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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베라의 진수를 느끼자! 브라이다 시음회
삐에몬떼의 자랑인 바르베라 와인을 들고 브라이다의 오너인 노버트 라인스키(Norbert 

Reinisch)가 2013년 3월 3일에서 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그들의 와인을 알리는 시음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1년 무학주류상사가 런칭한 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치

러지는 브라이다의 시음회에는 삐에몬떼의 바르베라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와인 시음 

이외에도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색다른 와인 디너의 경험을 가져다 

준다. 와인과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디너는 파머스 키친에서 진행된다. 아늑하

고도 이국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브라이다의 바르베라의 개성을 더 돋보이게 해

줄 이곳의 음식들은 브라이다의 시음회를 최상으로 만들어 주기에 충분하다. 6종의 브라

이다의 와인들은 블로거들 사이에서 ‘신사동의 맛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파머스 키친의 

요리들과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 낸다. 이번 행사에서는 2월 예약자에 한해 정상가격인 

150,000원에서 할인된 가격인 79,000원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참가자

에게는 시음한 와인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시음회의 마

지막에는 추첨을 통해 브라이다의 오너인 노버트 라인스키의 사인이 새겨진 와인을 증정

한다.  예약 및 문의 파머스 키친 070-7576-2111/02-516-2113 

❶라 모넬라 바르베라 델 몽페라또 프리잔떼 
La Monella Barbera del Monferrato Frizzante DOC
바르베라 100%로 양조되지만 약 발포성 와인으로 살아있는 버블이 특징이다. 생동

감 있고 신선한 맛으로 균형 있는 바디감과 부드러운 텍스처로 활기찬 에너지를 느

낄 수 있다. 바르베라 품종의 산도와 버블로 인하여 이탈리아 프로슈토인 산다니엘

레와의 환상의 궁합을 선보인다. 

❷ 일 바치알레 몽페라또 로쏘 Il Baciale Monferrato Rosso DOC
삐에몬떼 방언으로 ‘중매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바르베라 베이스에 삐노 누아, 

메를로, 까베르네 소비뇽의 블렌딩으로 매우 섬세하고 스파이시한 향이 돋보인다. 

파마산 치즈 무스를 곁들인 가지 라자냐와 매칭되어 라자냐의 기름진 느낌을 말끔

하게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❸몬테부르나 바르베라 다스티 Montebruna Barbera d’Asti DOCG
바르베라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와인으로 아로마와 부케가 감미롭고 부드러우면서 

굵직한 텍스쳐를 자랑한다. 숙성된 체리와 베리 향이 깊고 밸런스가 뛰어나며 긴 여

운을 지닌 풀 바디 와인이다. 계란과 트러플 크림을 곁들인 소고기 까르파쵸의 입안

에 남는 맛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을 지녔다. 

❹ 브리꼬 델 우첼로네 바르베라 다스티 
Bricco dell’Uccellone Barbera d’Asti DOCG
짙은 루비색을 뽐내는 우첼로네는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가졌다. 붉은 베리류, 바

닐라, 감초 향이 느껴지며 숙성된 치즈와의 매칭도 훌륭히 해낼 정도의 뒷심을 가

진 와인이다. 삐에몬떼의 전통 요리인 국물이 있는 아뇰료띠에 깊은 맛을 더해준다.

❺아이 수마 바르베라 다스티 Ai suma Barbera d’Asti DOCG
바르베라에 일생을 바쳤던 자꼬모가 1989년 수확환 포도를 맛보고 감격해서 외친 

말 “Ai Suma(우리가 해냈다)”가 와인 이름이 되었다. 초콜릿, 바닐라 여러 가지 베리

류의 향이 느껴지며 묵직한 구조감과 섬세함의 조화가 매혹적이다. 바르베라 소스

를 곁들인 안심요리의 맛을 한층 높여주는 위대한 바르베라이다.

❻지 모스까또 다스티 G Moscato d’Asti DOCG
특유의 우아한 달콤함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 모스까또. 부드럽고 신

선한 기포와 함께 입 안 가득히 느껴지는 사과 향이 상쾌한 기운을 몰고 온다. 상큼

한 딸기 세미프레도와 어울러 디너의 마무리를 화사하게 장식한다. 

바르베라의 연금술사

 브라이다 와인 시음회 
산도가 높고 탄닌이 적은 바르베라는 와인으로 양조 시 제약이 많은 까다로운 

품종 중의 하나이다. 당연히 누구의 손을 거치냐에 따라 와인의 맛은 천차만별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바르베라를 우아한 와인의 카테고리에 당당히 올려놓은 브라이다 

와인 시음회가 열린다. 바르베라의 매력을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글 이정은 사진 및 자료제공 무학주류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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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빛내줄 시음 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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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바르베라를 생산하는 브라이다의 멤버들

신사동 맛집으로 알려진 파머스 키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