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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 Steven Spu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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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서늘한 기후 와인 생산지

와인 컨트리 온타리오(Wine Country Ontario)는 북위 41°와 

44° 사이의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버건디 등 기후가 서늘한 유럽의 많은 

와인 생산지와 동일한 위도입니다. 재배 기간 동안 일일 

기온의 변동은 신맛, 알코올 및 과일향 간에 우수한 균형을 

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을 형성합니다. 서늘한 기후에서 

생산된 와인은 온화한 지역의 것보다 향이 더 깊고, 바디감이 

가벼우며 신맛이 바디감이상쾌한 느낌을 주고 음식과 조화를 

이루며 우수한 보관 가능 기간을 지닙니다. r

워싱턴 및 오리건

북위 50°

북위 35°

캐나다, 노바스코샤

캐나다, 퀘벡

캐나다, 온타리오

캐나다, 브리티시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

프랑스, 버건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온타리오 와인은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 Matt Kramer



온타리오의 남부 지역에 펼쳐져 있는 포도 농장들은 오대호 중에서 온타리오 호, 

이리 호 및 휴런 호 이렇게 세 개 호수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들이 

추운 겨울 기후를 조절해주고 온타리오의 더운 여름 동안에 포도 농장들을 시원하게 

해 줍니다. 오대호 유역의 토양은 모래에서 진흙, 암석까지 다양한데 기나긴 빙하 

활동기 동안 해저면이 노출되어 석회석의 농도가 높습니다. 석회석은 버건디 및 그 

밖의 프랑스 북부 지역에 공통된 기초 토양 유형과 동일한 것입니다. 포도 농장의 

일부는 이전에 해저 지역이었던 평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는 고대 해안선을 

형성하였던 언덕 지형에 위치합니다. 이 지형은 배수에 좋으며 (과도한 수분은 

맛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포도에 영양분과 미네랄리티를 공급합니다. r

나이아가라

에페르네 (샴페인)

보르도

뉴질랜드

콜마 (알사스)

본느 (버건디)

몽플리에 (랑그독)

개화   수확

생육일수
섭씨 온도 측정 기준

재배 기간 (4월 1일 – 10월 31일) 

동안 10°C (50°F)가 넘는 월평균 . 

기온의 합계로 정의됨.

독일, 가이젠하임 1050

프랑스, 에페르네 (샴페인) 1050

뉴질랜드, 혹스 베이  1200

브리티시 컬럼비아, 오카나간 북부  1200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1250

오리건, 로즈버그  1250

프랑스, 본느 (버건디)  1315

워싱턴, 야키마  1426

캘리포니아, 나파  1450

브리티시 컬럼비아, 오카나간 남부 1450

온타리오, 나이아가라 반도 1500

온타리오, 이리호 북쪽 해안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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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주기
개화기 (6월 10 – 18)에서 수확기(10월 – 11월)는 100일에서 112일로 전 세계의 다른 와인 생산지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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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시스템 프로파일 북미 중부 지역의 5대 호수 중 세 곳으로 꼽히는 휴런호, 

이리호 및 온타리오호는 온타리오의 와인 지역을 형성했으며 

이 지역의 극단적인 대륙 기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들은 겨울철에도 얼지 않아 따뜻한 

물이 급속한 추위로 인한 포도밭 파괴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 여름철에는 차가운 물이 열기를 떨어뜨려, 대개 30̊C 

정도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r

세인트메리스강

미시간호

거리(마일/킬로미터)

슈피리어호

406 m
1,333 ft

224 m
802 ft

281 m
923 ft

229 m
750 ft

64 m
210 ft

176.0 m
577.5 ft

183.2 m
601.1 ft 174.4 m

572.3 ft
173.5 m
569.2 ft

74.2 m
243.3 ft

휴런호

세인트클레어호

이리호

온타리오호
세인트로렌스강

대서양

나이아가라강

세인트클레어강 디트로이트강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급경사면

세인트로렌스호

세인트프랜시스호

세인트루이스호

몬트리올 항구

세인트로렌스만

해수면

379 mi 
607 km

223 mi 
359 km

236 mi 
380 km

60 mi
96.5 km

89 mi
143 km

35 mi
56 km

28 mi
45 km

150 mi
241 km

77 mi
124 km

52 mi
84 km

33 mi
53 km

350 mi
563 km

500 mi
804 km

서쪽(W) 동쪽(E)

미국 육군 공병대, 디트로이트 지구

저희는 온타리오의 특별한 포도 산지를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위도, 호수, 석회석을 결합한 저희 방식은 

와인 업계를 통틀어 고유한 것입니다.”
– David Lawr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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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시카고호
해발 640’

모미호
해발 780’

14,000년 전

알콘킨호
해발 605’

초기 이리호
해발 540’

초기 온타리오호

얼음

9,000년 전

초기 온타리오호

초기 이리호
해발 540’

치페와호
해발 230’

스탠리호
해발 200’

초기 온타리오호

얼음

7,000년 전

초기 온타리오호

니피싱 스테이지
해발 605’

일리노이스강

오타와강

세인트로렌스강

4,000년 전

석회석
빙하와 흙
오랜 세월 동안 온타리오는 여러 번의 

빙하기를 거치며 퇴적암 층과 고대 암초 

구조를 형성했으며 침식 과정을 거쳐 

나이아가라 급경사면이 만들어졌고 

휴런호와 온타리오 사이 남부 온타리오를 

따라 돌기를 형성했습니다.  온타리오호 

남부 해안을 따라 나이아가라 반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 토양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호수 해안선과 급경사면의 

산마루 사이의 띠를 메운 석회석 기반암 

위에 모래, 자갈 및 점토가 단계적인 층을 

이루고 있으며 포켓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포도 농장과 과수원을 

떠받들고 있는 이 띠는 동서로 약 50 km 

정도 뻗어 있으며 폭도 다양합니다. 같은 

빙하 시대가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에 

영향을 미쳤지만 온타리오호에 노출된 

석회석 암반에는 곳에 따라 1미터 미만 

깊이에 화석이 있는 가상 섬을 남겨 놓았고 

이리호 해안에는 모래와 점토가 뒤섞인 

아래 깊은 곳에 석회석이 묻혀 있습니다. 

미
국

 육
군

 공
병

대
, 
디

트
로

이
트

 지
구

슈피리어호

미시간호

휴런호

온타리오호

이리호

오대호
현재

미국 육군 공병대, 디트로이트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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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와인
장소 안내

우수한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 및 성장 조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온타리오의 문화적 배경 덕분에 이곳 현지의 와인은 중요한 

위치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아펠라시옹을 지닌 와인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인 

아펠라시옹은 와인 성장 지역 또는 자연 환경과 연결되고 

기후, 지형, 지질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을 융합한 것입니다. 

자연 환경은 포도 나무 품종과 그 재배 방식을 결정하므로 결국 

와인의 생산 방식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이너리들이 이러한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공을 들임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와 자연과의 교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듯 

온타리오의 고품질 와인들은 각자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와인 컨트리 온타리오의 원산지 와인입니다. r

“온타리오 와인이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포도주의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온타리오 지역에는 

“바로 이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즉 와인이 제조되는 

장소와 연관된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Allen Meadows



7

VQA 온타리오 | 100% 온타리오 재배

와인 품질 보증 제도(Vintners Quality Alliance, VQA)는 유

럽 유수의 와인 생산지에서 60년 넘게 존재해 온 제도를 귀감

으로 삼은 아펠라시옹 또는 원산지 와인 규제 시스템입니다.

	r	온타리오 VQA 와인은 해당 와인에 사용된 포도가 100% 온타리오 산이

  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r	VQA는 온타리오에서 나이아가라 반도, 이리호 북부 해안,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등 세 곳의 와인 산지를 지정했습니다. 

       다른 10가지 아펠라시옹은 2005년 나이아가라 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r	아펠라시옹은 해당 토양, 자연, 생태계 및 그 지역에 살면서 와인 에 지역적 

  특색을 가미하고자 노력하는 와인 양조자와 재배업체들과 같은 와인 고유

  의 지역색을 연상시켜줍니다.



나이아가라 빈티지 차트

2002    매우 건조; 워머 빈티지.

2003    적당한 강우; 적당한 온도; 추운 겨울로 수확량 감소.

2004    많은 양의 강우; 쿨러 빈티지; 수확에 유리한 가을. 

2005    건조하며 적당한 강우; 워머 빈티지; 매서운 추위로 수확량 감소.

2006    많은 양의 강우; 적당한 온도.

2007    매우 건조; 워머 빈티지.

2008    적당 ~ 많은 강우; 적당 ~ 추운 온도.

2009    적당 ~ 많은 강우; 쿨러 빈티지.

2010     이상적인 강우; 긴 성장 시즌; 워머 빈티지.

2011      적당 ~ 많은 강우; 적당 ~ 따뜻한 온도.

2012     건조; 워머 빈티지.

2013     많은 양의 강우; 쿨러 빈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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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늘한 기후
다양한 품종 생산에 적합

온타리오의 독특한 자연 환경은 서늘한 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는 우수 품종들에 특히 적합하여 뛰어난 과일향과 균형 

잡힌 신맛을 와인에 부여합니다. 재배되는 포도 품종의 다수는 

비티스 비니훼라 (vitis vinifera, 유럽 및 전 세계의 전통적인 

와인 생산 품종) 품종의 포도들입니다. 그리고 비티스 비니훼라 

품종과 내한성이 더 강한 북미 포도 품종을 교배하여 개발한 

여덟 가지 “교배종”이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아이스와인의 

전 세계적 선두 지역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샤르도네

(Chardonnay), 리슬링(Riesling), 카베르네 프랑(Cabernet 

Franc) 및 피노 누아르(Pinot Noir)와 같은 친숙한 포도 

품종으로 만든 고품질 테이블 와인 및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r

“온타리오 독자적으로 샤르도네 스타일의 많은 품종을 

생산해낼 수 있고 이중 몇몇은 세계 최고의 품질과 견줄 수 

있습니다. 이 품종은 캐나다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Jancis Rob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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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리 화이트 버라이어틀
샤르도네 | 온타리오에서 가장 널리 생산되는 품종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됩
니다. 온타리오 샤르도네는 서늘한 기후의 사과, 배, 복숭아 “나무 과일”의 아
로마와 진하고 풍부한 맛을 천연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오크 나무통에서 발효 
및 숙성되면 우드 스파이스, 훈연, 바닐라 또는 버터 스카치의 느낌이 더해집니다. 
온타리오의 본연의 신맛(산도)은 다른 신대륙 지역보다 더 견고하고 진하며 숙성 
가치가 좋은 샤르도네를 생산합니다. 몇몇 품종은 10년 넘게 장기간 숙성됩니다.

리슬링 | 온타리오에서 처음 재배된 비니훼라 품종의 하나인 리슬링은 고전적인 
독일의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상쾌한 시트러스, 복숭아 또는 꽃 아
로마와 함께 가벼운 “페트롤” 향과 짜릿한 신맛을 보입니다. 아이스와인을 포
함하여 드라이, 오프 드라이, 스위트 스타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리슬
링은 종종 아주 오랫동안 숙성됩니다.

다른 중요 품종 | 쇼비뇽 블랑, 비달 블랑, 피노 그리, 게뷔르츠트라미너.

프라이머리 레드 버라이어틀
카베르네 프랑 | 이 내한성이 강한 포도는 보르도 품종의 하나로 본국 및 이곳 온
타리오에서 모두 종종 멜로 및 카르베네 쇼비뇽과 혼합됩니다. 자체적으로 레드 
커런트,  라즈베리, 허브 및 담배 향의 특색을 보이며 오크 나무통에서 숙성되면 
훈훈한 초콜릿 향이 더해집니다. 일찍 마실 수 있는 언우디드 스타일과 좀 더 견
고한 와인 셀러 보관용 와인으로 생산되지만 온타리오는 이 품종이 또한 훌륭한 
아이스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노 누아르 | 버건디의 이 훌륭한 레드 와인용 포도는 온타리오에 자연스럽게 정
착했습니다. 고전적인 서늘한 기후 환경에서 생산된 피노 누아르는 와인에 체리, 
토양 및 산림과 오크 나무 향을 부여합니다. 색깔이 더 옅고 라이트 바디에서 미
디엄 바디로 생산되며 약간 숙성될 경우 비단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중요 품종 | 멜로, 카르베네 쇼비뇽, 바코 누아르, 가마이 누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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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무언가를 사랑으로 지켜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Trevor Falk

우리의 열정 1970년대에 포도 재배 및 와인 양조를 개척한 이래 오늘날 

업계의 기대주로 떠오른 온타리오 와인 산업은 온타리오의 

토양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세계 수준급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도 농장은 가족 단위로 

운영되며 많은 곳에서 여러 세대가 나란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을 목표로 하는 온타리오의 재배업체들은 첨단 포도 

재배기술과 노하우에 투자하면서 튼튼하고 전통적인 농업적 

가치를 융합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와인 양조업체들도 각자의 지역에 맞는 포도 

특성과 고유한 특색을 지닌 와인을 생산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산의 모든 단계, 즉 재배, 수확, 분쇄, 

발효 및 셀러에서의 와인 숙성에까지 몰두하여 일하며 시장에 

자신들의 와인에 대한 스토리를 말해 줍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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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인 선두주자

저희 와인 양조업체들은 이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수 많은 

기술과 관행을 접목시켜 와인 품질과 온타리오의 포도 농장 및 와인 양조업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온타리오 와인용 포도 제조업체 및 와인 생산업체는 이 

땅의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포도 농장 및 와이너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와인 업계는 환경을 위한 수 많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환경 친화적인 와인 양조: 와인 업계에 대한 환경 헌장은 온타리오 와인 

위원회가 수립한 적극적인 자체 감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포괄적인 프로그램은 

캐나다 최초의 것으로 포도 농장의 물 사용 및 폐수, 에너지 보존, 살충제 사용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 등 와인 생산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와이너리로 하여금 

일상적인 업무가 환경, 경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환경 요소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의 많은 포도 농장 및 와이너리는 

바이오다이내믹 기술 및 유기 농법을 

수행하고 LEED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을 짓고  지열 또는 태양 난방을 

이용하며 로컬 푸드 플러스(Local Food 

Plus)와 같은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r

스트라투스(Stratus) – 캐나다 그린 빌딩 
위원회의 LEED© (에너지 및 환경 친화적 
설계 리더십) 인증을 받은 캐나다의 첫 번째 
빌딩이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첫 번째 와이너리

사우스브룩(Southbrook) – 캐나다 그린 
빌딩 위원회로부터 LEED© (에너지 및 환경 
친화적 설계 리더십) 골드 등급을 받은 첫 번째 
와이너리 빌딩

양을 이용한 천연 포도 농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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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온타리오

주요 아펠라시옹

나이아가라 반도

이리호 북안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캐나다 와인의 대부분은 온타리오의 원산지 아펠라시옹을 

지니고 있으며, 이곳에는 약 17,000 에이커 면적의 와인 포도 

농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 지대는 

북위 41° 및 44° 사이의 온타리오 주 남부 지역에 위치하며 

오대호에 인접하여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가 조절됩니다.

온타리오는 지금까지 나이아가라 반도, 이리호 북안,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이렇게 세 개의 주요 포도 재배 지역 

(Viticultural Areas, VAs) 또는 아펠라시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의 포도 재배 경험 및 광범위한 

지리적 연구를 통해 나이아가라 반도 아펠라시옹 내에 10

개의 고유한 재배 지역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속 

아펠라시옹에는 온타리오 호 근처의 평원 지역과 나이아가라 

단층애의 벤치 랜드가 포함됩니다. r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나이아가라 반도

미국

온타리오 호

이리호

휴런호

이리호 북안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13

온타리오 아펠라시옹| 나이아가라 반도, 이리호 북안,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빈마운트 릿지
(Vinemount Ridge)
생육일수 1357일. 
호수에서 먼 쪽의 
단층애 정상. 남동향 
경사면, 일찍 찾아 
오는 따스한 봄,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

빔스빌 벤치(Beamsville Bench)
생육일수 1420일. 호수에 꽤 
가까움, 경사진 벤치 랜드, 
석회석이 풍부한 토양, 상쾌하고 
품격 있는 미네랄리티.

쇼트 힐즈 벤치(Short Hills Bench)
생육일수 1452일. 온화하고 
화창한 낮, 선선한 밤, 복합 
토양, 강렬한 포도 향. 호수에서 
가장 먼 경사지대 아펠라시옹.

트웬티 마일 벤치
(Twenty Mile Bench)
생육일수 1431일. 복잡한 
지형, 이중 벤치, 심토, 
사색적인 와인. 호수에서 먼 쪽.

포 마일 크리크(Four Mile Creek)
생육일수 1425일. 광활한 포도 
농장, 풍부한 전면 일광, 온화한 
집중 재배 조건. 호수에서 
다양한 거리.

나이아가라 레이크쇼어
(Niagara Lakeshore)
생육일수 1373일. 온타리오 호의 
주요 영향권, 맛 발전에 유리한 
장기간 지속되는 재배 기간.

나이아가라 강(Niagara River)
생육일수 1470일. 동향, 원만한 
경사면, 나이아가라 강에 의해 
조절되는 장기 재배 기간.

세인트 데이빗 벤
(St. David’s Bench) 
생육일수 1423일. 봄철 이른 따스함, 
원만하게 경사진 벤치, 그리고 
풍부한 강수량. 호수에서 먼 쪽.

나이아가라 급경사면 지역 아펠라시옹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 지역아펠라시옹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이리호 북부 해안 나이아가라 반도

온타리오

크리크 쇼어즈
(Creek Shores)
생육일수 1410일. 
개울과 시내들이 십자 
모양으로 얽혀 있는 
평평한 지형, 빙하 
삼각지, 풍부한 
비옥토.

링컨 레이크쇼어
(Lincoln Lakeshore)
생육일수 1400일. 
온타리오호의 주요 
영향권,  장기 재배 
기간, 간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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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연 환경,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경사면, 호숫가 

포도 농장, 와인 내 풍부한 특색

나이아가라 반도

14,600 에이커에 달하는 나이아가라 반도는 캐나다의 모든 

포도 재배지 중 가장 큰 조림지입니다.

주요 특징

온타리오 호 및 나이아가라 단층애라는 두 개의 중요한 

지형에 인접하여 북미 동부 지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미기후를 형성합니다.

간략 정보

생육일수: 1500

무상일수: 208 (-2°C)

강수량: 529 mm (4월 1일 ~ 10월 31일)

공통 품종: 리슬링, 샤르도네, 멜로, 

카베르네 프랑, 피노 누아르, 가메이 누아르

나이아가라 반도
아펠라시옹 개요

온타리오 호 남안에 위치한 나이아가라는 비바람이 치지 

않는 경사면으로 구성된 다양한 자연 환경, 호숫가 포도 

농장, 석회석 기반의 복합토를 지니고 있어 와인 특색이 

풍부합니다. 반도를 가로지르는 석회석 절벽인 나이아가라 

단층애는 온타리오 호의 온화한 공기를 붙잡아 뒷편의 포도 

농장으로 순환시켜 주어 포도의 숙성도를 높입니다. 단층애 

고도의 차이와 호수와의 거리에 따라 생육일수로 측정되는 

재배 기간 동안의 총 축열량이 다양한 10개의 독특한 부속 

아펠라시옹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샤르도네, 리슬링, 피노 누아르, 카베르네 프랑 및 가메이 

누아르 같이 전통적으로 서늘한 기후에 적합한 품종들이 

이곳에서 잘 자라서 이 지역은 현재 32 종이 넘는 왕성한 

품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반도는 온타리오 

VQA 와이너리의 약 65%가 위치한 곳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캐나다의 고급 와인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r

온타리오 호

이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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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온타리오 호

나이아가라 단층애

이로쿼이 호 평원

 홀디먼드 클레이 평원

온타리오 호
홀튼 점토

퀸스톤 이판암

호성 세사양토, 극세사양토

호성 실트질 점토

나이아가라 단층애

15

나이아가라 지역의 대기후는 추운 겨울 기온을 
조절해주고 더운 재배 기간은 서늘하게 해주는 바다와 
같이 거대한 호수인 온타리오호의 조절 효과로 사실상 
대륙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 | 레이크쇼어 영향 지대
B | 단층애 및 호수 사이의 평원
C | 단층애의 기저, 세인트 카타린 동쪽의 가파른 경사면 
D | 가파른 북향 단층애 경사면
E | 단층애 위 경사면
F | 단층애 남쪽의 평평하고 완만하게 경사진 토지

나이아가라는  이로쿼이호 평원, 나이아가라 단층애 

및 홀디먼드 클레이 평원 이렇게 세 곳의 넓은 지형학적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나이아가라 단층애는 이 지역의 

길이를 형성하고 온타리오호 위로 약 91m (300 ft) 및 해발 

177m (575 ft)에 위치하여 독특한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경사면(일광을 결정) 및 고도(미풍 및 호수의 효과에 영향)

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나이아가라 반도는 수 차례 빙하 활동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퇴적암층과 나이아가라 단층애의 고대 

암초 구조를 침식 및 형성하여 단층애 및 온타리오 사이의 

지역에 복잡한 토양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r

나이아가라 포도 기후 지대
온타리오호 및 나이아가라 단층애 사이 연안 미풍의 공기 흐름은 계절 기후를 크

게 조절합니다.

기후 지대

지형 및 토양

나이아가라 와인 생산 지역 토양 유형
나이아가라 반도 횡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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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인 고도, 클래식한 미네랄리티, 상쾌한 와인

주요 특징

나이아가라 단층애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남부 온타리오에서 가장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아펠라시옹은 화석이 풍부한 정적토 및 단층애 산마루에 

인접한 인상 깊은 지형을 공유하는 세 개의 부속 아펠라시옹을 

포함합니다. 나이아가라 단층애는 37종의 야생 난초를 포함해 수 

백종의 고유한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어류 및 식물군이 존재하는 

소중한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간략 정보

무상일수: 205 (-2°C)

7월 평균 기온: 22.5°C

강수량: 543 mm  (4월 1일 ~ 10월 31일)

공통 품종: 카베르네 프랑, 리슬링, 피노 누아르, 샤르도네

나이아가라 단층애
지역 아펠라시옹 개요

나이아가라 단층애는 나이아가라 반도 아펠라시옹 내의 

두가지 지역 아펠라시옹 중 하나입니다. 지역 아펠라시옹은 

비슷한 특성과 와인 양조 전통을 지닌 더 작은 아펠라시옹들을 

결합한 것입니다. 세인트 캐더린 서쪽에서 그림스비에 이르는 

나이아가라 단층애를 낀 벤치 랜드를 대표하는 이 복잡한 

지역은 쇼트 힐즈 벤치, 트웬티 마일 벤치 및 빔스빌 벤치라는 

세 개의 부속 아펠라시옹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벤치 지형이 

제공하는 공기 순환 및 서리 방지 혜택과 지속적인 물 공급은 

이 지역 전체의 포도 숙성에 고유한 조건을 형성해 주며 벤치 

와인의 독특하고 상쾌한 스타일에 기여합니다. r

온타리오호

이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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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 ㅣ 나이아가라 단층애

기후

나이아가라 단층애가 강한 남서 우세풍을 막아주고 

단층애 산마루에서 반사된 호수 미풍을 받는 이 벤치 

랜드의 미기후는 연중 적당한 조건을 유지합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봄철에 기온이 점진적으로 

따스해져 늦은 싹 발아를 촉진함으로써 서리의 위험을 

회피합니다. 가을에는 단층애 경사면이 따뜻한 호숫 

바람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포도 숙성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지형

이 벤치 랜드는 나이아가라 반도를 가로지르는 독특한 지형인 나이아가라 단층애 산마루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숲으로 

뒤덮인 산마루 아래의 수많은 북향 경사면은 이 아펠라시옹을 특징짓습니다. 가파른 절벽면을 배경으로 하는 서부 빔스빌 

벤치의 독특한 벤치에서 트웬티 마일 벤치의 더블 벤치, 동부 쇼트 힐즈 벤치의 기복이 있는 언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이 존재합니다. 많은 하천과 단층애를 상류로 하는 이 하천들의 지류는 다른 중요한 지형적 특성입니다. 이 하천들은 땅을 

가로질러 여러 경사면을 형성하였으며 지하수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봄철 해빙기에는 배수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토양

성층화된 점토, 실트에서 석회석이 풍부한 점질 양토까지 아주 다양한 토양으로 구성된 이 지역의 토양은 깊이가 있고 우수한 

보수성을 지니어 배수 기능이 적절합니다. 이 토양들은 건조한 여름철에는 단층애 기저에서 흐르는 지하수와 결합하여 재배 

기간 내내 포도 나무에 지속적인 수분을 공급하며 경사면은 훌륭한 천연 배수구 역할을 합니다. 이 아펠라시옹의 기초가 되는 

화석이 풍부한 퇴적암 백운석은 많은 벤치 와인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미네랄리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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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지형, 우아한 풍경, 원기 있는 스타일, 

매력적인 원산지 와인

주요 특징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는 온타라오 와인 문화의 중심지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와인 카운티입니다. 이 지역은 매년 

열리는 자연 환경에 중점을 둔 음식과 와인 축제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략 정보

무상일수: 207 (-2°C)

7월 평균 기온: 22.6°C

강수량: 544 mm  (4월 1일 ~ 10월 31일)

공통 품종: 샤르도네, 카베르네 프랑, 리슬링, 피노 누아르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
지역 아펠라시옹 개요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는 나이아가라 반도아펠라시옹 

내 두 개의 지역 아펠라시옹 중 하나입니다. 지역 아펠라시옹은 

비슷한 특성과 와인 양조 전통을 지닌 아펠라시옹을 모은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단층애 산마루 아래에 위치하여 

나이아가라 강 및 온타리오 호 연안까지 뻗치는 이 지역은 

나이아가라 강, 나이아가라 레이크쇼어, 포 마일 크리크 

및 세인트 데이빗 벤치라는 네 개의 부속 아펠라시옹을 

포함합니다. 지리, 토양 구성, 고도 및 기후에서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이 아펠라시옹의 와이너리들은 호수, 강 및 

단층애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점이 

와인에 반영됩니다. r

온타리오호

이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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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 ㅣ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

기후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의 지리적 특성은 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온타리오호 및 유속이 빠른 

나이아가라강의 심층수가 인접하여 포도 재배 지역 

전체의 기온을 조절해주어 늦봄 및 이른 가을의 

서리의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호수로부터 먼 쪽의 포도 

농장들은 호수의 조절 효과를 다소 적게 받지만 따스한 

낮과 서늘한 밤이라는 더 높은 일교차를 누립니다. 

나이아가라 단층애의 비바람 보호 효과를 가까이서 받아 

봄에 따스한 기온이 일찍 찾아오고 남동향 경사면이 

햇빛에 노출되어 싹 발아와 개화를 촉진합니다.

지형

이 지역의 대부분은 호안 평원 지대로 길고 완만한 

경사면이 특징인데 북쪽을 향하고 있는 이로쿼이 호 절벽 근처에서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완만한 지형을 하고 있어서 전체 

지역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풍부한 일광 노출을 누리며, 이는 계절 내내 낮 동안 열을 축적하여 재배 기간이 일찍 

도래하도록 합니다. 맑고 잔잔한 조건은 종종 높은 일교차 및 훌륭한 포도 재배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토양

사양토에서 실트와 점토 함유량이 높은 적색 이판암으로 주로 구성된 토양까지 존재하여 이 지역 내 토양의 보수성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형이 호수쪽으로 점진적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곳의 토양들은 느린 지표류가 흘러 배수가 좋은 편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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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늘한 호수 미풍, 풍부한 일광, 

균형 잡힌 과일 숙성도

이리 호 북안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이리호를 따라 뻗어 있는 이 남부 아펠라

시옹은 온타리오에서 가장 많은 햇살을 포도에 비춰주므로 더 

감칠맛 나는 와인 숙성 조건으로 꼽힙니다.

주요 특징

이리 호 북안의 나무들은 이리 호 연안 근처에서 잘 자라는데 이

곳의 지형 및 기후 조건이 특히 우호적이고 포도의 완벽하고 균

형 잡힌 숙성을 도와줍니다.

간략 정보

생육일수: 1528

무상일수: 200 (-2°C)

강수량: 538 mm  (4월 1일 ~ 10월 31일)

경지면적(에이커): 1,100

공통 품종: 멜로, 카베르네 프랑, 카베르네 쇼비뇽

이리호 북안
아펠라시옹 개요

북위 약 42°에 위치하여 애머스트버그에서 세인트토마스까지 

이리 호의 활 모양 연안을 따라 펼쳐진 이리호 북안 아펠라시옹은 

온타리오 남서쪽 끝의 포도 농장들을 포함합니다. 남쪽의 우수한 

위치에서 이리호의 얕은 물이 가진 온난 효과와 결합되어 포도 

나무들은 장기 재배 기간을 누리며 자연스러운 단맛과 신맛이 

완벽히 균형 잡힌 과일 숙성이 촉진됩니다. r

이리 호

세인트클레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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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 ㅣ 이리호 북안

기후

이리호 북안은 장기 재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 호의 

얕은 물이 가져 오는 빠른 여름철 온난 효과와 재배 기간 동안 

풍부한 일광 혜택을 누립니다. 이른 수확이 일반적이어서 

수확은 보통 8월 말에 시작되며 늦은 수확 품종은 종종 10월 

말에 절정에 도달합니다.

지형

세인트 클레어호와 북서쪽에서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유속이 빠른 디트로이트 강이, 남쪽으로는 이리 호가 위치하는 

이리 호 북안 원산지는 거의 완전히 물에 둘러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펠라시옹 전체에 걸쳐 발견되는 수 많은 작고 얕은 하천들은 봄철에 자유분방하게 흐르지만 따뜻한 

여름에는 종종 소수로 줄어듭니다. 이 아펠라시옹은 전 방향이 길고 완만한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도는 해발 172 

m (564 ft)에서 196 m (643 ft)에 달합니다. 남서 우세풍에 대한 주요한 지형적 장애물이 없어 이 원산지 지형은 기나긴 

재배 기간 동안 전체 지역을 조절해주는 호수 미풍의 혜택을 전면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토양

토양 구성은 이 지역에 대량의 분류되지 않은 석질 물질을 퇴적시킨 빙하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빙하호가 다른 

곳으로 물러났을 때 이 지역은 여전히 오랫동안 깊은 물로 뒤덮여 있어서 파도가 산마루를 완만하게 바꾸고 많은 양의 

침전물을 퇴적시켰습니다. 이 호안 주변의 질감이 가볍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는 대부분 사양토 및 자갈 침전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판암 석회석 기반 위에 놓여 있는 불규칙한 작은 돌 산마루가 간간이 끼어듭니다. r



24

석회석 기반, 석질 토양, 낮은 산량, 

훌륭한 과일 농축도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온타리오에서 가장 새로운 와인 아펠라시옹으로, 온타리오 

호 및 퀸트 베이와 경계를 두어 물에 둘러 쌓여 있으며 석질 

토양이 많은 풍부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이 아펠라시옹의 분리된 석회석 기반 및 석질 토양은 봄철에 

훌륭한 배수구가 되며 재배 기간 내내 수분을 흡수하여 더운 

여름 동안 포도나무가 더 깊이 자라게 하고 산량은 적지만 맛이 

더욱 농축된 포도를 생산하게 해 줍니다.

간략 정보

생육일수: 1250

무상일수: 194 (-2°C)

강수량: 561 mm  (4월 1일 ~ 10월 31일)

경지면적(에이커): 800

공통 품종: 피노 누아르, 샤르도네, 삐노 그리, 리슬링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아펠라시옹 개요

북위 44°에 위치한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는 온타리오 

최북단 지역으로 2007년에 VQA 아펠라시옹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카운티로 불리우는 이 곳은 온타리오 호 

동쪽 끝에 위치한 사실상 섬입니다. 이 아펠라시옹의 대부분은 

북쪽의 퀸트 베이에 의해 본토에서 분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온타리오 호의 호숫물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 호수에 의존해 

서늘한 기후를 조절합니다. 많은 크고 작은 만과 좁은 물줄기가 

잘 알려진 샌드뱅크스 비치를 포함한 500 마일이 넘는 호안을 

형성합니다. 또한 이 아펠라시옹은 본토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좁은 구간인 애머스트 섬을 포함합니다. 전반적으로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는 고유한 미기후와 와인에 독특한 기반을 

제공하는 토양 조건으로 가득찬 아펠라시옹입니다. r

온타리오호

캐나다, 온타리오

미국

온타리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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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 ㅣ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기후

대부분의 포도 농장은 호수 미풍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호와 퀸트 베이를 

가로질러 꾸준히 부는 우세한 서풍은 기후 조절을 줍니다. 이 바람은 특히 따뜻한 여름철에 유익하여 평균 기온을 약 22°C

로 유지해주고 뜨거운 낮에는 상쾌한 냉방 작용을 해주며 만에서의 밤은 서늘하게 유지해 줍니다.

지형

이 카운티의 지형은 불규칙해서 많은 언덕들이 포도 나무들에게 다양한 노출 구조를 형성해 주며 계곡은 넓고 평평한 트렌톤 

석회석 기반으로 파고 듭니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길고 완만한 수 많은 동서간 산마루가 

펼쳐지며 때때로 가파르고 기복이 심한 단층애가 있습니다. 북쪽 및 동쪽 호안에는 암석 절벽이 고도 30 m (98 ft) 또는 온타리오 

호 위까지 치솟으며 서쪽 호안에는 웨스트 레이크 및 

이스트 레이크와 같은 수역을 결정짓는 모래 사장과 

거대한 모래톱이 있는 많은 물줄기가 있습니다.

토양

표토는 적갈색을 띠는 점질 양토에서 사양토 및 이판암 

파편들이 들어간 상층 석회석 기반까지 다양합니다. 

석질 표층 및 토양 내 수많은 암석 및 이판암 파편들은 

수분이 석회석 안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어 겨울 

해동기에 배수가 양호하고 포도 나무가 완전히 자랄 

수 있도록 뿌리 침투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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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와인 산지 40년 전만 해도 나이아가라 반도와 이리호 북부는 양질의 

비니페라 와인을 재배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으며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역시 와인 불모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난 

게 채 15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된” 

아펠라시옹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 곳곳에 포도를 심었고 소비자 중심의 지역 제품과 

경험이 풍부하고 더 나은 도구를 가진 모험적인 재배자와 

와인메이커들이 자진해서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언덕을 개간”하거나 포도를 묻는 장비로 겨울철 

동결을 방지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를 설치하여 서리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한 결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온타리오의 다음 VQA 아펠라시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기존 이리호 북쪽 해안과 나이아가라 반도 

아펠라시옹 사이에 있습니다. 사우스 코스트라 불리는 이곳은 

이리호 북부 해안에 있는 아주 온화한 포켓이며 노퍽 카운티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여름 리조트 타운인 포트 도버도 이곳에 

있습니다. 더 북쪽의 조지아만 지역은 조지아만에서 불어오는 

적당한 호수 효과를 가두어두는 석회석 급경사면 덕분에 독특한 

포도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포도 

농장은 오크리즈 모레인의 토론토 북쪽 지역에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온타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지형으로, 길이가 

나이아가라 급경사면부터 트렌트강까지 160km에 달합니다. 

r

토론토

캐나다, 온타리오

나이아가라 폭포

런던

해밀튼

겔프

배리

조지아만

휴런호

온타리오호

이리호

클링우드

포트 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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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클링 
온타리오 와인메이킹의 주된 강점은 거품이 위쪽으로 빠르게 솟아오른다는 

점입니다. 차가운 기후와 석회석 토양, 샤도네이, 피노 누아르 및 여러 피노 

뫼니에르 포도 농장 등 온타리오의 숙련된 샴페인 포도가 전통 방식에서 

만들어지는 미세한 거품에 정확히 적절한 레시피를 추가헤 줍니다.  샤르마 또는 

탱크 방식으로 만들어진 비교적 저렴하고 신선하며 과일향의 와인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타리오는 리슬링과 비달, 소비뇽 블랑 같은 신맛이 강하고 향이 

진한 포도를 제공합니다.

온타리오는 Podamer Champagne Company가 처음 샤도네이에 기초한 전통 

방식의 와인을 만들었던 1974년에 시리어스 스파클링 와인메이커를 끌어 

들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어스 스파클링 시장은 13th Street, Henry of Pelham, 

Trius, Cave Spring Cellars 등 나이아가라 와이너리가 발효시켜 병에 담아 

숙성시킨 스파클링을 만드는 장비를 스스로 갖추었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까지는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의 빈티지 

Huff Estate는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은 와인메이커 Frederic Picard의 주도로 

서늘한 기후와 석회석 토양의 잠재력을 인식했고 Hinterland에 이어 재빠르게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에서만 스파클링을 만들었습니다. 우수한 스파클링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생산량도 늘어났고 지금은 온타리오 와이너리 중 거의 30

개에 달하는 곳에서 거품이 나는 와인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스파클링 와인은 신의 계시였습니다.”  – Oz Clarke

“온타리오 버블 와인은 부러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VQA 스파클링 와인을 
맛보고 나서, 온타리오는 생산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고 다른 포도 
재배자들처럼 이미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John Szabo

r

r

r

r

r

r

온타리오 스파클링 와인

30개 이상의 와이너리에서 
스파클링 와인 생산

약 55,000 케이스의 연간 생산량

65% 이상을 전통 방식으로 생산 

전통 방식 스파클러의 33%가 Rose

전통 방식에 사용되는 프라이머리 
포도주는 샤도네이 및 피노 누아르 
리슬링은 샤르마 방식에 사용되는 
주요 버라이어티

VQA는 빈티지 전통 방식 
스파클러의 경우 최소 12개월, 
빈티지가 아니라면 9개월 미만이면 
충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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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품종

온타리오에서 아이스와인은 비티스 비니훼라 포도 품종 또는 

교배종인 비달 블랑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은 비달 블랑, 리슬링 및 카베르네 프랑입니다. 일부 작은 

부분에서는 게뷔르츠트라미너, 샤르도네 및 카베르네 쇼비뇽이 

포함됩니다.

와인 특성 및 스타일

r	포도에 따라 잘 익은 열대 과일, 복숭아, 허니, 시트러스 멜론      

      및 딸기의 풍부한 아로마와 맛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	기초가 되는 견고한 신맛과 단맛이 완전한 균형을 잡음

r	또한 스파클링 와인 또는 칵테일용 “도사지”로 사용됨 

r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디저트와 함께 즐길 수 있음

r	푸아 그라 및 숙성된 블루 치즈 처럼

 향이 풍부하고 강한 음식을 완벽히 보완함

r	매운 음식에 곁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규제

아이스와인은 VQA 법 및 규정에 따라 온타리오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포도 농장에서 와인 병까지 엄격한 표준에 따라 VQA 

검사관들이 감시합니다. 와인이 출시되기 전에 포도 품종, 수확 

절차, 와인 양조 및 테스트에 대해서 규칙이 적용됩니다. VQA 

온타리오가 인증하지 않으면 어떤 와인도 라벨에 “아이스와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이스와인
세계 선두의 온타리오

온타리오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스와인은 포도 나무에 

자연적으로 얼도록 남겨둔 포도로 만든, 감미롭고 맛이 강렬한 

와인입니다.

매년 아이스와인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 즉 포도가 잘 익을 수 있는 따뜻한 여름과 춥지만 

너무 춥지도 않은 겨울을 갖춘 온타리오는 1984년부터 

아이스와인을 생산해 왔고 이니스클린(Inniskillin)이 보르도 

와인 엑스포에서 영예로운 대상을 획득한 1991년 이래 국제 

무대에서 아이스와인의 선두 생산지로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 온타리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스와인을 

생산하는 곳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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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이스와인 시즌은 새들이 먹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을에 포도 나무에 

망을 치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후 포도들은 -8°C 이하의 지속적인 기온에 

도달할 때까지(때때로 12월 및 2월 사이) 포도 나무에 남겨집니다.

재배 기간 말미에서 수확까지의 시간 동안 포도들은 탈수가 되고 과즙은 농축되어 

아이스와인의 독특한 조건들이 생성됩니다.

포도 재배업체 및 양조업체들은 날씨를 세심히 관찰하여 -10°C 및 -12°C 

사이의 최적의 기온대를 찾습니다. 이 범위에서 35 내지 39도 브릭(당도 측정 

단위)의 범위에 있는 아주 달콤한 과즙이 생산됩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를 수확하고 

압축하려면 보통 저녁에 최소 6시간의 시간 주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와이너리들이 

손으로 수확하지만 아주 최근에 기계 수확이 개발되었습니다.

수확된 포도는 소형 수압 프레스에서 압축됩니다. 포도가 얼려 있어서 대부분의 

덩어리는 물이며 프레스에 얼음으로 남습니다. 오직 작은 량의 농축된 과즙만이 

추출됩니다. 아이스와인용 포도 과즙의 산량은 테이블 와인보다 훨씬 적습니다. 

테이블 와인용으로 수확된 포도의 예상 산량의 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스와인 과즙은 아주 달콤하여 발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당도는 

효모균에게 해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발효가 일찍 중단되어 완성된 와인에 남은 

알코올 수준은 비교적 낮고 당도가 높습니다.r

“온타리오는 대부분이 인정하는 세계 최대의 아이스바인 산지입니다. 우리는 
와인메이커가 매년 이런 겨울의 선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기후를 가진 축복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비달, 리슬링, 까베느레 프랑 또는 기타 포도에서 만들어도 
온타리오 아이스바인은 수집가의 지하 저장고와 초보자 모두 맛볼 수 있는 가장 
독특한 맛 중 하나를 선사합니다.”  – Tony As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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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와인의 역사 온타리오에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제조한 역사는 1811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Johann Schiller라는 

독일인이 반도의 토종 라브라스카와 그 변종을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약 20 km 떨어진 쿡스빌의 크레딧강 둑에 있는 20

에이커 땅에 심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현대적인 와인 생산을 시작한 것은 이니스킬인이 

1916년 금지법 이후 처음 새로 와인제조 면허를 받았던 1974

년도였습니다. 몇 년 후 더 많은 와이너리가 문을 열었고 이런 

개척자들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품질에 있어 으뜸으로 치는 온타리오 와이너리는 온타리오 

와인양조 연합(VQA)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리적 아펠라시옹을 

부여하고 엄격한 생산 표준을 도입했습니다. 온타리오는 

활기가 넘치는 포도와 와인 산업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

1811
Johann Schiller
가 온타리오 
쿡스빌에서 20
에이커의 땅에 
라브라스카와 
그 변종을 
이식합니다.

1866
켄터키 포도 
재배자가 플레 
섬에 카토바와 
델라웨어를 
재배합니다. 
온타리오의 첫 
와이너리인 Vin 
Villa Winery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1873
George Barnes
가 Ontario Grape 
Growing and Wine 
Manufacturing 
Company라는 
나이아가라의 첫 
와이너리를 열고 
나중에 Barnes 
Winery로 이름을 
바꿉니다.

1890
온타리오에는 35
개의 와이너리가 
있으며 대부분 
에식스 카운티에 
있습니다.

1927
LCBO(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가 
만들어져 모든 
와인, 맥주와 
주류의 유통과 
판매를 규제하고 
온타리오 와인을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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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Brights Wines
가 600 에이커의 
토종 포도나무를 
없애고 새로운 
비티스 비니훼라와 
그 변종을 
재배하여 1955
년 캐나다 최초의 
비니훼라 와인을 
생산합니다.

2000
나이아가라 
대학에서 
와이너리 및 
포도 재배학 
과정을 
개설합니다.

2001
프린스 에드웨드 
카운티에 최초의 
와이너리 Waupoos 
Estates Winery가 
문을 엽니다.

1974
Wine Council 
of Ontario가 
설립됩니다. 1975년 
이니스킬인 Donald 
Ziraldo와 Karl 
Kaiser가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와인제조 면허를 
받습니다(Inniskillin 
Wines).

1996
CCOVI(Cool 
Climate 
Oenology & 
Viticulture 
Institute)
가 Brock 
University에 
설립됩니다.

2005
3년의 연구 끝에 
VQA는 나이아가라 
반도 내에 있는 두 
지역에 아펠라시옹을 
10개 지역에 부속 
아펠라시옹을 
지정합니다. 현재 
온타리오에는 75개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1978
초기 비니훼라 
포도원이 Chateau 
des Charmes
의 Paul Bosc 
Sr. 및 Cave 
Spring Vineyard
의 Pennachetti 
가문에 의해 
설립됩니다.

1991
Inniskillin 
1989 Icewine
이 Vinexpo, 
Bordeaux, 
France
에서 대상을 
수상합니다.

2007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가 VQA 
아펠라시옹이 
됩니다.

1979
독일 출신 와인 
제조인 Herman 
Weis가 50 에이커의 
땅을 사들여 
St.Urban Vineyard
에서 리슬링을 
재배합니다. 
현재는 Vineland 
Estates Winery의 
소유입니다.

1988
온타리오 
와이너리는 
VQA(Vintners 
Quality Alliance)
를 만들어 지리적 
아펠라시옹을 
부여하고 엄격한 
생산 표준을 
도입하여 1999년 
법제화되었습니다.

2010
새 와이너리가 
노퍽 카운티와 
그레이 카운티의 
“신흥 지역”
에서 문을 엽니다. 

1983
첫 실험적 
아이스바인이 
일부 와이너리에 
의해 생산됩니다.  
첫 상용 
아이스와인은
1984년에 
생산됩니다.

2011
연례 International 
Cool Climate 
Chardonnay 
Celebration가 
나이아가라에서 
시작되었고 온타리오 
와인 카운티에서도 
국제 와인메이커의 
첫 행사가 
소집됩니다.

미래

온타리오에는 140
개 VQA 와이너리가 
있으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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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원산지 와인
간략 정보
와인 컨트리 온타리오는 와인 관광을 위해 매년 180만 명의 광광객
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포도 및 과일 와이너리를 포함하여 170개가 넘는 인가를 
받은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VQA 원산지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수: 140개

온타리오 총 와인용 포도 재배 지역: 17,000 에이커 (6,900 헥타르)

온타리오의 포도 나무 수: 1,700만 그루
연간 평균 아이스와인 생산량: 85만 리터리터

평년 기준 VQA 원산지 와인에
사용되는 연 평균 포도량: 33,000 톤

VQA 와인 총매출액: 3억 5천만 CAD$
(통계 – 2013년 3월 31일 현재 – 모든 수치는 반올림한 값이며 2012년 수확 기준)

보다 자세한 통계 정보는 VQA 온타리오 연례 보고에서 보실 수 있습
니다 – www.vqaontario.ca

포도 생산은 온타리오 포도 재배업체 연간 보고서를 출처로 합니다 
– www.grapegrowersofontario.com

기술 정보는 토니 쇼(Tony Shaw) 박사가 출처입니다.

“온타리오의 와인 생산 지역은 매우 깨끗하며, 엽서에 등장할 정도
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많은 국가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에 
곁들여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칼리버 와인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선

사합니다.”  – Ian D’Agata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연락주십시오:

info@winecountryontario.ca or visit
www.winecountryontario.ca/mediacentre

         facebook.com/WineCountryOntario

         @WineCountryOnt

         WineCountryOnt

와인 컨트리 온타리오 여행 자료

   r	winecountryontario.ca

   r   와인 컨트리 온타리오 여행 가이드

   r	내 루트 여행 플래너

   r   와인 루트 따라가기

   r   모바일 웹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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