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mbay Sapphire(R)의 진 증류소, BREEAM 지속가능성 승인 획득 
 

2013년 가을 완공에 앞서 세계에서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로 선정된 이 증류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벽하게 균형잡힌 고급 진을 생산할 예정이다 
 

(런던 2013년 3월일 PRNewswire=연합뉴스) 햄프셔 Laverstoke Mill에 들어서는 BOMBAY 

SAPPHIRE(R) 진 증류소가 부지 내에 위치한 증류소 처리 건물로 ‘우수’ 디자인-스테이지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s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승인[1]을 받은 최초의 증류소이자 재단장 건물이 됐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58719-bombay-sapphire-outstanding-design-stage-BREEAM 

  

BREEAM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굴지의 건물 환경평가 방식으로서, 지속가능한 설계 

부문에서 모범관행 기준을 설정한다. BREEAM은 건물의 환경 성능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측정 

방식으로 정착했다. 건물이 BREEAM 디자인-스테이지 승인을 받으려면 관리, 건강과 웰빙, 에너지, 

교통, 물, 자재, 폐기물, 토지 사용과 생태학, 오염 및 혁신과 같은 부문에서 환경측정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Laverstoke Mill에 위치한 증류소 처리 건물이 받은 ‘우수’ 디자인-스테이지 등급은 공사 완공 

후 최종 인증이 발행되면서 확정될 예정이다. Laverstoke Mill의 증류소 처리 건물은 가장 높은 

지속가능한 건설 수준을 달성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증류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류소가 완공되면 탄소 배출량이 60% 감소하고, 건물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거의 

85%에 가까운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Bombay Sapphire의 증류소 처리 건물은 매우 높은 86.81% 점수를 받았다. 이 점수는 BREEAM이 

산업용 건물에 부여한 점수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이 점수는 부지를 가로지르는 

테스트 강[2]을 이용한 전력 생산 및 광발전, 생물연료 보일러 및 6kW 수력 발전 수차와 같은 

현장 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 조합을 포함하여 증류소 설계에 통합된 구체적인 수많은 기술들 

덕분이다.  
 

부지 내 건물들 중에 복원하고 재단장한 빅토리아 여왕 시대 제분소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탄소 배출량 감소는 특히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중 일부는 보존 지역과 특별한 과학적 

관심 지역(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SSSI)[3] 내에 위치하며, II 등급(특히 

중요하고,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영국법에 따라 보호)을 받은 건물들이다. 

 

Bombay Sapphire의 국제 마케팅 책임자인 Emma Johansson은 “이 ‘우수’ BREEAM 승인을 받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환경 평가 방식으로부터 받은 이 승인은 

자사가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이 증류소를 건설하면서 기울인 모든 정성, 기술 및 상상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RE Global의 BREEAM 이사인 Martin Townsend는 “BREEAM은 지속가능한 건물 설계, 건설 및 

운영 부문에서 모범관행 기준을 설정하며, 세계 최고의 환경평가 방식으로 인정받는다. Bombay 

Sapphire 팀이 ‘우수’ 디자인-스테이지 인증을 획득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BREEAM이 

부여한 최고 점수 중 하나이자, 음료 업계에서 최초로 거둔 성과다. 기존 건물을 재단장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린 것은 특히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추가 정보는 Bombay Sapphire[http://www.bombaysapphire.com/ ]와 Laverstoke 

Mill[http://www.laverstokemill.co.uk/ ]을 참조한다.  
 



편집자 주  
 

Bombay Sapphire 소개 

Bombay Sapphire[http://www.bombaysapphire.com/ ]는 양과 가치 측면[5]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주요 진 브랜드[4]다. 1761년 비밀 제조법을 바탕으로 하는 

Bombay Sapphire 진은 전 세계에서 직접 선별한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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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phire와 Infused with Imagination은 

상표다. 
 

추가 정보는 Alex Wilson(alex.wilson@hkstrategies.com, +44(0)20-7973-5966)에 

문의한다.  
 

영상: http://www.multivu.com/mnr/58719-bombay-sapphire-outstanding-design-stage-
BREEAM 

 

[1] 2008 BREEAM 기준에 따라 부여한 승인 
 

[2] 건물 규정 파트 L 2010에 명시된 규정. 수치는 설계 계산으로서 건물이 완공된 후 실제 

성능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들 수치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막대한 노력이 

들어갔다.  
 

[3] SSSI 장소는 영국의 야생 생물, 지질 및 자연지리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SSSI 장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료원: 국제주류시장연구소(International Wine and Spirit Research, IWSR). 2011년 

12월 말로 끝난 12개월 기간에 대한 자료. 
 

[5] 주요 브랜드랑 전 세계에서 양과 가치 측면에서 탑 5에 드는 브랜드들을 말한다. 요청 시 전체 

결과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