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iole Vineyards – McLaren Vale
콜리올 빈야즈 – 맥크라렌 베일

• Estate는 Adelaide 남쪽 차로 한 시간 거리의 McLaren Vale 경사면에 위치

• 1967년 Hugh & Molly Lloyd에 의해 설립

현재 2세대인 Mark Lloyd와 Paul Lloyd가 운영 (Family Owned Estate)

• 1860년 세워진 Farmhouse는 지금도 가든과 셀러도어의 중심건물로 사용 중

• 포도밭은 1919년에 조성 - Shiraz 60% (콜리올의 가장 중요한 품종)

※ 쉬라즈는 McLaren Vale에서 150년 전부터 재배됨

• 토양의 80%는 Terra Rossa (단단한 석회암위에 깊이가 얕은 붉은갈색 토양)

특히 레드와인에 짙은칼라와 장기숙성이 가능한 튼튼한 구조감과 골격 제공

• Winemaking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

- 레드와인은 대부분 스테인레스스틸 탱크 또는 오래된 콘크리트 탱크에서

Open Fermentation, Hand Plunge로 발효

- 대부분의 와인 특히 Redstone Shiraz는 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Old French Oak통에서 숙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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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raz, Cabernet을 잘 만드는 McLaren Vale의 가족경영 와인 생산자

Classic Estate ReserveCellar Door Only



콜리올 레드스톤 쉬라즈
Coriole Redstone Shiraz

특징

수상내역

• 와이너리
• 국가
• 지역
• 포도품종

Coriole

호주
남호주, 멕크라렌 베일 100%

쉬라즈 100%

• 타입
• 알코올
• 용량
• 숙성

레드
14.5%

750ml

12개월 프렌치오크통

SWEETNESS BODY
DRY SWEET LIGHT FULL

❖ 2015 빈티지 – Winefront 91점, James Halliday 93점
❖ 2016 빈티지 – RQWS 은메달, Royal Melbourne Wine Show 은메달

Winestate 4.5 stars

콜리올 레드스톤 쉬라즈

Tasting Notes 

• 레드스톤은 멕크라렌 베일 지역에 풍부한 광석으로 토양과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음.
• 레드스톤 쉬라즈는 3곳의 포도밭에서 난 쉬라즈를 사용함으로 와인에 다양한 맛을 더 해 줌.
• 12개월 프렌치오크통 숙성으로 탄탄한 구조감과 균형 잡힌 맛을 선사함.
• 10년 이상 보관 가능.

• 진한 진홍색 칼라에 생기있는 붉은 과일, 보이즌베리, 블랙베리향들이 조화를 이룸.
• 입 안을 감싸는 붉은 자두, 오디, 말린 허브 그리고 향신료의 아로마와 함께

부드럽고 균형잡힌 탄닌과 섬세한 오크향은 이 와인에 다양한 풍미와 긴 여운을 제공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