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âteau La Mission Haut-Brion 지하저장고로부터 직접 판매, 10월 19일 뉴욕 

소더비에서 1세기 동안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려온 와인이 사상 처음으로 단일 저장고 

판매로 나온다 
 

(파리 2016년 10월 11일 PRNewswire=연합뉴스) Domaine Clarence Dillon의 회장 

겸 CEO인 룩셈부르크 로버트 왕자는 “이들 와인 병에서 수많은 오랜 친구, 수많은 전설, 

그리고 너무나도 진귀해서 지금까지 맛볼 기회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와인을 본다”고 말했다.  
 

 

유명 와인 비평가 로버트 파커는 La Mission에 9차례나 100점 만점을 줬다. 이는 

보르도의 유명 샤토 중 최고의 점수다.  
 

2012년 9월 3일, 로버트 파커는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와인 중 가장 많은 

것은 La Mission Haut-Brion”이라며 “La Mission은 가장 일관성이 뛰어난 와인 중 

하나임은 물론, 가장 훌륭한 와인 중 하나로 오랜 세월 인정받아 왔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보르도의 6번째 First Growth로 보고 있는 가운데, 와인 

수집가들이 이 독특하고 진귀한 와인을 확보할 기회가 마련된다. 
 

소더비 와인 국제 책임자 Jamie Ritchie는 “비평가, 소비자 및 무역 지수를 근거로 

보건대, La Mission은 First Growth에 버금간다”며 “사실 La Mission은 ‘6번째 

First Growth’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와인 전문가들은 다양한 

Château La Mission Haut-Brion 빈티지를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급 와인 거래소 Liv-Ex도 2009년부터 보르도 와인 재분류표에서 Chateau La 

Mission Haut-Brion을 6번째 First Growth 로 발표해왔다.  
 

2015년 7월 14일, Liv-Ex는 “Liv-Ex가 자체적인 분류표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며 “La Mission Haut-Brion은 매번 First Growth로 인정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경매에서는 처음으로 오직 La Mission 와인에만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식별력 있는 수집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귀하고 고급스러운 와인, 즉 Chateau Laville 

Haut-Brion과 Château La Mission Haut-Brion Blanc을 확보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두 화이트 와인은 매년 500상자만 생산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경매에서는 입찰자가 뉴욕 시의 자선 프로그램에 기부할 기회도 

제공한다. 비영리단체 GOSO(Getting Out and Staying Out)를 지원하는 자선 상품은 

파리 중심에 있는 Domaine Clarence Dillon 의 새로운 고급 레스토랑 Le Clarence 

식사권과 더불어 6인용 Château La Mission Haut-Brion 방문 & 점심식사 티켓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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