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hn Dewar & Sons, 새로운 익스프레션과 한 번도 출시된 적이 없는 싱글 몰트로 
구성된 “Last Great Malts” 컬렉션 출시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2014년 9월 24일 PRNewswire=연합뉴스) 스카치 위스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브랜드 중 하나인 John Dewar & Sons Ltd.가 새로운 
익스프레션과 한 번도 출시된 적이 없는 몰트, 즉 싱글 몰트 포트폴리오의 숨은 
보석이라 할 수 있는 라인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최근 수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이와 같은 대담한 결정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최상급 
위스키를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39-Last-Great-Malts-Scotch-
Whisky/ 
 
“Last Great Malts”라는 이름으로 ABERFELDY(R), AULTMORE(R), 
CRAIGELLACHIE(R), THE DEVERON(R) 및 ROYAL BRACKLA(R)와 같은 
뛰어난 술들이 출시돼 각각 매력적인 이야기와 개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뚜렷한 성격을 지닌 이들 위스키는 수 세대에 걸쳐 증류 후 참나무통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숙성돼왔다. 이제 전 세계 위스키 마니아들은 마침내 
정통적인 이들 증류주 양조장에서 나오는 싱글 몰트를 맛볼 수 있게 됐다.  
 
다크 스피릿 부문 이사인 John Burke는 “싱글 몰트 범주는 우리 업계에서 성장 
기회가 높은 범주 중 하나다. 자사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뛰어나고 질이 좋은 
위스키 중 5개를 보유하는 행운을 안았다”며 “자사는 이 범주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으며, Last Great Malts를 구성하는 각 위스키가 가장 식별력이 
까다로운 싱글 몰트 애호가들의 레퍼토리에 어울리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Last Great Malts”   
 
“Golden Dram”으로 알려진 ABERFELDY는 Pitilie Burn에서 나오는 물로 
만든다. 순수하고 상쾌한 이 물은 사금 침전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오늘날 싱글 몰트에서 좀처럼 맛볼 수 없는 고전적인 중부 고지 스타일을 
보여주는 달콤한 맛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Whisky Magazine에 의해 “2014년 
올해의 고지 위스키”로 선정된 ABERFELDY는 전 세계적으로 12년산과 
21년산으로 리패키지 및 출시됐으며, 여행 소매점에서 18년산을 독점적으로 
판매한다. John Dewar & Sons는 2015년에 16년산 셰리 피니시와 30년산도 
출시할 계획이다.  
 
AULTMORE는 지역에서 “Buckie 로의 한 모금”으로 알려진 드문 Speyside 
몰트다. 증류주 양조장의 물이 안개가 자욱하고 신비로운 지역인 Foggie Moss를 
따라 여과돼 흘러내린다. AULTMORE는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는 위스키이자, 
부드러운 풀과 같은 향으로 많은 인기를 얻어온 위스키다. AULTMORE는 



11월부터 여행 소매점에서 12년산과 21년산으로 그리고 한정 수량 판매 
25년산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CRAIGELLACHIE는 역사상 처음으로 싱글 몰트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증류주 양조장에서는 스피릿을 식히기 위한 웜 텁 또는 소위 감아놓은 구리 
튜브 같은 전통적인 위스키 제조 방식을 여전히 고수한다. 도전적인 Speyside 
위스키인 CRAIGELLACHIE는 1981년부터 “구식”으로 묘사됐다. 이는 
현대적인 경향에 전혀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싱글 몰트 팬들은 환상적인 유황, 
황산 및 짭짤한 요소를 보고 CRAIGELLACHIE의 진가를 인정한다. 
CRAIGELLACHIE는 이번 달부터 13년산, 17년산, 여행 소매점에서 독점 
판매되는 19년산 및 한정 판매 23년산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2015년 여름에 나올 예정인 THE DEVERON은 Deveron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만든 12년산, 18년산, 25년산 싱글 몰트로 구성된 새로운 라인이다. 
“폭풍의 고요함”을 선사하는 THE DEVERON은 난롯가에서 즐기기에 완벽한 
몰트다. 부드러운 과일향이 느긋한 음주 스타일과 결합한 덕분에 증류주 양조장 
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위스키로 등극했다.  
 
병당 가격이 £10,000 (US$15,000)인 한정 판매 35년산으로 출시된 적이 있는 
ROYAL BRACKLA는 진정한 제왕의 몰트다. 1812년 북부 고지에서 만들어진 
ROYAL BRACKLA는 John Dewar & Sons 역사상 최초로 왕실 조달 허가증을 
받았고, 그 후로 “왕의 위스키”로 칭송됐다. 셰리향이 강하고, 풍부하며, 
과일향이 나고, 숙성된 ROYAL BRACKLA는 천천히 그 복잡한 맛과 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음미하기에 좋은 술이다. 3월에 12년산, 16년산 및 21년산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싱글 몰트 국제 마케팅 책임자 Stephen Marshall은 “자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통을 관리해왔다”면서 “이제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과 5가지 뛰어난 몰트를 
나눌 준비가 됐다. 각 몰트에 연도가 표시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훌륭한 몰트들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깊은 비밀이었으며,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이제 이 몰트들을 가지고 싱글 몰트를 
마시는 이들, 즉 이야기를 좋아하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스피릿의 향을 
탐색하는데 관심있는 애호가들에게 매력을 호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 출시 
 
단계별로 출시될 예정인 이들 싱글 몰트들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및 전 세계 여행 소매점을 포함해 우선 10개 
시장에서 5개 몰트로 구성된 세트나 다양한 익스프레션 조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Last Great Malts 싱글 몰트 스카치 컬렉션은 이달 25일 스톡홀름 맥주 & 위스키 
축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http://www.LastGreatMalts.com  



 
새로운 싱글 몰트 익스프레션, 5개 증류주 양조장, 시음 노트, 제조 및 유산에 
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LastGreatMalts.com을 참조한다. 
 
John Dewar & Sons Ltd. 소개 
 
John Dewar & Sons Ltd.는 스코틀랜드 전역 7개 사업장에서 3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 Aberfeldy, Macduff, Aultmore, Craigellachie 및 Nairn에서 위스키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글래스고에는 숙성, 블렌딩, 보틀링 및 포장 
시설을, 스코틀랜드 중부 Poniel에는 추가 숙성 시설을 두고 있다. 
 
ABERFELDY(R), AULTMORE(R), CRAIGELLACHIE(R), THE DEVERON(R) 및 
ROYAL BRACKLA(R) 싱글 몰트 브랜드는 버뮤다 해밀턴에 본사가 위치한 
Bacardi Limited의 포트폴리오에 속한다. Bacardi Limited는 Bacardi International 
Limited를 포함해 여러 업체들로 구성된 Bacardi 그룹을 나타낸다.  
 
미디어 문의:  
 
고해상도 사진과 샘플은 아래 담당자에게 요청한다: 
Sophie Donovan, sophie@qcltd.co.uk, +44(0)1603-631-223. 
 
책임감 있게 Last Great Malts 즐기기 
 
(c)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