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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21은 와인 생산자, 수입/유통사, 소매점
그리고 소비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Biz. Enabler 입니다.

와인21은 새로운 와인 비즈니스를 끈임없이
개발하여 와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확산하는데
큰 영향력을 지닌 선두주자입니다.

와인21은 1998년부터 쌓아온 방대한 와인
데이터베이스와 비즈니스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고객사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중개 서비스

최고의 와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수
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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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와인21 소개

웹사이트

ON & OFF
프로모션

브랜드
홍보 & 광고

비즈니스
컨설팅

전시회
& 세미나

DB
콘텐츠

와인
미디어

‘와인21’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의 와인 솔루션 제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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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21은 뉴스와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와인 전문 미디어입니다.

와인21미디어_winenews.co.kr

웹 모바일

Contents Service

와인 미디어

와인21미디어는 다년간 쌓아온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와인 뉴스와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모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와 파트너사에게 제공합니다.

국내, 
해외 뉴스

시음회 와인 검색 생산지역 와인 Poll

칼럼 디너
맥주 &

주류 검색
생산자

구인/구직
안내

브랜드
스토리

판매행사 이달의 와인 품종/재료 자유게시판

푸드 &
다이닝

기타 와인21추천 용어사전

샵 &
레스토랑

수입/판매처 와인상식

비즈니스
정보

주류상식

뉴스 이벤트 검색 정보 플라자

4
매주 30~40건 업로드

문의 &
오류 신고



와인21은 방대한 와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와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인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제휴사

와인21은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90% 이상의
와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국내 최고의 포탈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도
제공하며, 모바일과 웹사이트 검색 기능으로
어디서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ontent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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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옵션 상세설명

생산지역 와인이 생산되는 국가 또는 세부지역

생산자/와인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 또는 와인

포도 품종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

가격 국내 수입사에서 제공하는 권장소비자가격

수입사 국내에서 와인을 유통하는 수입사

추천
그랑 크뤼 컬렉션, 상황별 추천 와인, 와인과 음식 페어링, 테마가
있는 와인, 음식 매칭, 베스트셀러, 신규 와인, 평점이 좋은 와인 등
의 추천 와인 정보

판매처 와인샵, 마트, 백화점, 레스토랑 & 바, 아울렛 등 판매처 정보



와인21은 대한민국 No.1 와인 포탈사이트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다양한 마케팅 플랫폼
으로 광고 및 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및 DM 서비스

와인21은 광고 및 DM 서비스로 고객사의 브랜드를
소비자와 와인업계전문인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와인21은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 파티, 전시회, 
세미나, 교육 행사를 주최/주관하여 와인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판매 촉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노출

와인21에 등록된 다양한 콘텐츠는 와인21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채널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각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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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광고



와인21은 국내 대규모 와인 전시회와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와인 전문인을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인전시회’를 주관하면서
쌓아온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인21은 국내 와인수입사, 와인샵, 호텔, 레스토랑, 바 그리고 와인 & 음식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분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와인 전시회 & 시음회

와인21은 수년간 전세계 주요 와인 전시회 및
테이스팅 행사를 주관하면서 성공적인 행사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와인 세미나 & 마스터 클래스

와인21은 와인 세미나, 마스터 클래스 및
컨퍼런스를 통해 와인 문화 확산의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Event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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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전시회 & 세미나



심플리 이탈리안 그레이트 와인즈 (2006~현재) 

감베로 로쏘 TOP 이탈리안 와인즈 로드 쇼 (2011~현재) 

2006년 이탈리아 프리미엄 와인 단체인 ‘그란디 마르키’가
국내에 TOP 브랜드를 알렸고, 현재는 IEM이 주최하는
‘심플리 이탈리안 그레이트 와인즈’ 로 다양한 이탈리아
와인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감베로 로쏘는 매년 서울에서 ‘TOP 이탈리안
와인즈 로드 쇼’를 개최하며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와인전시회로 큰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와인21이 국내에서 주관한 대표적인 B2B 행사입니다.

오리건 & 워싱턴주 와인 쇼 (2013~현재) 

2013년부터 노스웨스트 와인 협회(오리건과 워싱턴주)는
매년 서울에서 와인 전시회, 세미나 및 네트워킹 디너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와인21이 주관한 주요 와인 행사 (2001~현재)   

· BIVB주최하는 부르고뉴 와인 전시회 및 세미나
· 스페인 와인 전시회 및 세미나
· 뉴질랜드 와인 전시회 및 세미나
· 그리스 와인 전시회 및 세미나
· 호주 와인 전시회 및 세미나
· 그 밖에 소규모의 B2B 테이스팅 행사 등

Event Professional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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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주요 이벤트



와인 테이스팅 & 교육

와인 페스티벌 & 파티

와인 판매 이벤트

와인 메이커스 디너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와인장터
‘와인벼룩시장’을 기획하여 와인의 유통 활성화 및 국내
와인 문화의 대중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1999년, 최초의 와인메이커스 디너 개최한 선도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와인 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와인 테이스팅 및 교육 행사를
주관하면서 한국 와인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최초의 보졸레 누보 파티를 시작으로 다수의
와인 페스티벌 및 파티를 주최/주관하고 있습니다.

와인21은 국내 와인 산업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1999년 최초의 와인 파티
와 와인메이커스 디너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왔으며, 그 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된 운영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vent Professional 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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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파티 & B2C 이벤트



와인21은 포토 컨테스트, 숨은 와인 보물을 찾아라, 와인21 품질보증시스템, 인플루언서
와인시음단 운영, 유튜브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고객사의 브랜드를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vent Professional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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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컨테스트 이벤트

온라인 참가 이벤트로 와인21과 소셜미디어 공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와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
하는 서비스입니다.

‘숨은 와인 보물을 찾아라’ 이벤트

한국 와인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가성비 좋은
와인을 찾아 소개하고 판매로 연결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최고의 가성비 와인 품질 보증시스템 – 와인21개런티

와인전문가들이 모여 와인의 품질을 평가하여 90점 이상의
와인에만 ‘Wine21 Guarantee’ 스티커를 발급하여 와인
품질을 보증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만족스러운 퀄리티의
와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와인시음단 운영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를 구성한 후 중.단기
시음단 프로그램을 통해 와인을 맛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생한 시음 후기를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공유하여
해당 브랜드를 알리는 서비스 입니다.

온라인 & 소셜미디어 프로모션

유튜브 영상 촬영

주제에 맞는 추천 와인을 선정하여 와인에 대한 설명과
음식 매칭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
튜브를 통해 노출하는 서비스 입니다. 



와인21은 와인 산업에 대한 시장 조사 및 분석 후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기업고객에게
미래 성장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장 조사

전문 시장 조사 업체가 작성한 리포트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특정 항목의 추가 조사 및 전략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맞춤형 시장 조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와인21은 와인 시장 조사, 분석, 전망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n-demand 시장 조사 & 컨설팅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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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분석



와인21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툴을 소정의 연회비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문의 02.2231-4901 / best@wine21.com

소매업체

(와인샵
& 

레스토랑)

• 와인 상세정보 코너에 판매처 상호 및 연락처 노출

• 판매 관련 홍보 기사 및 이벤트 노출

• 샵 & 레스토랑 코너에 판매처 소개글 노출

• 와인21 주최 ‘와인판매행사’ 참여 자격 부여

• 와인21 공식 소셜미디어에 추가 홍보 지원

수입업체

(유통사)

• 와인 등록 및 업데이트

• 수입사 페이지 제공(관리자 페이지 포함)

• 홍보 기사 및 이벤트 노출

• 직/간접적인 홍보 지원

• 와인21 ‘추천와인/시즌별와인/이달의 와인’ 선정 대상

• 와인21 공식 소셜미디어에 추가 홍보 지원

생산자

(와이너리)

• 와인 등록 및 업데이트

• 와인 뉴스 코너에 와이너리 및 브랜드 소개

• B2B 와인 전시회 & 세미나 대행

• B2B & B2C 시음회 및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대행

• 프로모션 활동 지원

Membershi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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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 제휴사 서비스



History &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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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조선비즈 주최 ‘대한민국 주류대상’ 공식 파트너사로 와인부문 심사 주관

· B2B 테이스팅 / 세미나 / 교육 행사 주관
* 감베로 로쏘 TOP 이탈리안 와인 로드 쇼 – 이탈리아

* 심플리 이탈리안 그레이트 와인즈 - 이탈리아

* 보르사 비니 & 남부 수출 프로젝트 II - 이탈리아

* 언익스펙티드 이탈리안 와인전시회 - 이탈리아

* WTFood Expo 이탈리안 와인전시회 - 이탈리아

* 리아스 바이사스 아시아 로드 쇼 - 이탈리아

* 스페인 카스티야 라만차 와인 아시아 로드 쇼 - 스페인

* 워싱턴주 와인전시회 - 미국

2020(진행중)

· 조선비즈 주최 ‘대한민국 주류대상’ 공식 파트너사로 와인부문 심사 주관

· 와인전문인 대상 ‘퍼시픽 노스웨스트 와인 전문가 인증 교육 과정’ 주관

· 인공지능 와인 추천 서비스 ‘SK Nugu’ 제휴

2018

· Kdata로 부터 ‘굿콘텐츠서비스’ 인증서 취득

· 조선비즈 주최 ‘대한민국 주류대상’ 공식 파트너사로 와인부문 심사 주관

· 네이버에 제공하는 와인콘텐츠 업그레이드

· B2B 테이스팅 / 세미나 / 교육 행사 주관
* 감베로 로쏘 TOP 이탈리안 와인 로드 쇼 - 이탈리아

* WTFood Expo 이탈리안 와인전시회 - 이탈리아

* 스페인 카스티야 라만차 와인 아시아 로드 쇼 - 스페인

* 호주 프리미엄 와인 테이스팅 트레이딩 쇼 - 호주

* 워싱턴주 와인전시회 - 미국

* 그리스 와인 전문가 인증 교육 프로그램 -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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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일반 소비자와 와인 전문가 대상 ‘테스코 파이니스트‘ 이벤트 주관

· 조선비즈 주최 ‘대한민국 주류대상’ 공식 파트너사로 와인부문 심사 주관

· 한국 와인 시장 조사 세미나 ‘한국 와인의 미래 2017’ 주최

· B2B 테이스팅 / 세미나 / 교육 행사 주관
* 감베로 로쏘 탑 이탈리안 와인 로드 쇼 – 이탈리아

* WTFood Expo 이탈리안 와인 전시회 - 이탈리아

* 스페인 카스티야 라만차 와인 아시아 로드 쇼 - 스페인

* 호주 프리미엄 와인 테이스팅 트레이딩 쇼 - 호주

* 미국 노스웨스트 와인 & U.S. 푸드 쇼 - 미국

* 이스라엘 대사관 주최 ‘이스라엘 와인 테이스팅’ - 이스라엘

2016

· ‘US 푸드 아시아 셰프 챌린지’ 한국 대회 주관

· 조선비즈 주최 ‘대한민국 주류대상’ 공식 파트너사로 와인부문 심사 주관

· 와인 앱 ‘와인그래프’와 와인 콘텐츠 파트너십 체결

· B2B 테이스팅 / 세미나 / 교육 행사 주관
* 감베로 로쏘 TOP 이탈리안 와인 로드 쇼 – 이탈리아

* 심플리 이탈리안 그레이트 와인즈 - 이탈리아

* 미국 노스웨스트 와인 & U.S. 푸드 쇼 - 미국

* 호주 와인 그랜드 테이스팅 - 호주

* 엔터프라이즈 그리스 주최 ‘그리스 와인 데이’ 주관 - 그리스

2015

· 네이버에 제공하는 와인 콘텐츠 업그레이드

· 조선비즈 주최 ‘대한민국 주류대상’ 공식 파트너사로 와인부문 심사 주관

· B2B 테이스팅 / 세미나 / 교육 행사 주관
* 감베로 로쏘 탑 이탈리안 와인 로드 쇼 – 이탈리아

* 스페인 와인 전시회, 럭셔리 스페인 와인 – 스페인

* 오리건 & 워싱턴주 와인 전시회 - 미국

* 호주 와인 테이스팅 - 호주

* 뉴질랜드 와인 페어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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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일반 소비자와 와인 전문가 대상 ‘테스코 파이니스트‘ 이벤트 주관

· ‘남프랑스 그랑 크뤼‘ 갈라 디너와 세미나 주관

· 조선비즈 주최 ‘대한민국 주류대상’ 공식 파트너사로 와인부문 심사 주관

· 한국 와인 시장 조사 세미나 ‘한국 와인의 미래 2014’ 주최

2013

· 일반 소비자와 와인 전문가 대상 ‘테스코 파이니스트‘  이벤트 주관

· ‘감베로 로쏘 TOP 이탈리안 와인 로드 쇼’ B2B 테이스팅 및 세미나 주관

· ‘오리건 & 워싱턴주 와인 전시회’ B2B 테이스팅과 세미나 주관

· 한국 와인 시장 조사 세미나 ‘한국 와인의 미래 2013’ 주최

2012

· ‘감베로 로쏘 TOP 이탈리안 와인 로드 쇼’ B2B 테이스팅 및 세미나 주관

· ‘토스카나 와인 테이스팅과 소믈리에 콘테스트’ 주관

· ‘에노테카 코리아 B2B 테이스팅 행사’ 주관

· 일반 와인 소비자 대상 ‘헨켈 포토 콘테스트’ 주관

2011

· ‘홈플러스 와인 페어’ 주관 (2천명 대상)

· ‘심플리 이탈리안 그레이트 와인즈’ B2B 테이스팅 및 세미나 주관

· ‘Opendoctors.net’ 과 콘텐츠 제휴

· ‘네이버’와 와인 라벨 인식 검색 서비스 운영 및 업데이트 진행

2010   

· ‘네이버’와 와인 라벨 인식 검색 서비스 제휴

· ‘한국소비자원’ 시장 조사 서비스 실시

· ‘다음’과 와인 검색 서비스 업무 체결

· ‘Chosun.com’과 와인 뉴스 콘텐츠 제휴

· ‘Wine21’ 스마트폰 모바일 앱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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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프랑스 와인 전시회 ‘프랑스 와인으로의 여행’ 미니 엑스포 주관

· KTF와 모바일 와인 정보 서비스 콘텐츠 제휴

History &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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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MSN’과 와인 콘텐츠 제휴

· ‘스포츠 서울’과 뉴스 콘텐츠 제휴

· 와인21 최성순 대표 – 와인 입문자 가이드북 ‘와인공감’ 출판

· ‘비니탈리 코리아’ 주관

· ‘그란디 마르키’ 테이스팅, 세미나 및 갈라 디너 주관

2008

· 통신사 KT와 모바일 와인 웹 포탈 서비스 런칭

· 와인아울렛라빈에서 ‘와인벼룩시장’ 주최

· 인터 보졸레 주최 ‘보졸레 누보 파티’ 주관

· ‘그란디 마르키’ 테이스팅, 세미나 및 갈라 디너 주관

2007

· AT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와인벼룩시장’ 주최 (3만명 참가) 

· ‘프랑스 와인 세계 여행’ 테이스팅 주관

· ‘그란디 마르키’ 테이스팅, 세미나 및 갈라 디너 주관

· 국내 최대 와인 DB ‘winesearcher.co.kr’ 런칭

· ‘네이버’와 와인 검색 서비스 업무 체결

2006

· 한국 주류 수입 협회 주최 ‘서울 국제 주류 박람회’ 세미나 주관

· ‘프랑스 와인 세계 여행’ 테이스팅 주관

· ‘월드 와인 & 재즈 페스티벌’ 주최

· ‘그란디 마르키’ 테이스팅, 세미나 및 갈라 디너 주관

· TV 프로그램 ‘와인 & 재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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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최초의 ‘와인메이커스 디너’ 주관

2004

· 서울 와인 엑스포 기간 중 ‘와인 마켓 컨퍼런스’ 주관

· 남프랑스 와인 주최 ‘프랑스 지중해 와인과의 만남 미니엑스포’ 주관

· 서울 플라자 호텔 와인 레스토랑 마케팅 분야 컨설팅 수행

· CWI 캘리포니아 주최 ‘캘리포니아 미니 와인 엑스포’ 주관

· 보졸레 협회 주최 ‘한강 선상 보졸레 누보 축제’ 주관

· 국내 첫 ’55 보르도 그랑 크뤼 갈라 디너’ 주관

· ‘캘리포니아 와인 가이드북’ 출판 기획 및 제작

2003

· SK텔레콤 – PDA 와인 콘텐츠 제공

· ‘월드 와인 & 재즈 페스티벌’ 주최

· 수입사와 유통사 대상 멤버십 서비스 런칭

· 노보텔 앰버서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내 와인바 컨설팅

· 와인21닷컴 직영 회원제 와인바 ‘샤또21’ 강남 신사동 오픈

2002

· ‘정기 와인 아카데미’ 진행 – 그랜드 힐튼 서울

· ‘월드 와인 & 재즈 페스티벌‘ 주최 (1500명 참가) 

· 정기적인 와인 파티 주관

· PDA 서비스 개시 – Ihandigo

2001

· ‘보졸레 누보 축제’ 공동 주관 및 다양한 와인행사 주관 (1400명 참가)

· ‘Wine21.Com’ 유한 회사 설립

2000

· ‘LG 019 와 함께한 화이트데이 와인 페스티벌’ 주관

· 목동 백화점 ‘크리스마스 와인 할인 행사’ 주관

· ‘보졸레 누보 축제’ 국내 최초 주관

1998

· 베스트 와인샵 & 와인뉴스 (www.wineshop.co.kr) 설립



■ 뉴스 & 콘텐츠 ■ 홍보 & 광고 ■ 컨설팅
전화: 02-2231-4901 이메일 : best@wine21.com 

포탈사이트 & 미디어

수입사 / 유통사

협회 / 기관 / 기타 (국내)

협회 / 기관 / 기타 (해외)

한국수입주류협회(Korea Wines & Spirits Importers Association) / 한국소믈리에협회
(Sommelier Association of Korea) / 조선비즈-대한민국주류대상(Chosun Biz(News Media) / 
WSA와인아카데미(Wine & Spirit Academy) / 라인메쎄 (Rhein Messe) / 서울 푸드 & 호텔(Seoul 
Food & Hotel) / 이탈리아무역관(Italian Trade Commission) / 미국농업무역관(USATO) / 호주무
역관(Australian Trade Commission) / 스페인대사관경제상무부(Spain Embassy Commercial 
Dept.) / 기타

올월드(ALLWORLD, UK) / Exposeo Group(France) / 엔터프라이즈 그리스(Enterprise 
Greece) / 감베로 로쏘(Gambero Rosso, Italy) / 그란디 마르키(Grandi Marchi, Italy) / 아이이
엠(IEM, Italy) / IPEX / 오리건 와인(Oregon Wine, USA) / 소펙사(SOPEXA, France) / Union 
des Grands Crus de Bordeaux(France) / UBI France(France) / 워싱턴주 와인(Washington 
State Wine, USA) / 기타

와인 생산자와 단체

와인21은 와인 콘텐츠, 프로모션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고객사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Partners &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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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Dep1=gnb&Dep2=menu&Dep3=logo


www.Wine21.Com   I   전화: 02.2231.4901   I   팩스 : 82.2.6008.4903   I   이메일: best@wine21.com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http://www.wine21.com

http://blog.naver.com/wine21com

https://www.instagram.com/wine21.com_korea 

https://www.facebook.com/wine21 

https://www.youtube.com/user/wine21com 

▪ 와인 콘텐츠 & 미디어

▪ 와인 전시회 & B2B 컨설팅

▪ 온/오프 프로모션 & 광고 서비스

S P E C I A L I Z E D   I N 

http://www.wine21.com/
http://blog.naver.com/wine2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