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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포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클래식 와인 중 하나다. 여러 면에서 현대 고급 와인의 선도자라고도 할 수 있다.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같은 역사 깊은 아펠라시옹처럼 빈티지 포트도 와인 컬렉션의 중추를 담당한다. 크로프트, 

다우, 폰세카, 그레이엄, 테이러, 와레 같은 유명한 빈티지 포트 하우스들은 와인 세계에서 큰 존경을 받는다. 가문 소유 

로 그 역사가 300여 년 전 포트 무역을 시작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하우스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 

는 와인들을 생산한다.

희소성과 가치가 높은 빈티지 포트는 전통적으로 상류층의 와인으로서 미슐랭 등급 레스토랑이나 대규모 연회, 런던의 

젠틀맨 클럽 등과 인연이 깊고, 부유한 귀족 가문들은 몇 세대에 걸쳐 새로 빈티지 포트가 출시될 때마다 셀러에 가득 

채우곤 한다.

또한, 최근까지 빈티지 포트는 200년 넘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던(다른 많은 고급 와인도 마찬가지지만) 영국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오늘날 빈티지 포트는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의 수집가, 감정가, 투자자들이 주로 구입한다.

유명 포트 하우스에서 생산한 빈티지 포트는 매우 희소가치가 높다. 빈티지 포트란 회사 소유의 포도원에서 생산한 것 

중 최고의 수확을 의미하고, 농사가 잘된 해에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40년 동안 최고 수준 하우스에서는 10년 

당 단 세 해에만 빈티지 포트를 만든다고 ‘공표’했었다. 지난 10년 동안 빈티지 포트의 비율은 생산된 모든 포트 중 2% 

도 채 되지 않는다. 최고 포트 하우스들의 공표된 빈티지 포트 생산량은 보르도의 1등급 그랑 뱅 와인 생산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도우로 밸리에서 와인이 생산된 것은 거의 2,000년 전부터다. 그러나 포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와인이 생산된 것은 17세 

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당시 영국이 프랑스와의 분쟁으로 보르도를 비롯해 다른 프랑스 지역에서 와인을 수입하던  것 

을 중단하고 포르투갈로 눈을 돌렸던 것이다. 1756년 세계 최초로 포트 포도원들에 법적으로 원산지 지명 표기에 제한 

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포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AOC라고 할 수 있다. 포트 포도원의 등급 분류는 이듬해, 그러 

니까 보르도의 1855 등급분류보다 거의 100년 먼저 이루어졌다.

빈티지 포트는 원통형 유리병의 개발과 함께 18세기 말에 처음 생겨났다. 일부 역사가들은 1775 빈티지 포트가 병입된 

최초의 빈티지 와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최초의 빈티지 보르도 와인보다 10년 넘게 앞선 것이다. 전설적인 1820

년이 아마도 현대적 의미에서 보는 최초의 빈티지 포트일 것이다. 이는 수확 후 2-3년이내에 여과를 거치지 않고 병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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