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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리옹에서 영감을 받은 클라랑델은 최근 영화와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의 편성표에서 

볼 수 있었으며, 가장 최근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파리지앵 홍보 대행사에서의 삶을 매우 

성공적이고 재치 있게 묘사한 에밀리, 파리에 가다일 것입니다. 클라랑델 와인은 시리즈 

전체에 걸쳐 많은 시퀀스와 식탁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라랑델은 보르도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 제품군으로, 클라랑델과 샤또 오브리옹을 소유한 

도멘 클라랑스 딜롱 그룹의 경영을 이어받은 로베르 드 룩셈부르크 왕자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로베르 왕자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전문적인 삶을 시작했듯이 영화는 

그의 타고난 재능이었습니다! 
 
올해 클라랑델은 산타 바바라 국제 영화제의 공식 독점 와인 파트너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SBIFF는 35년의 역사를 가진 영화제입니다. 오스카 시상식의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SBIFF는 100,000명의 열정적인 영화 애호가와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11일 동안 300편 이상의 영화와 트리뷰트를 상영합니다. 
 
올해 3월 4일 이 영화제에서는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는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에게 미국 

영화에 대한 탁월한 공헌으로 아메리칸 리비에라 상을 수여하고, 그녀는 레이디 다이애나 

스펜서 역할로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로베르 드 룩셈부르크 왕자는 클라랑델 잔을 들어 

올려 그녀의 영향력 있는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그 사이에 클라랑델은 영광스러운 2016 빈티지로부터 최근의 클라랑델 루즈 릴리스와 함께 

내년 봄과 여름을 위한 두 가지 새로운 빈티지 릴리스인 보르도 블랑 2021과 보르도 로제 

2021의 출시를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클라랑델 보르도 블랑 2021 
 
시원한 봄과 비교적 선선한 초여름이 늦여름 초의 따뜻한 태양으로 이어져 놀라운 신선함과 

매혹적인 복합 풍미를 지닌 와인이 탄생했습니다. 소비뇽 블랑은 회양목에서 열대 과일 및 

다양한 시트러스 노트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향을 선보입니다. 뮈스까델 포도는 훌륭한 색상을 

나타내어 향긋한 장미와 리치 노트를 블렌드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텐션 및 

신선함과 함께, 둥글고 풍부하며, 아주 멋진 미네랄리티가 균형을 이루는 풍미 넘치는 미각을 

뽐내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43% 소비뇽 블랑, 32% 세미용, 25% 뮈스까델, 알코올: 12.5% 
 
클라랑델 보르도 로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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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용으로 특별히 선택한 포도밭에서 수확한 이 와인은 무지갯빛의 연어 같은 핑크색 겉옷을 

걸치고 리치와 석류가 두드러지는 강한 열대 향을 풍깁니다. 이 로제는 아름다운 균형을 

갖추어 부드럽고 가벼운 타닌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감초와 민트의 풍미가 사랑스러운 핑크 

자몽 풍미를 강조합니다. 이 와인은 너그럽게 오랫동안 입 안에 머무릅니다. 
 
65% 메를로, 32% 카베르네 소비뇽, 3% 카베르네 프랑, 알코올: 12.5%  
 
그리고 붉은 보르도에 충실한 사람들을 위한  

클라랑델 보르도 루즈 2016  
 
클라랑델 보르도 2016은 붉은 과일과 블랙커런트의 향과 바이올렛을 연상시키는 꽃내음이 

어우러져 형형색색으로 신선한 과일 향이 강한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훌륭한 빈티지의 타닌한 

힘과 맛있는 벨벳 같은 질감과 진귀하며 부드럽고 강력한 관대함을 입 안에서 결합합니다. 

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도 없이도 감탄스러운 신선함과 엄청난 균형감을 선사합니다. 

클라랑델 보르도 2016은 아페리티프로 즐기거나 다가오는 봄 점심과 저녁 식사를 위한 

완벽하고 우아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84% 메를로, 10% 카베르네 소비뇽, 6% 카베르네 프랑, 알코올: 13.5%  
 
 
도멘 클라랑스 딜롱 

1935년 설립된 가족 운영 회사인 도멘 클라랑스 딜롱은 샤또 오브리옹, 샤또 라 미숑 오브리옹 

및 샤또 퀸투스와 같은 여러 일류 와인 에스테이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 보르도의 

가장 중요한 고급 와인 머천트 중 하나인 클라랑스 딜롱 와인이 설립되면서 보르도 최고의 

슈퍼 프리미엄 와인 제품군인 클라랑델을 만들었습니다.  도멘 클라랑스 딜롱은 또한 파리지앵 

레지던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으로 프랑스적인 삶의 예술을 위한 대사관으로, 회장 

겸 CEO인 로베르 드 룩셈부르크 왕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투스타 미식 

레스토랑인 르 클라랑스와 프랑스 테루아(www.lcdc.wine)의 최고급 와인과 증류주를 

판매하는 우수한 소매점이자 전자 소매점인 라 까브 뒤 샤또가 있습니다.  2018년 로베르 드 

룩셈부르크 왕자와 도멘 클라랑스 딜롱은 세계 최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일류 에스테이트와 

도메인의 소유주인 열두 가족을 망라하는 국제 협회인 ‘프리뭄 파밀라이 비니(Primum 

Familiae Vini)’에 가입했습니다.  2021년 9월 새로운 방문자 센터와 와인 매장이 보르도의 

샤또 오브리옹에 오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