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티니®(MARTINI®) -- 아이코닉 이탈리아 브랜드 -- 150주년 기념 

 

명성 높은 브랜드들은 파티와 한정판 베르무트(vermouth), 새로 출시된 스파클링 와인 패키지, 기념 

라벨을 동반하는 장난기 많고 세련된 이탈리아 브랜드 마티니(MARTINI)의 라이프 스타일을 환영한다 

 

해밀턴, 버뮤다, 2013년 7월 17일 /PRNewswire/ -- 행복한 마티니®(MARTINI®)의 기념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티니 브랜드 바카디 리미티드(Bacardi Limited)가 150주년을 맞았다. 150년간 마티니는 

바카디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베르무트(vermouth)와 베스트셀러인 이탈리안 스파클링 와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세계 유산과도 같다. 이런 기념비적인 올해, 브랜드의 상징적인 문화와 세련되고 장난기 

가득한 이탈리아인의 본질적인 유대관계를 보여줄 것이다. 마티니는 리테일 독점권과 기념 라벨, 

상큼한 칵테일과 일종의 협력을 통해 지금 이 시기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multivu.com/mnr/60949-bacardi-limited-martini-150-anniversary-vermouth-italian-sparkling-

wine  

 

1863년 이후, 마티니는 스타일과 열정, 인생을 최대한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의 “gioia di vivere”(삶의 

기쁨)와 같은 특별한 음료를 만들어 왔다. 또한 문화 전체를 상징하는 음료를 넘어 이탈리아인들의 

사고방식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바카디 리미티드의 회장인 파쿤도 L. 바카디(Facundo L. Bacardi)는 “마티니의 150주년을 기념하며, 

돌체 비타 생활방식의 세계적인 문화적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라며, 

“마티니의 풍부한 역사를 되돌아 보며, 이 훌륭한 브랜드의 유산과 같은 정신이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퍼지길 기대한다. 소비자와 바텐더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과 재등장한 

베르무트와 함께 고유의 “마티니”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일생에 단 한번: 한정판 마티니® 그란 루소™ 베르무트(MARTINI® Gran Lusso™ Vermouth) 

– 브랜드의 발상지인 이탈리아 Pessione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고의 바텐더를 위한 

이벤트에서 선보일 마티니 그란 루소(MARTINI Gran Lusso, Grand Luxury)는 기록보관소에서 

얻은 1904년 레시피에 의해 영감을 얻어 두 개의 고유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 졌다. 단일처리된 

수퍼 프리미엄 베르무트는 향기로운 허브의 독특하고 새콤탈콤한 맛과 숙성된 모스카토의 

부드러움, 라벤더와 장미의 향을 가지고 있다. 롭 로이(Rob Roy), 네그로니(Negroni), 엘 

프레지던트(El Presidente)와 같은 고전 칵테일을 부흥시킬 성분으로써 포도껍질 슬라이스로 

장식한 얼음과 함께 즐기면 좋다. 

 즐거운 파티: 마티니 “로얄(Royale)” 테라쩨(Terrazza) 소개 – 마티니의 첫 번째 테라쩨는 

1948년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Champs Elysees)에 문을 열었다. 이 옥상 바(rooftop bar)는 

세련된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완벽한 핫스팟이 되었다. 올해 전 세계 마티니 

테라쩨에서는 인기 있는 마티니® 로얄(MARTINI® Royale)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세련된 

음료는 마티니® 프로세코(MARTINI® Prosecco)와 마티니® 비앙코(MARTINI® Bianco, 또는 

로사토(Rosato))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라임즙과 얼음과 곁들여 먹으면 좋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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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브랜드가 표현하는 스타일과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 

 상징적인 유산: 기념일 라벨 - 마티니® 루소, 비앙코, 엑스트라 드라이(Extra Dry), 유럽 명예 

로사토는 1867년부터 1997년까지 마티니 로소(MARTINI Rosso) 병의 원조 디자인 한정판 

레이블이다. 라벨에는 이탈리아 토리노 귀족 가문의 휘장이 새겨져 있다. 1878년 파리 그랜드 

전시회(Paris Grand Exhibition)에서 마티니에게 수여한 대상 수상을 기념한 “Roman Goddess 

Fame” 문구가 두 측면 날개를 장식한다. 

 현대적인 느낌: 새롭게 선보인 스파클링 와인 - 마티니는 프로세코(Prosecco), 로즈(Rose), 

아스티(Asti), 브뤼트(Brut)과 같은 수상경력이 있는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패키지를 

선보인다. 와인 제조 150년 간의 풍부한 경험을 반영하는 포도나무에서 모티브를 얻어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들은 1863년 설립 날짜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축제: 이탈리아 빌라에서의 축제 - 오는 9월 19일 이탈리아 케르노비오의 코모 호수의 개인 

별장에서 열리는 마티니 150주년 기념 행사에 VIP로 초대되는 게스트들은 “gioia di vivere” 

축제를 기념할 수 있다. 파티 참석자들은 전례 없는 특별한 마티니 스타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연령의 팬들은 웹사이트 www.martini.com 를 방문해 “Luck is 

an Attitude(행운은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라는 철학을 느끼고 잊을 수 없는 이 이벤트에 

참석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마티니 전화카드: 광고는 문화의 아이콘 – 마티니의 마크와 바의 로고는 매력적이고 세련된 

사람들의 국제적인 상징이 되었다. 마티니의 글자와 스타일, 개성은 즉각 인식되도록 

남아있다. 모든 시대의 문화적 상징은 마티니와 관련되어 있다. 1950년대 젊은 앤디 

워홀(Andy Warhol)은 가장 잘 알려진 상징적인 인쇄 광고물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마티니 인쇄 광고물들은 여전히 수집가들이 탐내는 아이템이다. 새로운 할리우드 

스타 시대인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 기네스 팰트로(Gwyneth 

Paltrow), 샤를리즈 테론(Charlize Theron), 주드 로(Jude Law) 등은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마티니 브랜드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매력적인 마티니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광고에 

출연했다. 

 엔진을 높여라: 경주로의 귀환 – 독특한 마티니 스타일은 포르쉐 모빌 1 슈퍼컵의 공식적인 

스폰서로써 브랜드의 귀환이 분명해 졌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마티니 경주에서 새롭게 

선보인 포르쉐 911 GT3컵 자동차는 독특한 다크 블루색으로 밟은 파란색과 빨간색 줄무늬로 

디자인됐다.  

 

바카디 리미티드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에드 셜리(Ed Shirley)는 “마티니는 뛰어난 맛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재료만으로 만들어 졌다. 전 세계적으로 안목을 가진 소비자들은 지난 150년 동안 최고의 

품질을 제공한 마티니를 인정하고, 존경해 왔다. 이런 이유로 브랜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며 

성장할 것이다” 라며, “매년 새로운 세대들이 환상적인 맛을 선사하고 칵테일과 잘 어울리는 마티니의 

베르무트와 이탈리안 스파클링 와인에 빠지고 있다. 올해를 기념해 자신의 행운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을 초대해 잊지 못할 마티니 순간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마티니 & 로시(Martini & Rossi)는 1863년 와인 제조업자이자 와인 상인인 알렉산드로 

마티니(Alessandro Martini)와 약초 재배자 루이지 로시(Luigi Rossi), 회계사 테오필로 소라(Teofilo 

Sola)에 의해 설립되었다. 회사는 베르무트 생산으로 시작했으며, 나중엔 이탈리안 스파클링 와인으로 

http://www.martini.com/


다양화했다. 이들은 곧 오늘날의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코스모 폴리탄 이탈리아 음료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었다.  

 

마티니는 이전의 향기로운 와인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정교하며 일관성 있는 맛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 레시피는 비밀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직 4명의 마티니 마스터 

블렌더에게만 공개되어 있다. 각각의 베르무트 레시피는 40개 이상의 식물성 – 특히 아로마 허브 

추출물, 향기가 강한 꽃, 향기로운 과일, 이국적인 숲, 희귀 뿌리와 세계 각국의 향신료 조합- 성분으로 

완벽하게 균형적인 액체로 만들어진다. 

 

최근 150주년을 맞은 가족 소유의 회사 바카디는 1993년 마티니 & 로시를 인수했다. 이 랜드마크 

인수로 인해 바카디는 규모가 두 배로 커졌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주류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바카디 리미티드(Bacardi Limited)에 대해 

세계 최대 민간 소유의 증류주 기업인 바카디 리미티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증류주 및 와인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바카디는 바카디 럼, 그레이 구스 보드카(GREY GOOSE vodka), 혼합 스카치 

위스키 듀워즈(DEWAR'S), 봄베이 사파이어 진(BOMBAY SAPPHIRE gin), 마티니 배르무트와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까사도레즈 100% 블루 아가베 데낄라(CAZADORES 100% blue agave 

tequila), 에리스토프 보드카(ERISTOFF vodka), 기타 신흥 브랜드 등 2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 무려 151년 전 1862년 2월 4일, 산티아고 드 쿠바(Santiago de Cuba)에서 설립된 가족 

소유의 바카디는 현재 약 6,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4개 대륙 16개 시장의 27개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바카디 리미티드(Bacardi Limited)는 바카디 

인터네셔널 리미티드(Bacardi International Limited)를 포함하여 바카디 그룹을 의미한다. 

 

www.BacardiLimited.com 

 

마티니(MARTINI)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 중 하나인 마티니는 이탈리아 포도주 양조법과 최고 품질의 스파클링 

와인 납품의 선도적인 기업이다. 수상경력에 빛나는 역동적이고 새콤달콤한 마티니의 맛은 전 세계 

최상의 지역에서 선별한 40개 이상의 식물성 성분의 비밀 제조법의 결과이다. 마티니 포트폴리오: 

마티니 비앙코(MARTINI Bianco), 마티니 로사토(MARTINI Rosato), 마티니 루소(MARTINI Rosso), 

마티니 엑스트라 드라이(MARTINI Extra Dry), 마티니 아스티(MARTINI Asti), 마티니 모스카토 

다스티(MARTINI Moscato d'Asti), 마티니 프로세코(MARTINI Prosecco), 마티니 로즈(MARTINI Rose), 

마티니 브뤼트(MARTINI Brut)와 마티니 로얄(MARTINI Royale). 

 

MARTINI® 를 기대해도 좋다. 

 

©2013 BACARDI, 바카디(BACARDI), 박쥐 병 등 이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제품 관련 상표는 바카디 & 

컴퍼니 리미티드 또는 바카디 리미티드(BACARDI LIMITED) 자회사의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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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패트리샤 M. 닐(Patricia M. Neal)/아미 페데르만((Amy Federman), +1-441-294-1110, 

afederman@bacar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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