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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베라의 명장, 브라이다 
브라이다의 주옥과 같은 와인을 테이스팅할 수 있는 시음회가 지난 3월 6일 신

사동 <파머스 키친>에서 열렸다. 작년에는 현 오너인 라파엘라가 방한해 같은 

장소에서 브라이다 와인을 테이스팅했지만, 올해는 라파엘라의 남편이자 브라

이다의 수출이사인 노버트 라이니쉬(Norbert Reinisch)가 참석해 다시 한 번 브

라이다 와인이 지닌 우수성을 와인 애호가들에게 전해주었다. 본래 오스트리아

인이었던 노버트의 직업은 의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Vinitaly>에서 브라이다의 

86년산 브리꼬 델 우첼로네를 시음한 후 감동을 받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라

파엘라와 결혼까지 하게 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노버트의 이번 방한은 

오로지 한국의 와인 시장을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 그는 한국 문화나 음식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식과 브라이다 와인의 매칭에 대해서 묻자      

“담백한 한식은 물론 스파이시한 푸드에도 브라이다 와인은 훌륭하게 매칭된

다. 특히 바르베라가 가진 기분 좋은 산도와 적절한 탄닌은 매운 맛에 녹아들어 

맵게 달궈진 입안을 정돈해 주는 능력이 있다”며 특히 브리꼬 델 우첼로네나 일 

바치알레를 스파이시한 한식과 곁들여 보길 권했다. 

1961년 삐에몬떼의 로케따 타나로 지역에 설립되어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

하고 명실공히 바르베라를 대표하는 와이너리인 브라이다는 ‘이탈리아의 10대 

와이너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동시에, <Vinitaly>가 선정한 ‘최근 30여 년간 와

인 산업에 가장 영향을 끼친 12개 와이너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탈리아 최고

의 와이너리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된다. 브라이다가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 요인

은 단순하다. 노버트는 “재배하기 까다로운 품종이었던 바르베라를 향한 브라

이다의 우직한 열정, 그리고 ‘와인은 셀러가 아닌 포도밭에서 만들어진다’는 철

학을 가지고 오로지 건강하고 좋은 포도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금의 브라

이다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실공히 최고의 바르베라! 

 브라이다 
와인 테이스팅 
바르베라의 대명사격인 브라이다 와인 6종을 한 

자리에서 테이스팅할 수 있는 시음회가 개최됐다. 

바르베라 품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보여준 이번 시음회는 브라이다가 왜 바르베라의 

명장으로 꼽히는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글 배두환 사진 양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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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다 수출이사 노버트 라이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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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바르베라의 모습을 확인하다 
노버트와 함께 한 이번 시음회에는 브라이다가 자랑하는 총 6종의 와인들이 시

음대에 올랐다. 1종의 모스까또 와인과 5종의 레드 와인이었는데, 특히 5종의 

레드 와인 중 일 바치알레를 제외한 4종이 모두 바르베라 100%로 만들어진 와

인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일 바치알레 또한 바르베라가 베이스였기 때문에, 

결국 총 5종의 바르베라 와인을 비교해서 시음하게 된 셈이다. 처음 서빙된 와

인은 ‘발랄한 소녀’라는 뜻의 라 모넬라(La Monella)였다. 참신하고 순수한 바르

베라를 그대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밀폐된 탱크에서 숙성시켜 약간의 탄산

이 느껴지고, 새콤한 체리 향이 더해져 식전주로 마시기에 적절했다. 다음 서빙

된 와인은 ‘중매쟁이’라는 뜻의 일 바치알레(Il Baciale). 서로 다른 남녀를 이어

주는 중매쟁이처럼 바르베라가 삐노 누아,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를 만나 일 

바치알레라는 환상의 블렌딩 와인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벨벳과 

같은 감미로운 터치가 인상적인 와인이었다. 이어 시음한 몬테브루나(Monte-

bruna)와 브리꼬 델 우첼로네(Bricco dell'Uccellone)는 브라이다가 위치한 로

케따 타나로의 최고의 싱글 빈야드에서 재배된 바르베라로만 빚어진다. 몬테브

루나는 보다 산미가 두드러진 와인으로, 서빙된 피자와 기분 좋은 매칭을 보였

다. 오크에서 숙성된 브리꼬 델 우첼로네는 풍부한 부케가 일품이었는데, 입에

서는 예상외로 부드럽게 느껴지는 질감이 인상적이었다. 바르베라에 일생을 바

쳤던 설립자 쟈꼬모의 열정이 그대로 표현된 아이 수마(Ai Suma)는 시음했던 

와인 중 가장 파워풀하고 집중력 있는 질감을 보여주었다. 초콜릿, 바닐라, 다채

로운 베리 향과 묵직한 텍스처가 긴 여운을 남겼다. 마지막에 서빙된 G 모스까

또는 시음에 지쳐 있는 입 안을 상쾌하게 해주면서 마지막까지 기분 좋은 여운

을 남겼다.  수입처 무학주류상사 문의 070-7576-2247 

업계 관계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던 시음회 바르베라가 지닌 다채로운 특성에 대해 알려주었던 브라이다의 와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