. 모

로 달바(Morro d’Alba)에서 주로 재배되기 때문에 라크리마 모로 달바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품종은 꽃향기와 과일 향기가 강하고 산도가 좋아 마시기 

편한 데일리 와인으로 양조된다. 베르나차 네라(Vernaccia Nera)도 재배되는

데,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스위트한 레드 스뿌만떼를 양조한 품종으로 기

억되고 있다. DOCG 지역으로 마르께의 중남부에 위치한 세라페트로나

(Serrapetrona)에 베르나차 디 세라페트로나라는 이름으로 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