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mbay Sapphire Gin, 영국영국영국영국 햄프셔햄프셔햄프셔햄프셔 “상상력의상상력의상상력의상상력의 본부본부본부본부”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공개공개공개공개 

 

- 비전있는 설계사 Thomas Heatherwick이 상징적인 진 브랜드 Bombay Sapphire를 위해 

역사적인 건물을 증류주 제조소이자 방문객 센터로 변신시키는 과제를 맡았다 

 

(런던 2012년 7월 24일 PRNewswire=연합뉴스) 가치[1]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고급 진인 

Bombay Sapphire(R)가 햄프셔주 Laverstoke Mill 에 위치한 자사 증류주 제조소 계획을 

공개했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지폐 종이 제조 시설 중 하나가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을 복원하는 이 프로젝트에 수백 만 파운드가 들어갈 예정이다. 런던을 기반으로 하는 

유명 설계사인 Thomas Heatherwick 과 Heatherwick Studio 가 건물 설계를 맡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버려진 제조 공장이 최고 수준의 설계, 기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는 최첨단 고급 진 증류 제조소이자 방문객 센터로 변신하게 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s://www.multivu.com/mnr/56574-bombay-sapphire 
 

새 증류주 제조소는 런던에서 단 60마일 거리에 위치한 Laverstoke Park 근처 2헥타르 

면적의 상업 지역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는 200년 동안 인도와 대영 제국을 

위해 고품질 지폐 종이를 생산했다. 이 부지는 수정처럼 투명한 테스트 강 양쪽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더불어 소유주와 직원들의 정성 및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 역사를 자랑한다. 새로 개조된 건물은 일반 시민이 상징적인 Bombay Sapphire 

브랜드의 본부를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건물, 부지 및 유산을 복원하고, Bombay Sapphire 브랜드의 야심을 

반영하는 본질적인 품질을 선보이는 장으로서, 기존 건물을 보완하는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복합 건물의 하이라이트는 Bombay Sapphire 진에 들어가는 10가지 

식물 성분을 포함하는 온실이다. Laverstoke Mill 의 주요 구성물인 온실은 Bombay 

Sapphire 브랜드의 신중하고, 능숙하며, 상상력이 풍부한 진 제조 방식을 상징한다. 

 

Heatherwick은 건물 설계와 관련하여 “Bombay Sapphire 진의 고유한 맛이 10가지 식물 

성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방문객들이 Bombay Sapphire 진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원예 표본을 체험할 수 있는 온실”이라면서 “영국의 풍부한 온실 구조물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이 온실은 2 헥타르 면적의 구조물로서 열대 식물을 위한 습한 

환경과 더불어 지중해 식물을 위한 건조한 온대 환경을 제공한다. 지금은 버려진 제조 

공장인 이 역사적인 건물을 국가적 의의가 담긴 새 산업 시설로 변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ombay Sapphire 브랜드와 Thomas Heatherwick 간의 10년 관계는 그가 제 1회 Bombay 

Sapphire 시상식에서 우승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상은 유리 부문에서 우수성과 혁신을 

보인 인물에게 수여되는 국제적인 상이다. 그 후 그는 현대 디자인 특히 유리 디자인 

부문에서 최고 인재를 장려하고 시상하는 Bombay Sapphire 재단에 합류했다. 2010년에는 

Bombay Sapphire 팀으로부터 Laverstoke 에 위치한 Laverstoke 본부를 설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ombay Sapphire의 국제 부문 이사인 John Burke는 “Laverstoke Mill 계획이 결실을 맺는 

지금이야말로 Bombay Sapphire 팀에게 있어 매우 흥미진진한 시기”라면서 “전통, 품질 및 

장인정신을 주축으로 하는 이 건물의 유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자사 시설을 

개방하고, 자사 제품을 구성하는 정성, 기술 및 상상력을 이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Bombay Sapphire 진은 지난 10 년 동안 큰 성공과 성장을 달성했다. 이제 Bombay 

Sapphire 본부와 방문객 센터를 개장함으로써 다음 10 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덧붙였다.  

 

2012년 2월 계획 허가를 받은 후 현재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Meller Ltd가 2013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현재 건설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Meller 의 상무이사인 Graham Cartledge 는 “Laverstoke Mill 을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 

시설이자 독특한 방문객 센터로 변신시키는 작업을 지휘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http://www.laverstokemill.co.uk 
 

[1] 2010 년 12 월 말일로 끝난 12 개월 기간 동안 International Wine and Spirit 

Research(IWSR)가 수집한 자료. 

 

Bombay Sapphire 소개 

Bombay Sapphire[http://www.bombaysapphire.com/en-gb/lda.aspx?redirect=/imagination-

series.aspx ]는 세계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고급 진 제조업체이자, 가치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고급 진 제조업체다. 1761년 비밀 제조법을 바탕으로 하는 Bombay Sapphire 

진은 전 세계에서 공수한 10가지 엄선된 이국적인 식물 성분들을 결합하여 완벽한 균형을 

맞춘다. 증기 주입법이라는 정교한 증류 과정을 통해 식물 성분들의 자연적인 맛을 

포착함으로써 감칠맛 나고, 부드러우며, 복합적인 맛의 Bombay Sapphire를 탄생시킨다. 

 
Bombay Sapphire - INFUSED WITH IMAGINATIONTM 

Bombay Sapphire[http://www.facebook.com/BombaySapphire ]는 사람들이 마음을 폭을 

넓혀 다른 사고를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상상력을 더욱 발현하도록 고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ombay Sapphire 팀은 누구나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 신념을 

바탕으로 누구나 영감을 받고, Bombay Sapphire 로 상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매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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