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혁신의 맛: Johnnie Walker, 굴지의 맛 전문가로부터 영감 받아 

실험적인 새로운 맛 선보여 

 

-- 한정 판매 Blenders' Batch 시리즈, Johnnie Walker의 선구적인 전통 이어가 

 

(런던 2017년 9월 28일 PRNewswire=연합뉴스) 위스키 선구자들이 맛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자 요리와 음료 비전 전문가들과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Johnnie Walker가 자사의 최신 맛 탐험의 일환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했다.  

 

그 결과 12명의 전문가 블렌더로 구성된 소규모 Johnnie Walker 팀이 전 세계 맛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진행 중인 100가지가 넘는 스카치 위스키 실험으로 세 가지 흥미진진한 새로운 

위스키(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Wine Cask Blend,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Rum Cask Finish,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Espresso Roast)가 탄생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86551-innovation-johnnie-walker-new-flavours/ 

 

Johnnie Walker는 이 세 가지 위스키 출시를 기념하고자 짧은 영상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 

영상 시리즈는 Johnnie Walker 블렌더들이 미국의 유명 셰프 Edward Lee, 영국 바리스타 

James Hoffmann, 소믈리에 André Mack, 카리브해의 요리 천재 Jason Howard 및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몇 명의 바텐더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 영상 시리즈는 새로운 맛의 조합에 관한 열정적인 논의를 무대 뒤 장면으로 포착했다. 두 

명의 블렌더 Aimée Gibson과 Chris Clark가 맛 전문가를 만나, Johnnie Walker의 지속적인 맛 

실험을 시작한다. 이 모든 과정은 스코틀랜드 Johnnie Walker 본사의 마스터 블렌더 Jim 

Beveridge의 지휘로 진행된다.  

 

두 차례나 올해의 마스터 블렌더[1]로 선정된 Johnnie Walker 마스터 블렌더 Jim Beveridge는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 스카치 위스키의 새로운 맛 체험을 위한 자사의 끊임없는 탐색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86551-innovation-johnnie-walker-new-flavours/


 

Jim은 “자사가 출시한 Blenders' Batch 위스키는 1세기 전 Johnnie Walker Black Label이 

그랬던 것처럼 맛의 한계에 도전한 대담한 실험의 결과물”이라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실험적인 블렌드는 세계적으로 스카치 위스키의 진정한 상징이 됐다”고 덧붙였다.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Wine Cask Blend 개발을 주도한 Aimée Gibson은 “이 

새로운 위스키를 통해 모든 취향 그리고 특히 위스키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즐길 수 있는 블렌드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수년 동안 훌륭한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어왔으니, 훌륭한 스카치 위스키를 

만드는 법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세계 최고의 요리 및 음료 전문가를 향해 문을 

연 덕분에,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며, 초보 위스키 애호가는 물론 노련한 위스키 

애호가에게 흥분을 안겨줄 최신 위스키를 출시하며 새로운 맛의 조합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 작업의 일환으로 Aimée와 Chris는 자칭 위스키광인 셰프 Edward Lee와 그의 동료 

맛 전문가에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칵테일을 개발함으로써 새 위스키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킬 것을 주문했다.  

 

Lee는 찬사를 받아온 자신의 요리 전문지식과 위스키 및 와인에 관한 자신의 심층적인 지식을 

이용해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Wine Cask Blend로 만드는 혁신적인 블루베리 

스카치 칵테일을 개발했다.  

 

Lee는 이 칵테일을 만들게 된 영감을 설명하며 “위스키에 관한 Aimée의 지식 덕분에 이처럼 

짜릿한 맛과 향을 발견하는 여정을 할 수 있었다”라며 “내게 도전으로 제시된 블렌드는 10년 

전 Aimée의 멘토어 Jim Beveridge가 시작한 와인통 성숙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녀가 

큐레이팅한 블렌드라고 한다. 이런 걸 두고 기술에 대한 집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위스키는 과일향이 특별한 스카치 위스키로 생생하고 신선한 베리, 달콤한 토피 

맛 및 섬세하고 향긋한 향으로 가득하다”면서 “나는 칵테일을 통해 이 블렌드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이 위스키의 맛으로 증대된 백리향 가지에 블루베리의 

자연적인 달콤함을 결합한 칵테일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Espresso Roast를 위해 Aimée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볶은 

보리로 증류시킨 위스키를 가지고 실험했고, 그 결과 풍부한 커피와 다크 초콜릿의 아주 



효과적인 향을 포착했다. 이 향은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Espresso Roast Speciality 

칵테일로 생명력을 얻었다. 이 칵테일에는 커피 리큐어, 달콤한 베르무트 및 레몬 제스트가 

들어간다.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라인에서 출시되는 세 번째 블렌드는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Rum Cask Finish다. 기통이 없는 증류기로 만든 카리브해 럼주를 담았던 

통에서 완성된 위스키를 이용한 Chris Clark의 실험이 이 블렌드에서 절정에 달했다. 카리브해 

셰프 Jason Howard는 이 위스키의 부드럽고 향료가 풍부한 맛으로 여러 가지 칵테일을 

시도해본 후, 파인애플 주스와 생강 뿌리가 들어간 Johnnie Walker Rum Cask Blend Steel 

Drum Cooler 칵테일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이 칵테일은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Rum Cask Finish에서 생명력을 얻은 과일, 향료 및 달콤한 맛이 

겹겹이 전해져 미각을 일깨운다’고 한다.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Wine Cask Blend는 2017년 9월부터 선별된 국가에서 

출시되며, RRP는 US$29.99에서 시작한다.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Rum Cask Finish와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Espresso Roast는 2017년 10월 세계 최고의 몇몇 바에서 맛볼 수 있다.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영상은 여기 http://bit.ly/JWBlenders-Batch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제품 Johnnie Walker Blenders' Batch 위스키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개발한 

칵테일을 재현하는 법에 관한 추가 정보는 여기 https://www.johnniewalker.com/en/our-

whisky/limited-edition-whiskies/blenders-batch-wine-cask-blend-limited-edition/  를 참조한다. 

책임감 있게 Johnnie Walker 즐기기. 

 

http://www.DRINKiQ.com 참조. 

 

[1] 국제위스키대회(International Whisky Competition) (2015&2016) 

 

(사진: http://mma.prnewswire.com/media/560022/johnnie_walker_experimental_flavours.jpg 

) 

 

출처: Johnnie Walker 

http://bit.ly/JWBlenders-Batch
https://www.johnniewalker.com/en/our-whisky/limited-edition-whiskies/blenders-batch-wine-cask-blend-limited-edition/
https://www.johnniewalker.com/en/our-whisky/limited-edition-whiskies/blenders-batch-wine-cask-blend-limited-ed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