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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西)그리스  
주요 포도 품종과의 만남

아카이아 PDO와 일리아 PGI 산지의 토착 품종을 소개한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쪽에 있는 두 지역에서 나는 희귀한 특산품이자 주요 재배종에 대한 안내서가 될 예정이다.

글 그리고리스 미카일로스(Grigoris Michailos) Dip WSET 번역 박초롱 사진 및 자료제공 Region of Western Greece

GLOBAL WINES

아카이아의 빈야드

서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주에 위치한 아카이아와 일리아는 모든 것

이 갖춰진 지역이다. 산 정상에는 아름다운 포도밭이 산재하고 해안 가

까이에는 온갖 식물이 자라난다. 그뿐만 아니라 수정처럼 맑은 물과 모

래사장, 푸른 전원 지대, 고고학 유적지, 스키장, 전통 마을, 오래된 수

도원과 로컬 맛집들도 있다. 두 지역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 재

배 산지로, 다양하고 독특한 포도 품종이 돋보인다. 대부분의 포도가 

토착 품종인데 그중 일부는 오로지 이 지역에서만 재배된다. 이들이 가진 

다양한 품종은 두 지역의 복합적인 떼루아와 오랜 역사에서 기인한다.

아카이아의 포도 품종
아카이아는 다양한 포도 품종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분홍빛 껍질의 로디티스가 포도밭의 ‘제왕’으로 손꼽힌다. 

로디티스는 특히나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아카이아와 일리아에서 가

장 많이 재배하는 포도이자 그리스 전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심어진 

품종이다. 높은 고도, 적은 수확량을 보이는 척박한 토양에서 자란 로

디티스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산악에서 자란 로디티스

로 빚은 화이트 와인은 풍부한 미네랄과 폭발적인 레몬 향이 특징적이

다. 최소 약 5년 정도 숙성을 거치면 신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토스

티한 느낌, 꿀 향 등의 복합미를 느낄 수 있다.

이보다 단순한 표현으로 이뤄진 로디티스 화이트 역시 입문자용이나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와인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그리스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 보통 평지나 조금 더 비옥한 땅에

서 자란 로디티스로 빚은 와인들이다. 와인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지면

서 생산자들은 더 유니크한 스타일의 와인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킨 컨택 와인 트렌드에 발맞춰, 같은 방식으로 

양조한 ‘오렌지 로디티스’ 역시 시장에 선을 보였다. 이외에도 여러 실험

적인 방법을 택하는 생산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들은 새로운 발효

탱크로 암포라나 콘크리트 에그를 활용하거나 유기농, 바이오 다이나

믹 공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포도 재배에 힘을 쏟고 있다.

아카이아의 또 다른 보석들
아카이아의 토양과 떼루아에 따른 포도 품종은 너무나 다양해서 전부

를 다 읊고자 하면 두통이 일 정도다. 주요 품종으로 분홍빛 로디티스를 

이야기했지만, 이외에도 매우 많은 종류의 포도가 잘 자라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나는 상품과 스타일의 다양성은 모든 사람의 입

맛에 맞는 포도 품종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재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토착 품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아카이아에 잘 자리 잡은 국제 품종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까베르네 소비뇽과 더불어 메를로 역

시 매우 잘 자란다. 시라는 물론, 드물지만 그리스 표준의 피노 누아를 

재배하는 곳도 있다. 소비뇽 블랑은 아이기알리아 비탈의 시원한 기후

와 잘 맞는다. 신선한 샤르도네 와인이 나기도 하며 그리스 표준을 따

르는 리슬링이나 샤르도네를 드물게 생산하기도 한다.

아카이아와 일리아의 로디티스 품종

아카이아의 빈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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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제로 돌아와 주목할만한 아카이아 토착 품종들을 다음과 같

이 소개한다. 

먼저, 화이트 머스캇(혹은 모스카토 아스프로, Moschato Aspro)이 

있다. 뮈스까 과의 우수 복제종으로, 아카이아에서 로디티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다. 화이트 머스캇으로 빚은 화이트 와인

은 그리스 내에서 생산 되는 와인 중 최고로 여겨지며 달콤하고 매혹

적인 맛을 자랑한다. 화이트 머스캇은 햇빛에 말리거나 발효되는 과정

에서 단맛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강한 개성을 가진 드라이 화이

트 와인을 드물게 생산하기도 한다. 강한 포도와 꽃 향의 아로마, 신선

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와인이다. 머스캇 오브 파트라, 머스캇 오브 리

오 파트라, 파트라와 같은 PDO 산지에서 주로 재배되며 그중 PGI 아

카이아에서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을 생산한다.

마브로다프네는 아카이아뿐만 아니라 일리아에서도 가장 중요한 블랙 

토착 품종이다. PDO 마브로다프네 오브 파트라에서 이 품종을 활용

해 스위트한 포티파이드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붉

은 마브로다프네는 현재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으며 드라이한 레드 와

인을 양조하는 데에 점점 더 많이 쓰이는 추세다. 프룬과 블랙 커런트, 

안젤리카 꽃의 진한 향, 촘촘한 구성과 끝에 살짝 씁쓸한 마무리감을 

보여주는 맛이 일품이다. 스위트한 와인과 비교해 덜 알려진 드라이한 

마브로다프네 와인은 흔히 그리스 와인 업계의 차세대 주력 상품으로 

여겨진다. 드라이한 마브로다프네는 PGI 아카이아, PGI 슬로프스 오

브 아이기알리아와 PGI 일리아 그리고 PGI 레트리노이에서 생산된다.

분홍빛 껍질의 시데리티스는 그리스 빈야드의 가장 귀한 보석 중 하나

다. 주로 섬세한 화이트나 로제 와인을 빚는다. 아카이아의 지역 특산 

품종으로 이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슬로프스 오브 아이기알리아

와 아카이아 PGI 산지에서 매우 드물게 재배하며 오직 이 지역 소수의 

와이너리만이 시데리티스를 와인을 양조한다.

블랙 칼라브리타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되살려낸 포도 품종

이다. 다른 이름으로 마브로 칼라브리티노(Mavro Kalavritino)라 불리

기도 한다. 아주 소량만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블랙 칼라브리타로 빚

은 와인은 신선하고 섬세한 탄닌감에 우아하고 스파이시한 뉘앙스를 보

인다. PGI 슬로프스 오브 아이기알리아와 PGI 아카이아에서 자란다. 

화이트 토착 품종으로 아씨르티코, 말라구지아, 아스프루데스

(Asproudes), 라고르띠를 비롯한 소수 품종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다

양한 아카이아의 화이트 토착 품종은 전반적으로 우아하고 신선한 특징

을 보인다. 블랙 토착 품종에는 품질 좋은 건포도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는 블랙 코린트와 아유르기티코, 마브루디, 베르트자미 등이 있다.

포도로 채운 일리아의 화폭
일리아 지역은 고대 올림픽 경기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 지

역에서 발견된 여러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이곳이 역사적인 포도 재배 

지역이었음을 검증받기도 했다. 해발 400m 고지에 있는 몇몇 포도밭 

외에는 대부분의 산지가 평지에 자리 잡고 있어 아카이아의 포도 산지

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아카이아와 동일한 규모는 아니지만, 일리

아 역시 로디티스를 가장 많이 재배한다. 훌륭한 아로마를 가진 화이

트 품종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마브로다프네, 아씨르티코, 아스프루데스, 로볼라(Robola), 

말라구지아, 베르트자미, 만딜라리아(Mandilarua), 아유르기티코, 마

브루디와 같은 품종도 있다. 일리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이오니아 해

안의 다른 지역에서 자라는 포도 품종의 용광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브구쉬티아티스(Avgoustiatis)는 블랙 포도 품종으로 일리아의 서

쪽 해안가에서 자란다. 부드럽고 우아한 아브구쉬티아티스 와인에서는 

숙성된 붉은 과일류, 후추 향과 함께 클래식한 구조감을 느낄 수 있다. 

버라이어탈 와인으로 양조 되거나 다른 품종과 함께 블렌드 되기도 한

다. 일리아 지역 레드 와인 생산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이다. 일

리아 지역의 특산품으로 여겨지지만, 근처 이오니아 제도의 서쪽 자킨

토스(Zakynthos) 등지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티낙토로고스(Tinaktorogos)는 아스프루데스 포도의 일종이다. 와

인 레이블에서 이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만큼 그리스에서 가장 희

귀한 포도 중 하나다. 고대 올림피아 지역에서 나는 토착 품종으로 고

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언급한 적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자

랑한다. 희귀성 외에 이 품종이 가진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개화 시기

에 너무 많은 꽃을 피워낸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송이 솎기(Green 

Harvest) 작업이 필요해지고 적은 수확량을 보이게 된다. 훌륭한 산미

와 섬세한 아로마 역시 특징적이다.

국제 품종 중 하나로 레포스코(Refosco)가 있다. 19세기 후반 이탈리

아 북동부에서 들여온 이후 일리아의 ‘로컬’ 포도 품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역 생산자들에게 메르쿠레이코(Mercoureiko)라는 별명을 얻

기도 했다. 또 다른 국제 품종으로 메를로, 시라, 샤르도네, 비오니에와 

희귀 품종인 알바리노(Albarino)를 재배한다. 

포도 품종 발음하기

품종 영어 발음 한국어 발음

Roditis Roh-deé-tees 로디티스

Mavrodaphni Mav-roh-dáf-nee 마브로다프네

Sideritis See-deh-reé-tees 시데리티스

Black of Kalavrita Kaah-lav-reé-tah 블랙 칼라브리타

Assyrtiko Ah-seér-tee-koh 아씨르티코

Malagousia Mah-lah-gou-zyá 말라구지아

Lagorthi Laah-goór-thee 라고르띠

Agiorgitiko Ah-your-geé-tee-koh 아유르기티코

Mavroudi Maav-rúh-dee 마브루디

Avgoustiatis Aav-gush-tyá-tees 아브구쉬티아티스

PDO Patra 파트라 | PDO Muscat of Patra 머스캇 오브 파트라 |  

PDO Muscat of Rio Patra 머스캇 오브 리오파트라 | PGI Achaia 아카이아  

PDO Mavrodaphni of Patra 마브로다프네 오브 파트라 | PGI Ilia 일리아 |  

PGI Slopes of Aigialia 슬로프스 오브 아이기알리아 | PGI Letrini 레트리노이

마브로다프네

시데리티스 블랙 칼라브리타

포도밭이 있는 일리아의 풍경
아브구쉬티아티스

‘제3국(한국과 일본)에서의 서그리스 지역 PDO/PGI 와인 홍보’ 캠페인은 서그리

스 지역과 아카이아와 일리아의 상공회의소에서 <Reg (EU) 1308/2013>의 규정

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위해 유럽연합과 그리스가 공동 출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