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두바이 Le Clos, Grange 와인 60 년 역사 담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독특한 Grange 와인 컬렉션 출시 
 
-- 지금까지 만든 모든 빈티지를 포함하는 유일한 컬렉션, 가격은 AUD 660,000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4 년 11월 6 일 PRNewswire=연합뉴스) 세계의 교차로 
두바이국제공항에 위치한 고급 와인과 럭셔리 스피릿 소매점 Le Clos 에서 가장 완전하고 
독특한 Penfolds Grange 컬렉션을 AUD 660,000 에 판매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86-le-clos-australian-wine-
in-dubai/ 
 
Le Clos 는 이들 빈티지를 소싱하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호주 와인 역사 60 년을 61 개 
병으로 승화시켰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매우 진귀한 Grange 1953 Cabernet Sauvignon: 전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숨은 빈티지’: 1957, 1958, 1959 
- 세계에서 최상급으로 여겨지며, 수상 경력이 있는 빈티지: 1955, 1976, 1990, 2008  
- 가장 최근으로는 Penfolds Grange 연속 60 회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달 출시된 
2010 Penfolds Grange  
 
Penfolds Grange 생산자들은 Penfolds 수석 와인메이커 Peter Gago 를 통해 6 개 
빈티지를 다시 봉하는 등, 이번 컬렉션을 보증하기 위해 Le Clos 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Le Clos 는 완전한 수집가 세트의 일환으로 최종 구매자가 온전한 빈티지 체인에 감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판매 제안을 물론 구매자가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빈티지 두 개를 10 년 
단위로 출시했다.  
 
Le Clos 와인 담당자 Oliver Dixon 은 “자사는 고객에 대한 큰 열정을 바탕으로 이 
컬렉션을 만들었다”라며 “자사는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독특한 Grange 세트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두바이로 여행을 오거나 두바이를 경유하는 와인 
애호가들과 팬들에게 이토록 진귀한 와인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Penfolds 수석 와인메이커 Peter Gago 는 “Le Clos 가 Penfolds Grange 빈티지 역사 
60 년을 61개 병으로 승화시키고, 세계의 교차로 두바이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니 기쁘기 
그지 없다”면서 “진귀하고 독특한 제품을 출시하는 확고한 업체로 명성을 쌓은 Le Clos 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Penfolds Grange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말했다.  
 
Le Clos 는 Emirates Group 자회사 dnata, Skycargo 및 Freightworks 와 협력해 
1 만 2 천 km 떨어진 두바이의 새로운 매장으로 운송했다. 운송 과정에서는 온도를 조절하여 
보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Le Clos 는 매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보석’을 
전시하기 위해 온도가 조절되는 맞춤 설치 장비를 만들었고, 고객들이 여가 시간, 공항 
또는 온라인에서 자사 웹사이트 http://www.leclos.net 를 통해 Grange 의 역사와 
이야기를 자세하기 살펴볼 수 있도록 영상과 마이크로사이트도 제작했다. 
 
출처: Le Clos 
 
 
 



The World's Most Complete and Unique Collection of Grange Wine Spanning 
60 Years is Launched by Le Clos in Dubai 
 
-- The only collection covering every vintage ever produced is now 
available for sale at AUD 660,000  
 
DUBAI, UAE, November 6, 2014/PRNewswire/ -- The most complete and unique 
collection of Penfolds Grange ever to be retailed is now available for 
AUD 660,000 at the fine wine and luxury spirits retailer Le Clos, 
situated in Dubai International airport at the crossroads of the world. 
 
To view the Multimedia News Release, please click: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86-le-clos-australian-wine-
in-dubai/ 
 
Using its expertise to source these vintages, Le Clos curated 60 years of 
Australian wine history in 61 bottles, which includes; 
 
- the extremely rare Grange 1953 Cabernet Sauvignon, of which there are 
believed to be only a handful in the world  
- the 'hidden vintages'; 1957, 1958 and 1959  
- award-winning vintages considered amongst the best in the world; 1955, 
1976, 1990 and 2008  
- the most recent 2010 Penfolds Grange launched last month to mark the 
60th consecutive release of the wine  
 
The makers of Penfolds Grange have worked closely in collaboration with 
Le Clos to certify the collection, including the re-corking of six 
vintages by Penfolds Chief Winemaker Peter Gago.   
 
Le Clos has created an innovative proposition for sale, allowing the 
eventual buyer to admire the unbroken chain of vintages as part of a 
complete collector's set, as well as an additional two vintages from each 
decade, for them to taste and enjoy. 
 
Oliver Dixon, Head of Wine at Le Clos commented: "The fact that we are 
hugely passionate about our customers has been the real driver in 
creating this collection. At Le Clos we are incredibly proud to have 
collated what is the most complete and unique Grange set in the world. We 
are excited to bring something so rare to wine lovers and enthusiasts 
travelling to and through Dubai." 
 
Peter Gago, Chief Winemaker, Penfolds added: "We are delighted that Le 
Clos has curated the complete 60 years of Penfolds Grange vintages, which 
comprises 61 bottles, and has now made it available to buy at the 
crossroads of the world in Dubai. With an established reputation for 
bringing rare and unique products to market, Le Clos is an ideal location 
to bring the Penfolds Grange story to global consumers." 
 
Le Clos transported the wine collection with meticulous care in climate 
controlled storage, 12,000km to its new home in Dubai, working in 
partnership with Emirates Group companies' dnata, Skycargo and 
Freightworks. The retailer has created a bespoke, climate controlled 
installation designed to display its 'jewel in the crown' in-store, with 
a video and microsite which details the historical timeline and story of 
Grange for customers to enjoy at their leisure, in the airport or online 
via the Le Clos website http://www.leclos.net. 
 



Source: Le Cl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