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mbay Sapphire 진진진진, 마스터마스터마스터마스터 양조자양조자양조자양조자 임명임명임명임명 
 

-- Laverstoke Mill 에 들어서는 Bombay Sapphire 증류주 양조장에서 Bombay Sapphire 진 

포트폴리오를 감독하게 된 Nik Fordham 

 

(런던 2013 년 3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양과 가치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주요 진 브랜드[1]인 BOMBAY SAPPHIRE(R)가 노련한 양조자 Nik Fordham 을 

마스터 양조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라 Nik 은 Bombay Sapphire 브랜드 생산을 

감독하고, Bombay Sapphire 증류주 양조장에서 Bombay Sapphire 의 독특한 증류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 Bombay Sapphire 증류주 양조장은 현재 잉글랜드 뉴햄프셔 Laverstoke 

Mill 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나중에 개장할 예정이다. 그는 상징적인 진을 만들고, 

생산팀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Bombay Sapphire 진 품질을 보증하고, 각 병에 담긴 진이 

Bombay Sapphire 의 유명한 맛 특성의 엄격한 기준과 일관된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책임을 

맡았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58717-bombay-sapphire-appoints-master-distiller 

 

Nik 은 Bombay Sapphire 진의 생산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그는 또한 Bombay 

Sapphire 의 독특한 증기 주입 증류 과정을 통해 진 생산을 관리하는 등 모든 단계를 직접 감독할 

예정이다. 증기 주입 증류는 1761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Thomas Dakin 의 비밀 제조법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법과 연관된 선호되는 방식이다. 이 정교한 증류 방식은 한 때 진 품질의 새로운 시대를 

알렸으며, Bombay Sapphire 고급 진이 10 가지 진귀한 식물성 재료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Nik Fordham 은 마스터 양조자로서 Bombay Sapphire의 독특한 식물성 재료 마스터인 Ivano 

Tonutti 와 함께 작업하게 된다. Ivano Tonutti는 전 세계를 돌며 이국적인 식물성 재료를 직접 

선별한다. 이 둘은 함께 작업하면서 감질맛 나고, 부드러우며, 복합적인 맛을 내는 Bombay 

Sapphire 진을 생산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증기 주입이라는 정교한 증류 과정은 전통적인 진 증류 방식과 차이가 난다. 증기 주입 방식은 술에 

직접 식물성 재료를 끓이기보다는 구멍이 뚫린 구리 상자에 따로 식물성 재료를 담아둔다. 가열로 

인해 증기가 발생하면 식물성 재료의 독특한 맛이 술에 포집돼, Bombay Sapphire 진에 높은 

다재다능성을 부여하는 더욱 광범위하고 균형잡힌 맛이 탄생한다. 오늘날에도 Bombay Sapphire 

진은 1831 년 Dakin 가문이 구입한 카터헤드 증류기를 이용해 생산되고 있다.  
 

Nik Fordham 은 “이는 정말 대단한 기회”라면서 “Laverstoke Mill에 들어서는 Bombay 

Sapphire 증류주 양조장에서 일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다. 나는 팀과 협력하여 

Bombay Sapphire 진이 유명해진 요인인 관리, 기술 및 상상력이라는 가치가 증류 과정의 

핵심으로 남도록 할 것이”이라고 말했다. 
 

Bombay Sapphire 의 국제 마케팅 책임자인 Emma Johansson은 “방대한 경험과 환상적인 기록을 

보유한 Bombay Sapphire 진 포트폴리오 마스터 양조자로 적합한 인물”이라면서 “올해 

Laverstoke Mill 에 자사 증류주 양조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Nik 의 임명은 자사에게도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Nik 은 진 부문을 재활성화하는데 있어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Bombay Sapphire 가 전 세계 120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Nik Fordham 은 마스터 

양조자로서 Bombay Sapphire 진의 품질을 보완하고 더욱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진 시장은 

전반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Bombay Sapphire 진의 인기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사적 소유 스피릿 기업인 Bacardi 가 Bombay Sapphire를 인수한 

후, Bombay Sapphire 의 규모는 거의 세 배로 커졌다. 
 

Bombay Sapphire 소개 



Bombay Sapphire[http://www.bombaysapphire.com/ ]는 가치 측면[2]에서 세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진 브랜드다. 1761 년 비밀 제조법을 바탕으로 하는 Bombay Sapphire 진은 전 세계에서 

직접 선별한 10 가지 이국적인 식물성 재료들 간의 독특한 조합에 완벽한 균형을 맞춤으로써 

생산된다. 식물성 재료가 지닌 자연의 맛은 증기 주입이라는 정교한 증류 과정을 통해 포착한다. 그 

결과 감질맛 나고, 부드러우며, 복합적인 맛을 내는 Bombay Sapphire 진이 탄생한다.  
 

책임감 있게 Bombay Sapphire 마시기. Bombay Sapphire, Bombay Sapphire 병 디자인 및 

장치는 상표 및/혹은 등록 상표다.  
 

상상력으로 가득한 Bombay Sapphire  
 

Bombay Sapphire 는 사람들이 마음을 확장하여 다른 방식으로 사고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상상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표현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Bombay Sapphire 팀은 누구나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에 따라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Bombay Sapphire 로 상상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자료원: 국제주류시장연구소(International Wine and Spirit Research, IWSR). 

2011 년 12월 말로 끝난 12 개월 기간에 대한 자료. 주요 브랜드들은 전 세계적인 양과 가치 

측면에서 탑 5 에 드는 업체들이다.  
 

[1-2] 자료원: 국제주류시장연구소(International Wine and Spirit Research, IWSR). 

2011 년 12월 말로 끝난 12 개월 기간에 대한 자료. 주요 브랜드들은 전 세계적인 양과 가치 

측면에서 탑 5 에 드는 업체들이다. 요청을 하면 전체 결과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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