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떼밀리옹의 포도원에 내려 앉은 Le Dragon de Quintus 
 
(생떼밀리옹, 프랑스 2015 년 4 월 30 일 PRNewswire=연합뉴스) Le Dragon de 
Quintus 는 뛰어난 Chateau Quintus 포도원의 아주 멋진 상징이자, Chateau 
Quintus 가 두 번째로 출시한 와인 이름이다. Chateau Quintus 는 신화 속 동물인 용의 
이미지에 걸맞게 인상적이면서도 위엄있는 조각상으로 Le Dragon de Quintus 를 
기념했다. 이 조각상은 Quintus 의 예전 Tour de Guet 자리에 설치됐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510151-chateau-quintus-le-dragon-
de-quintus/  
 
Chateau Quintus 는 생떼밀리옹 마을을 지키고자 감시탑을 세웠던 곶에 들어서 있는데, 
이 곳에서 포도원 이름을 따왔다. Chateau Quintus 라는 이름은 또한 이곳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보물인 진정으로 뛰어난 테루아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서구 신화에서 용은 아주 지능적인 동물이자 놀라운 시력을 가진 보호자로 묘사된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경관이 내려다보이는 이 멋진 테루아르의 수호신인 용은 Chateau 
Quintus 의 역사에 뿌리 내린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Chateau Quintus 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용을 선택했으며, Chateau Quintus 의 두 번째 와인에 용이 들어간 이름을 
붙였다. 더불어 Chateau Quintus 부지 중앙에 용 조각상도 세웠다. 마치 용이 원래 제 
서식지를 찾아 가듯이 말이다.  
 
Quintus SAS 와 Domaine Clarence Dillon 의 사장인 룩셈부르크 로버트 왕자가 
구상하고, 유명한 동물 조각가인 Mark Coreth 가 만든 Le Dragon de Quintus 는 
앞으로 영원히 Chateau Quintus 의 운명을 지켜보고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Quintus 의 상징은 생떼밀리옹이 소중히 여기는 또 다른 전령인 동물 황금 표범도 
상기시킨다. 은검을 휘두르는 황금 표범은 생떼밀리옹 마을의 방패에도 들어가 있다.  
 
Le Dragon de Quintus 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약 4 년이 걸렸다. Le Dragon de 
Quintus 는 그 규모로 볼 때 용을 주제로 한 청동 조각상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이 
조각상은 높이가 4.5m, 너비가 6m 이상, 높이가 약 3m, 무게가 2 톤에 달한다. 아름다운 
East Bohemia 에 위치한 작은 마을 Horni Kalna 에 있는 HVH 주조 공장에서는 로스트 
왁스 기법(lost wax technique)을 동원해 청동 조각상을 주조했다. Mark Coreth 는 Le 
Dragon de Quintus 의 크기, 형태 및 날개 위치 등을 구상할 때 비행조종사로 일한 
경험을 동원해여 상상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Le Dragon de Quintus 는 청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하늘을 날았을 지도 모른다.  
 
“Quintus 를 위해 용을 만드는 모험에 4 년이 소요됐다.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그리면서 천천히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완성된 작품으로 
발전시켰다. Le Dragon de Quintus 는 다른 이미지나 전통을 참고하는 대신, 나와 
로버트 왕자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여행을 다니며 현장에서 야생 동물을 
조각하던 풍부한 경험을 결집시켜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출처: Domaine Clarence Dill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