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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30일에 열리는 제2회 ‘코리아 소믈리에 와인 어워즈 앤
페어’는 온트레이드 비즈니스에 특화된 와인 품평 경연대회 및 페어입니다.

THE JUDGES

심사위원단

JUDGING PROCESS 심사 과정

이 대회는 레스토랑, 호텔, 바, 클럽 그리고 각종 이벤트 등 비즈니스에 적합한
와인을 발굴함으로써 온트레이드 와인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출품된 와인들은 국내외 유수의 와인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된다.

- 출품된 와인들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심사한다.

있습니다.

- 브라이언 줄리안 MS, 로난 세이번 MS, 다리우스 알린 MS,

- 모든 와인의 심사는 카테고리별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진행된다.

본 대회는 마스터 소믈리에와 마스터 오브 와인을 포함한 국제적인 와인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됩니다. 대회의 엄격한 평가 과정은 국제적인
신뢰도를 보장하며, 출품된 와인은 세심하게 분석되어 평가됩니다.

요한 주세린 MS, 안토니 모스 MW

- 경민석(정식당), 김민주(한남리커), 김진범(모수),
김주용(레 끌레 드 크리스탈), 이채미(밍글스), 임현래(BLT레스토랑),

한국의 온트레이드 와인 구매자에게는 만족할 만한 새로운 와인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 와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의 와인 생산자에게는
한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최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코리아 소믈리에 와인 어워즈 앤 페어는 국내 소믈리에 단체인 코리아

- 심사 카테고리는 별첨을 참고하기 바란다.

장주훈(제주신화월드), 조수민(라 뷸 샴페인 바)

WINE FAIR

와인 페어

- 4월 30일, 13:00-19:00,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 소믈리에 등 업계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어워즈 출품한 와인을 포함한 다양한 와인이 전시된다.

소믈리에 길드가 주최하고, ‘리델’ 그리고 ‘마시자 매거진’이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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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ING CATEGORIES

시상 품목

1. 파이니스트 : 대회 최우수 와인
2. 부문별 우수 와인 : 금 / 은 / 동
3. 최고의 테이블 와인 : 레드 / 화이트 / 샴페인 / 스파클링 / 로제 / 주정강화 / 디저트
4. 인기상 : 현장 투표로 선정된 인기 와인
5. 최고의 한국 와인 : 한국에서 양조된 와인 중 최우수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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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NG SYSTEM

- 수상 와인에 한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상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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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니스트, 금메달 : 30만원 / 은, 동메달 : 10만원

대회 특전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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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와인 전문가와 한국 대표 소믈리에의 선택과 추천
- 수상 와인 오프/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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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와인의 로고 사용 비용은 아래와 같다.

D WIN

- 와인 페어 및 테이스팅 이벤트 개최
-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 레스토랑, 호텔, 바, 클럽 등 온트레이드 와인 시장에서의 와인 판매 향상

파이니스트 : 최우수 와인

- 수상 와인 실 부착으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상승

금 : 95-100점, 최우수 품질

- 미수입 브랜드의 효과적인 한국 와인 시장 진출 경로 개척

은 : 90-94.9점, 고급 품질
동 : 85-89.9점, 평균 이상의 품질

S

WINE AWARDS & FAIR

TIMELINE

ENTRY FEE

대회 일정

출품 및 참가비

HOW TO DISPLAY

페어 전시 방법

2월 26일 : 참가 신청 시작 & 어워즈 샘플 와인 접수 시작

와인 어워즈 및 페어 참가비는 다음과 같다.

- 참가업체는 2018년 4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와인을 준비하여 전시할 수 있다.

4월 11일 : 참가 신청 마감 & 어워즈 샘플 와인 접수 마감

국내에서 참가 시 : 참가비 50만 원(VAT 별도)

- 전시 및 시음 와인은 어워즈에 출품한 와인을 포함한 최대 15품목이 가능하다.

4월 27일 : 어워즈

해외에서 출품 시 : 출품비 $150

4월 30일 : 수상 와인 발표 & 와인 페어

해외에서 와인 페어 참가는 불가하며, 와인만 출품할 수 있다.

15품목 이상 전시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전시 및 시음 와인은 참가업체에서 준비하며 시음 와인 수량은 한 품목당 1~2병으로 제한한다.
- 참가업체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와인

출품비와 참가비는 계좌 이체 및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한다.
계좌 번호 : 기업 551-030231-04-013 예금주: (주)와인비전프레스
국내에서 참가 및 출품하는 업체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청구된다.

및 전시품 그리고 페어 공간에서 사용할 자료는 물론 해당 페어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참가업체는 2018년 4월 30일 상주 요원을 부스에 배치하여 페어의 성격과 맞는 와인을
전시 및 소개할 수 있다.
- 참가업체의 활동은 지정된 부스를 벗어날 수 없다.
- 페어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참가업체는 사전에 주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허락을 구해야 하며,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참가업체의 홍보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참가업체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HOW TO ENTER

출품 및 참가 접수

WHAT TO ENTER

페어 요건
전시 일자 : 2018년 4월 30일 / 13:00-19:00

‘코리아 소믈리에 와인 어워즈 앤 페어 2018’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홈페이지 : ksommwineawards.com
Step 1 : 어워즈 앤 페어 참가 신청서 작성
Step 2 : 어워즈 출품 와인 온라인 정보 기입
Step 3 : 어워즈 출품 와인 접수
Step 4 : 결제 기한까지 결제 완료

- 포도 혹은 포도즙을 사용하여 알코올 발효과정을 거쳐 만든 와인을
전시할 수 있다.

전시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279번지 110-126 (우) 03198,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 위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면서, 한 나라에서 생산되었으나 다른
나라에서 병입된 와인도 출품할 수 있다.
- 인공적인 과일 향이 첨가된 와인은 출품이 불가하다.
- 어느 나라에서든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와인이어야 한다.
- 와인은 한국의 주류법에 따라 원산지, 지역명, 용량, 알코올 함량, 생산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S

WINE AWARDS & FAIR

WHAT TO ENTER

어워즈 출품 요건

HOW TO SHIP

어워즈 출품 방법

- 주최 측은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와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 환급 규정 : 참가 신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에 취소하는 와인명과 회사명을

- 포도 혹은 포도즙을 사용하여 알코올 발효과정을 거쳐 만든 와인을 출품할 수 있다.

- 출품 와인 배송처

이메일로 보낸다. 출품 마감일 2018년 4월 11일 이전까지 취소해야 환급할 수 있다.

- 위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면서, 한 나라에서 생산되었으나 다른 나라에서

접수기간 : 2018년 2월 26일 ~ 4월 11일

출품 마감일을 넘긴 환급 요청은 불가하며, 와인 반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5길 12, 1층 (우) 06059,

신청자가 부담한다.

병입된 와인도 출품할 수 있다.

K-Somm Wine Awards & Fair 앞 +82 (0)10-3797-1855

- 인공적인 과일 향이 첨가된 와인은 출품이 불가하다.
- 알코올 도수가 5%를 넘지 않는 와인의 경우, 디저트 와인만 출품할 수 있다.
- 어느 나라에서든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와인이어야 한다.
- 출품된 와인은 총생산량이 600L(66케이스)가 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디저트와 주정강화 와인의 경우, 최소 450L(50케이스)가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과정이 끝나지 않은 와인은 출품할 수 없다.
- 와인은 한국의 주류법에 따라 원산지, 지역명, 용량, 알코올 함량, 생산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임시 레이블은 허용되지만, 최종 레이블과 신청서의 와인 정보가 같아야 한다.
- 출품된 와인은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와 같이 밀폐되어야 한다.
- 와인은 750mL 용량 병으로 출품할 수 있다. 단, 디저트나 주정강화 와인의 경우
250mL, 375mL, 500mL 용량 병으로 출품할 수 있다.

접수시간 : 월 ~ 금, 10:00 am-6:30 pm
* 위의 시간까지 최종 접수되지 않은 와인은 출품 와인에서 제외된다.

WINE PRICING

어워즈 출품 와인 가격정책

- 출품 와인은 한 품목당 750mL 병으로 4병, 혹은 이에 상응하는 용량을 250mL, 375mL,
500mL 병으로 보낸다. 출품 와인은 예선과 결선 심사, 사진 촬영, 그리고 시상 품목
카테고리별 재심사에 사용된다. (해외에서 출품하는 와인은 한 품목당 6병)
- 어워즈에 출품할 수 있는 와인은 최대 15품목이며, 15품목 이상 출품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출품된 와인의 상자에는 영문 혹은 국문으로 “코리아 소믈리에 와인 어워즈 앤 페어

- 국내 수입사나 와이너리의 경우, 저가 (4만 원 미만), 중가 (4만 원 이상~7만 원
미만) 중고가 (7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 고가 (10만 원 이상), 이상 4개
카테고리 중 출품하는 와인이 해당되는 카테고리(권장소비자가격 기준)를
선택하여야 한다.
- 해외 와이너리나 에이전시의 경우, 출품하는 와인의 병당 Ex-Cellar나 FOB

2018 - 비매품 샘플”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와인 정보 기입과 결제가 확인된 후 주최

(Free On Board) 가격을 기입하여야 한다. 가격은 6개 혹은 12개들이 케이스

측에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확인 여부를 전송한다.

가격이 아닌, 한 병당 Ex-Cellar/FOB 가격이어야 한다.

- 모든 통관, 배송, 세금 관련 비용은 와인을 접수하는 참가자가 지급한다.
해외에서 배송되는 와인의 경우, 가격 조건은 DDP(Delivery Duty Paid)로 한다.
그러므로 수입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이용하는 운송업체에 제공되어야 한다.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서류에 모든 운송료, 상품 도착 허가증, 창고 임대료, 관세 등의
비용은 모두 참가자가 선급한다고 표기한다. 참가자가 세관 통관 및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완불하지 않을 시, 와인의 반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 주최 측은 발송된 와인의 배송추적에 대한 책임이 없다.
- 발송된 와인이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다.
와인 배송, 참가 신청서 접수, 참가비 결제가 마감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때는 대회에

- 와인의 가격 정보는 심사를 위해 사용될 뿐이며, 주최 측 외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 출품될 당시 와인의 가격 정보는 실제/예상되는 소비자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할인이나 프로모션 가격이 아니어야 한다.
- 제시된 가격은 대회 결과가 발표된 후, 6개월 동안 유효한 가격이어야 한다.
출품될 당시에 명시된 와인의 가격정보와 실제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클 경우
에는 트로피 수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단,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통관비용, 세금, 운송비의 경우에는 예외)

참가할 수 없으며 환급이 불가하다.
- 와인의 이상 없는 통관 절차를 이행하여 주최 측으로 접수되는 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와인을 발송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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