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캘란 레드컬렉션,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 달성 

 

- Macallan Boutique By Le Clos에서 순조롭게 출발 

- 두바이 국제공항(DXB)에 위치한 Le Clos, 놀랄 만한 맥캘란 레드컬렉션 출시를 기념하며, 미화 

2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 

- Le Clos 역사상 최고의 출시 캠페인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맥캘란(Macallan)과 Le Clos가 Macallan Boutique by Le Clos에서 레드컬렉션(Red Collection)을 

공개하고자 손을 잡았다. 이를 통해 Le Clos는 맥캘란의 주요 국제 소매업체로서 자사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번 출시 기간의 매출은 미화 200만 달러를 넘었으며, 국제 및 두바이 수집가들은 

글로벌 공개 후 수 시간 이내에 할당량을 확보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829251-macallan-red-collection-takes-off/  

 

Macallan Boutique by Le Clos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을 이어갔다. 신속하게 

변화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가능한 경우 온라인 매장(www.leclos.net/themacallan)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도 절감했다. Le 

Clos와 맥캘란은 온라인 매장과 직거래 캠페인을 통해 매우 힘든 시기에도 높은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Edrington Global Travel Retail 지역 상무이사 Jeremy Speirs는 "레드컬렉션을 위해 이토록 놀라운 

위스키 라인을 큐레이팅한 만큼, Le Clos는 맥캘란 매장에서 출시와 더불어 스토리에 생명을 

불어넣을 선별된 소수의 소매업체 중 하나가 됐다"라며 "Le Clos는 고급 증류주 소비자에 대한 

최상의 이해도와 맥캘란의 최고급 인기 제품 출시를 지원해온 기록을 바탕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진정한 권위자가 됐고, Le Clos 매장은 필수 쇼핑 코스가 됐다"라고 언급했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829251-macallan-red-collection-takes-off/
http://www.leclos.net/themacallan


 

Le Clos 사장 Ben Odgers는 "전례없는 이 시기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은 레드컬렉션의 독점성, 

맥캘란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계속 이어진 고객 충성도와 지지 덕분"이라며, "맥캘란과의 

협력과 혁신을 향한 상호 열정 덕분에 Macallan Boutique by Le Clos는 맥캘란 수집가와 위스키 

전문가가 놓칠 수 없는 국제적인 매장이 됐다"라고 첨언했다. 

 

레드컬렉션의 핵심은 맥캘란 40년산, 맥캘란 50년산, 맥캘란 60년산이다. 이들 제품 모두 

맥캘란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때때로 숙성 기간이 긴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되기도 한다. 그 첫 사례는 맥캘란 71년산, 맥캘란 74년산, 맥캘란 78년산이 될 

전망이다. 매우 진귀한 이들 싱글 몰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카치위스키다. 특히 맥캘란 

74년산과 맥캘란 78년산은 맥캘란이 출시한 가장 오래된 위스키병이기도 하다. 

 

이번 독점 출시는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오랜 Macallan-Le Clos 파트너십에서 최신 성과에 

해당한다. 전 세계 고객은 leclos.net/themacallan에서 레드컬렉션과 맥캘란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다.  

 

 

http://www.leclos.net/themacal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