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 티 지 :  2015 

 타     입 :  Sparkling Wine 

 포도품종 :  Pinot Noir 100%, 

 나라/지역 : 프랑스>상파뉴>꼬뜨 데 바르 (Cote des Bar) 

 생 산 자 :  레미 마쌍 (Rémy Massin) 

 Tasting Notes 

풍성한 텍스처와 뛰어난 복합미, 세련미를 지닌 와인.  

장미, 라즈베리, 사과향의 뉘앙스가 복합적이고 섬세하며 풍

부한 과실 풍미와 부드러운 구조감, 좋은 밸런스를 느낄 수 

있다. 신선함과 함께 기분좋은 미네랄도 표현되며 우아하면

서 상쾌한 피니시가 길게 이어진다. 

 

식전주로 좋으며, 훈제 연어, 신선한 치즈나 디저트와도 잘  

어울린다. 

    

 양조 및 숙성 

오크통에서 6년간 숙성을 하며 도사쥬를 통해 엑스트라 브뤼

의 당도를 맞춘다. 

Spécial Club 
 

레미 마쌍, 스페셜 클럽 밀레짐 2015 

“Mineral” 

 
 
 

Club Trésors de Champange 

‘스페셜 클럽 샴페인’은 훌륭한 품질의 샴페인을 생산하는 RM (Recoltant 

Manipulant) 생산자들(현재 28개)이 결성한 ‘Club Trésors de Champange’ 

이라는 모임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좋은 해에만 출시하는 샴페인이다. 

스페셜 클럽 샴페인의 생산뿐 아니라 이 클럽 트레조르의 가입 조건 또한 품

질 면에서 높은 수준의 샴페인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History 

레미 마쌍은  상파뉴의 최남단 꼬뜨 데 바르 (Cote des Bar) 의 중심지 빌르-수르-아르스 (Ville-sur-Arce) 

마을에서 5세대에 걸쳐 포도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가문입니다. 

1세대 루이-아리스티드(Louis-Aristide)가 1894년 마을에 피해가 시작된 필록세라의 피해에 맞서 필록세

라에 강한 뿌리로 대목을 하며 수년간 자포자기한 이웃들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며, 포도를 

수확하여 판매만 하던 운영은 3세대에 이어받아 마침내 1974년, ‘샴페인 레미-마쌍(Champagne Remy 

Massin et Fils)’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샴페인을 판매하는 '레콜탕트-마니풀랑(Récoltant Manipulant)' 

생산자로 와이너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양조를 전공한 4세대 실베르(Sylvère)에서 커다란 품질의 상승을 이루었고, 5세대인 세드릭 

(Cedric)이 아비즈 (Avize)에서 양조를 전공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후 2002년부터 

와인너리에 합류를 하여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사촌 마리옹이 디종에서 양조 전공 

후에 뉴질랜드에서 경험을 쌓고 2017년에 합류하여 탄탄한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꼬뜨 데 바르의 프리미엄 샴페인 생산자 

레미 마쌍 

특히 꼬뜨 데 바르 지역의 선구적인 품질 지향 운영으로 "샴페인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28개의 아티장 생산자로 구성된 "클럽 트레조르 (Club Trésors)"의 유일한 꼬뜨 데 바르 지역 생산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레미 마쌍의 포도밭은 햇볕이 잘 드는 남쪽 또는 남동쪽 경사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22ha의 포도밭에 평

균 식수령은 약 30년 정도로 피노 누아가 75%, 샤도네이가 20%, 피노 블랑이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