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카디(Bacardi), 50 년 후 개봉될 타임캡슐로 150 주년을 기념하다 

-- 전 세계 수백만이 열광하고 기념하는 역사적인 생일; 계속된 성장의 발판 

해밀턴, 버뮤다, 2013 년 12 월 13 일 /PRNewswire/ -- 바카디 리미티드(Bacardi 

Limited)는 1 년 동안 진행된 150 주년 기념 행사를 바카디(기업, 가족, 상징적 럼)의 

연합, 열정, 개척자 정신을 형상화하는 타임캡슐 제작으로 마무리했다. 타임캡슐은 

기업의 2012 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스냅샷이며, 지금의 직원들이 50 년 후 500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2062 년의 직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6 피트 x 1 피트 (1.82m x 0.30m)의 맞춤형 스테인리스강 캡슐은 화강암 뚜껑과 시멘트 

받침대로 구성됐으며, 국제타임캡슐협회(International Time Capsule Society)에 

등록됐다. 이는 회장 파쿤도 바카디(Facundo L. Bacardi)와 회장이자 최고경영자 에드 

셜리(Ed Shirley)가 주최한 행사에서 버뮤다에 위치한 바카디 본사에 설치됐다. 이 

역사적인 행사는 바카디 간부, 직원, 버뮤다 공무원 등 많은 귀빈이 참가했다. 동판으로 

장식된 받침대는 본사의 입구에 배치됐으며, 섬의 주요 관광지인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의 영감을 얻은 빌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다.   

바카디 설립자의 고손자인 파쿤도 L. 바카디는 "약 6,000 명의 직원을 포함한 바카디 

사의 모든 인원이 우리의 역사와 고객 및 소비자와의 관계를 기쁘게 기념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독특한 브랜드, 가족, 기업 스토리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한다. 소비자들은 우리의 독창성을 사랑하고 150 년 전 시작된 바카디의 유산을 

이해하기에 우리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다” 면서 “1862 년 산티아고 드 쿠바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시작한 작인 기업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민간 증류주 회사로 성장했다. 바카디 럼, 

그레이구스 보드카, 듀어스 블랜디드 스카치 위스키, 봄베이 사파이어 진, 마티니 

버무스와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카사도레스 데낄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소비되는 우리의 브랜드들이다”고 말했다. 

바카디 직원들은 이 역사적인 해에 자신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기념품을 조심스럽게 

선정해 타임캡슐에 넣었다. 2012 년을 대표하는 물품 중 몇몇은:  

 바카디 가족 구성원 500 명의 단체사진으로,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150 주년 

생일파티에서 바카디 박쥐 로고 주변에 여덟 세대가 모여있다  

 최고의 맛, 품질, 혁신의 결과로 600 개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기념적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탄 증류주” 메달  

 상을 수상한 커뮤니케이션, 패키지, 디자인, 홍보물 콜라주로 브랜드와 기업의 

150 번째 해를 기념한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을 기념하여 중국 직원들이 옛 중국 철자로 쓰고 

자신들의 사진을 붙인 편지 

 독일 직원들이 감명 깊은 명언을 직접 손으로 쓴 노트 

 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카디 시장인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바카디 빅 애플 럼 텔레비전 광고  

 뉴욕의 명소 타임스퀘어에 23 층 높이의 전자 빌보드에서 방송된 바카디 럼 광고 

 최근 진출한 케냐 시장의 동료들이 사회문화적 심볼로써 아프리카 저장소를 



형상화한 박을 장식했다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집중력과 긍정적 에너지를 

내뿜는다는 설화가 있는 우루과이의 화산에서 유래된 쿼츠 정동석  

 올해 아시아에서 출시된 믹서가 동봉된 BACARDI+ 칵테일 병  

 2062 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미국 회사의 직원들은 가스 

의 갤런의 가격, 최신 유행 음악, 국내 뉴스 헤드라인 등 2012 년을 상징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이슈를 담은 앨범을 제작했다 

 

타임캡슐의 설치로 바카디의 150 년 생일을 기념하는 굉장한 행사들이 막을 내렸다. 

1862 년 산티아고 드 쿠바에서 시작된 전통으로, 돈 파쿤도 바카디 마소(Don Facundo 

Bacardi Masso)는 뛰어난 품질과 혼합 가능성을 가진 바카디 럼을 창조해내기 위해 

여러 과정, 기준, 혁신을 개척했다. 실제로 100 년 전에 세계가 사랑하는 럼은 

바텐더들이 현재까지도 제조하고 있는 모히토, 다이키리, 쿠바 리브레 등을 섞을 수 

있는 영감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바카디는 오늘까지 잔존하는 칵테일 문화의 효시였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럼을 제조함으로써 증류수 세계를 바꿔놓은 것뿐만 아니라 

바카디는 전쟁, 자연재해, 부도, 미국 금주법, 쿠바 정부의 기업 자산 압류 등 수많은 

수난을 견뎠다. 인내한 결과 기업은 세계에서 3 번째, 민간 소유로는 가장 큰 증류주 

기업으로 부상했다. 이 놀라운 성장동력과 회복력은 계속해서 적응하고 고난 속에서도 

번창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증명한다.  

바카디는 150 주년을 다음 행사들로 장식하면서 기념했다: 

 전 세계 소비자와 연예인이 참석한 수백 개의 생일 파티  

 바카디의 상징적인 박쥐 로고와 빈티지 광고가 새겨진 티셔츠와 컵 

 바카디 럼의 1950 년대 전성기를 대표하는 인쇄, 텔레비전, 디지털 광고 캠페인  

 장인이 만들어 한 병에 $2,000 을 호가하는 한정판 디캔터- 8 명의 바카디 마스터 

블랜더의 모든 바카디 럼 병에 담긴 전문성과 장인정신을 기념함  

 National Geographic® Channel 의 "Ultimate Factories"는 166 개국의 시청자들을 

바카디의 고향인 푸에르토리코로 데려가 가족전통과 기술의 융합을 목격할 수 

있었다 

 현재 판매되는 바카디 증류주 크리스마스 스페셜 패키지 

 

회장이자 최고경영자 에디 셜리는 "우리의 역사와 잘 알려진 성공은 바카디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 면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이 놀라운 역사를 따라 할 수도 

없다. 바카디는 150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그 시간 동안 증류주 산업의 대변혁을 

주도하고, 우리의 시그니처 바카디 럼을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그리고 가장 많이 

구매되는 럼으로 성장시켰다. 우리는 기업의 150 년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앞으로 

다가올 150 년 또한 기대하고 있다. 바카디와 기타 브랜드들은 21 세기를 넘어 증류주 

산업을 이끌 준비가 됐다. 앞으로도 바카디가 이루는 놀랍고 신나는 일을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바카디와 150 년 역사에 대한 정보는 www.BacardiLimited.com/15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2062 년까지 기다려 버뮤다에 묻힌 타임캡슐이 비밀을 공개하길 기다려도 된다. 

 

http://www.bacardilimited.com/150


바카디 리미티드(Bacardi Limited)에 대해 

세계 최대 민간 소유의 증류주 기업인 바카디 리미티드는 세계적인 증류주와 와인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브랜드 포트폴리오에는 베스트 셀러이자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바카디 럼주; 세계 최고 슈퍼 프리미엄 보드카 그레이 구스(Grey Goose); 미국 최대 

판매의 혼합 스카치 위스키 듀워즈(Dewar’s); 세계 최대 가치를 가지고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봄바이 사파이어(Bombay Sapphire) 진; 세계 최고 베르무트인 

마티니(Martini) 베르무트와 세계가 사랑한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멕시코 1 위 

프리미엄 데킬라이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프리미엄 데킬라인 까사도레스 100% 

블루 아가베 데킬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보드카 브랜드 중 하나인 

에리스토프(Eristoff) 보드카 등 200 개 이상의 브랜드와 라벨이 포함되어 있다. 

 

1862 년 산티아고 드 쿠바에서 설립되어 7 세대 동안 가족인 운영하고 있는 바카디는 

약 6,000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브랜드는 4 대륙 16 개 시장에서 27 개의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150 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바카디 리미티드는 바카디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를 포함한 바카디 기업 그룹을 지칭한다. 

http://www.bacardilimited.com/ 

멀티미디어 자산:http://www.bacardimediacentre.com/ 

 

책임 있게 즐기세요  

 

번역 

©2012 BACARDI  

바카디, 박쥐 병, 기타 보도자료에 명시된 제품 관련 마크는 BACARDI & COMPANY 

LIMITED 또는 BACARDI LIMITED 의 계열사의 상표이다. 

 

문의: 패트리샤 닐(Patricia M. Neal) 또는 에이미 페더만(Amy Federman), 

+1-441-294-1110, afederman@bacardi.com; 멀티미디어 자산 

www.BacardiMediaCentre.com 

 

http://www.bacardilimited.com/
http://www.bacardimediacent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