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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폴리첼라 조합이 개최한 ‘아마로네 안테프리마 2008’ 행사장 입구.  

아마로네는 말린 포도로 만드는 레드 와인이다. 신선한 포도를 바로 짜서 만들지 않고, 그 포도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3개월 정도 말려서 만든다. 그러니 겨울이 되어서야 만들기 시작하는 와인이다. 건조는 

포도의 당분을 농축시키므로 아마로네의 알코올 도수는 높아진다.  

추운 날 마시는 아마로네 한 잔은 농부들이나 여행자들에게 충분한 온기를 선사한다. 아마로네는 또 

기름기 풍성한 겨울 식탁에서 온갖 종류의 고기 메뉴들을 장악하는 식탁의 제왕 노릇을 한다. 

아마로네를 양조하기 위해 건조되고 있는 포도송이.  

아마로네는 북이탈리아 베네토 지방의 발폴리첼라(Valpolicella) 지역에서 양조된다. 많은 애호가들은 

발폴리첼라의 어원이 ‘셀러가 많은 계곡’에서 유래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언어학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양조장 주인들은 굳이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은 

발폴리첼라의 이런 환상적인 이름에 끌려 무거운 여행짐을 가벼운 듯이 끌고 방문한다.  

 

발폴리첼라의 중심 도시는 베로나이다. 베로나는 베니스 못지 않게 유명한 관광도시이다. 세계 최대의 

와인박람회 비니탈리가 개최되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는 야외 오페라가 열리는 이 고풍스런 베로나는 

연인들에게도 인기 있다.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줄리엣의 생가’에 들러 사랑을 

기원하려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베로나에 발바닥을 대면 지남철처럼 그 집으로 향한다.  

 

베로나 시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두 가지 레드가 반길 것이다. 가볍고 신선한 발폴리첼라와 진하고 

강한 아마로네가 그것이다. 발폴리첼라에는 와인, 체리나무, 빌라가 많다. 완만한 경사지에는 우아한 석조 

건물들이 도열해 있다. 모두 개인 소유로 결혼식이나 각종 야외 행사가 열린다. 봄이면 언덕마다 하얗게 

피어 오르는 체리꽃무지는 무척 볼 만한 풍경이다. 

베르타니 1967년 산은 아마로네의 숙성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마로네는 추운 나라에 인기가 많다. 발폴리첼라 조합(www.consorziovalpolicella.it)이 2012년 1월 28일 

베로나에서 개최한 ‘아마로네 2008’ 행사에는 북구 출신 와인 전문가들이 많이 초대되었다. 약 

40여개국에서 온 와인 저널리스트들은 60여가지의 아마로네를 맛보며 2008 빈티지의 수준을 측량하였다. 

아마로네 2008의 총평은 이렇게 요약된다. ‘무더웠던 2005, 2007 보다는 좀 더 신선하고 안정된 맛이지만, 

2001·2006보다 더 오래 묵힐 수 있는 힘은 좀 부족하다.’  

 

아마로네는 일장일단이 분명한 와인이다. 신선한 포도를 금방 발효하지 않기 때문에 과일 향기에서 

신선미가 풍기지 않는 단점이 있다. 우아하거나 세련된 맛을 표현하기 힘들다. 하지만 높게는 17도를 



오르는 알코올은 아마로네를 아주 강건하고 단단한 와인으로 변모시킨다. 그래서 겨울에 인기가 더 있다.  

 

발폴리첼라 양조장에서는 보통 네 가지 와인이 태어난다. 작업 순서는 이렇다. 수확한 포도의 절반은 

건조실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발효통으로 간다. 건조실 포도는 아마로네가 되고, 발효통 포도는 

발폴리첼라가 된다. 또한 레초토(Recioto) 와인도 있다. 이는 건조한 포도 일부를 덜 발효시켜 만든 스위트 

와인이다. 그러니 아마로네는 레초토를 만들 분량을 뺀 나머지 모든 건조 포도를 가지고 만든다. 

리파쏘(Ripasso)라는 와인도 있다. 아마로네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와인 찌꺼기 위에다 일반 

포도즙을 부어 만든 와인이다. 리파쏘는 ‘다시 통과했다(repassed)’는 뜻이다. 

퀸타렐리 양조장의 대용량 오크통.  

아마로네의 개성은 어디서 오나. 우선 언제 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유의 단단한 타닌이 어느 정도 

물러질 즈음에 출시하려는 양조가는 아무래도 출시에 늦다. 양조장 몬트레조(www.vinimontresor.it)를 

비롯한 많은 양조장들은 2008 빈티지를 2011년 가을에 출시했다. 하지만 특정한 구역의 밭에서 나온 

포도로 아마로네를 만드는 경우에는 더 오래 숙성한다. 그러니 출시가 더 늦어진다. 유서 깊은 양조장 

베르타니(www.bertani.net)의 아마로네 ‘빌라 노바레’는 2004이 최근 빈티지이다.  

베로나 올드타운 입구에 넓게 포진한 브라 광장의 다채로운 석조건물들.  

아마로네의 개성은 와인 숙성 방법에 달려 있기도 하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숙성하느냐가 최고의 두 

아마로네를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재래식 숙성법은 1000L에서 1만 L에 이르는 다양한 대용량 

오크통을 사용한다. 주로 크로아티아의 슬라보니아 지방산 오크나무로 짠 통을 말한다. 1990년대 

들어서는 휠씬 더 작은 용량의 오크통이 프랑스에서 도입되어 널리 쓰인다. 이것에는 225L에만 담긴다.  

 

최고가를 자랑하는 로마노 달포르노(www.dalfornoromano.it)는 3년을 내리 새 오크통에서 있다 보니 아주 

진하고 화려한 오크향이 아마로네에서 풍긴다. 반면에 재래식을 고집하는 ‘아마로네의 왕’ 퀸타렐리는 

화려함 보다는 은근함, 담백함, 투명함이 느껴진다.  

말고기를 올리브유와 발폴리첼라에 삶아 낸 전통 음식 ‘Pastisada de Caval con Polenta’. 노란색이 폴렌타.  

아마로네는 2년 전에 등급이 상승했다. 2010 빈티지부터 최고 등급 DOCG로 표시된다.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많이 늘렸고, 거기다 가격까지 올렸다. 그래서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이 크게 

노출되기 시작했다. 일부 개별 농가와 조합들은 품질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아마로네를 그저 

대량 생산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는 평가도 있다. 코펜하겐크에는 7유로짜리 아마로네가 유통된다.  

포도를 건조하여 도수 14도에만 이르면 아마로네 딱지를 붙일 수 있다.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아마로네 

역시 양조가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수준이 양조된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각별히 가격과 품질을 따질 줄 

알아야 한다. 과연 아마로네는 바롤로와 브루넬로가 구축한 이탈리아 와인의 고품질 쌍두마차를 

삼두마차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베로나의 인기 식당 ‘알 폼피에레’의 내부.  

도시 가이드=베로나 

1월에 베로나에 가면 거대한 도너츠 모양의 로마 원형 경기장 아레나 앞에서 백색으로 빛나는 

스케이트장이 눈길을 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맨틱한 사랑으로 유명한 베로나는 하얀 눈 덕분에 더욱 

더 로맨틱하게 보인다. 관광객들은 마치 지남철에 끌리듯 줄리엣 집으로 향한다. 원형경기장 매표소 맞은 

편에 서 있는 루이비통을 선두로 럭셔리 상점들이 늘어선 베로나의 쇼핑1번지 비아 맛치니(Via Mazzini) 



거리를 따라 두리번거리며 걸으면 곧 줄리엣 하우스에 당도한다. 마치니 거리뿐 아니라 여러 저기에는 

베로나 특산품인 분홍빛 대리석, 즉 마르모 디 로쏘 베로나(Marmo di Rosso Verona)가 박혀 있거나 깔려 

있어 특별함을 더한다.  

 

2월의 베로나는 베니스와 같이 카니발 축제에 휩싸인다. 수백 년 전 기아로 허덕이던 때를 상기하며 감자 

수제비볶음 같은 뇨끼(Gnocchi)를 나누어 먹고 풍요를 소망한다. 가면을 쓰고 흥청거리며 진행되는 

퍼레이드는 분홍빛 대리석으로 지은 산 체노(San Zeno) 교회에서 막을 내린다. 최고의 뇨끼를 선발하며, 

프리텔레(Frittelle)라는 쌀과자 튀김도 이 때에 즐겨 먹는다.  

 

가는 방법 

파리나 로마 혹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로나행 비행기를 갈아탄다. 유럽 항공사를 선택하면 갈아타는 

비행 요금은 공짜이지만, 갈아타는 곳에서는 하루도 머무를 수 없다.  

 

음식 

베로나는 웅장하고 다채로운 건축물 만큼이나 풍부한 먹거리가 있다. 말고기는 베로나의 전통 음식이다. 

거리에는 말고기 정육점도 있으며, 식당 메뉴판에는 다양한 말고기 요리가 적혀 있다. 이건 꼭 먹어봐야 

한다. Pastisada de Caval con Polenta. 대부분의 식당에서 먹을 수 있다. 말고기에 발폴리첼라(지역 대표 

레드와인)를 붓고 삶아낸 요리이다. 결들이는 폴렌타는 떡 모양의 옥수수죽으로 고기의 짠 맛을 달래준다. 

또 하나 있다. Risotto all’Amarone. 쌀에다 아마로네와 물을 붓고 끓여내는 쌀요리이다. 치즈를 곁들이면 

맛이 살아난다. 베로나의 치즈는 몬테 베로네제(Monte Veronese)가 유명하다. 숙성기간에 따라 색다른 

맛을 준다.  

 

추천 호텔 

Accademia 호텔은 맛치니 거리에 위치해 입지가 좋다. 로비에 있는 두 대의 컴퓨터에서는 한글이 

구현되어 한국 신문도 읽을 수 있다. 걸어서 2분 거리에 택시 승강장도 있다. www.accademiavr.it 

 

추천 레스토랑 

1. 알 폼피에레(Al Pompiere) 

‘소방관의 집’이란 특색 있는 이름의 현지음식 전문 식당이다. 전직 소방관이 퇴직한 후에 선술집을 차린 

것이 오늘날 인기 만점의 식당으로 변모하였다. 수십 가지의 생햄과 치즈가 이 집만의 개성이다. 예약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www.alpompiere.com 

2. 12 사도(12 Apostoli)  

가격이 높은 만큼 격조가 더 있다. 지역 대표 와인들을 잘 갖추었고, 올드 빈티지도 많다. www.12apostoli.it 

3. 일 데스코(Il Desco)  

현지음식을 베이스로 해서 화려하고 세련된 요리로 승화시킨 이 미슐랭 투스타로 가보라. 

www.ildesco.com 

4. 빌라 데 빈켈스(Villa de Winckels)  

이 곳은 결혼식도 하고 호텔도 하는 복합공간이다. 로마노 달포르노의 차남 미켈레가 추천한 이곳의 

오리고기 라구 비골리(면발이 굵은 수제 파스타)가 아주 맛있고, 발폴리첼라로 졸인 소고기도 인기가 

많다. www.villadewinckels.it 

 



추천 와인가게 

1. 에노테카 오레스테 달 조보(Enoteca Oreste Dal Zovo) 

레스토랑 12 Apostoli 옆에 있는 이 집에서는 소믈리에이자 오너인 오레스테로부터 지역 와인과 음식에 

대한 해박한 경험을 들을 수 있다. www.enotecadalzovo.it 

2. 보틸리에리아 코르시니(Bottiglieria Corsini) 

레스토랑과 바도 겸하는 이 와인 가게는 지역 와인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유명 와인의 구색도 잘 갖추고 

있다. www.bottiglieriacorsinivero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