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scana IGT / Italy 

Merlot 100% 

2016 (750ml), 2000 (6L) 

13.5% / 6L 

점토질 편암 

18개월 프렌치 오크 배럴 숙성 

깊고 선명한 루비색 

블랙베리, 블랙체리, 블루베리, 자두 아로마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흰 후추와 볶은 커피의 힌트 

신선하면서도 존재감이 뚜렷하게 어우러진 타닌 

강렬하고 풍부한 질감의 풀바디 

블루베리와 멘톨 노트를 상기시키는 긴 피니시 

.테린, 버섯 호두 파테, 구운 버섯과 허브를 곁들인 폴렌타 

캐러멜라이즈드 양파 타르트, 트러플 소스 파스타 

WS : 94 (2016 vin), 93 (2013, 2012 vin), 97 (2010 vin) 

JS : 94 (2016, 2015 vin), 96 (2014 vin) 

Gambero Rosso : 3 Glasses (2010 Vin) 

Top 5 Tuscan Wine (2015 Vin) 

Top 100 Tuscan Wines of 2014 (95 Points) 

WS: Wine Spectator, RP: Wine Advocate(Robert Parker), WE: Wine Enthusiast, JS: James Suckling, JH: James Halliday 

Querciabella, 

Palafreno Toscana Rosso 
팔레프레노 토스카나 로쏘 

Winery Description and History 

Chianti Classico의 아이코닉 에스테이트 Querciabella. 1974년, 전 오너 Giuseppe Castiglioni가 2.5에이커의 
포도밭과 오래된 부지를 구입해 레전더리 와인 메이킹의 역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183에이커의 끼안티 클라시코와 
79에이커에 달하는 청정 에트루리아 해안가 마렘마 포도원을 보유하고 있다. 
 
과실의 풍성함이 소량 생산과 자연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신념과 포도나무의 뿌리가 자연과 공생하며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떼루아 지향적인 와인'이 빚어질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재배 방법을 택해 
역삼투압 농축기 사용 및 비자연적인 농법을 거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1988년 유기농법 적용-2000년 완전 바이오 
다이내믹 전환을 통해 이탈리아 내 최대규모의 유기역학적 사유지로 거듭나게 된다. 
 
지난 10년 간 생산 와인 중 가장 발군으로 평가 받는 센세이셔널 수퍼 투스칸, 까마르티나. 볼륨과 우아함이 호평 받은 
전 빈티지에서 한 층 더 진화해 활기, 향, 밀도 부분에 완벽을 가한 2016 빈티지. 구식 키안티 클라시코 생산 규정에 항
거하기 위해 테이블 와인으로 분류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전더리 끼안티 까마르티나는 2004년 Best Italian 
Wine 선정 후 Best Super Tuscans에 매해 이름을 올리는 플래그십 와인으로 최적 작황일 때만 생산 & 마이크로 양
조를 통한 제한 수량을 병입 한다. 이탈리아 와인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로컬 무대의 트레이드 마크로 IGT 와인의 
역사와 명성을 빚어낸 핵심 주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