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포트 하우스와 그들의 전통
빈티지 포트와 영국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유명 생산자 대부분이 영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크로프트, 다우, 폰세카, 그레이엄, 테일러, 와레 같은 유명한 빈티지 포트 하우스들은 본디 영국의 상인
들이 세운 것으로, 오늘날까지 가문에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3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너 곳을 포함해 이 유서 깊은 기업들은 각각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 스타일을 보유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빈티지 포트 하우스들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 되는 핵심
특징들을 갖는다.
먼저, 모두가 최고 수준의 ‘킨타’ 혹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다. 이 유명한 포도원들은 그것을 소유한 기업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그들의 명성이나 하우스 스타일의 초석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역사적인 곳들로 오래된 포도나무들
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고,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포도원 수준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런 하우스들은 최소한 한 세기 이상 최고 빈티지 포트 생산자로 이름을 날렸고, 빈티지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일관되게 우수한 와인을 생산하는 오랜 기록도 갖고 있다.
모두 독특하고, 일관성 있고, 식별 가능한 나름의 하우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기업이 소유한 포도원의
유일무이한 테루아와 물려받은 전통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일관성은 기술과 경험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
는, 가문 소유의 기업에서 확연히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하우스의 와인들은 모두 명성이 덜한 하우스의 제품과 비교해 출시 당시든, 2차 시장이나 후에 경매에서든, 더
높은 가격을 자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우스들은 모두 전 세계로 유통되어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와인 리스트와 와인 컬렉션에서 그
자태를 뽐내는 빈티지 포트를 생산한다.
빈티지 포트에 영적인 고향이 있다면 팩토리 하우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르토의 역사적 중심, 우아한 18세기 양식
건물에 자리한 이 독특한 기관은 일곱 곳의 영국 포트 하우스들이 함께 하는 협회다. 여기에서 여러 기업의 일원들이
만나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전통적인 오찬을 함께 하며 빈티지 포트를 즐긴다. 또한 격식을 차린 저녁 식사도 있는데,
식사가 끝나면 손님들은 초가 켜진 두 번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음식 냄새가 풍기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빈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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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를 맛본다. 분명 와인의 세계에서 가장 교양 있는 전통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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