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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의 중심
200년 역사 글렌버기를
싱글 몰트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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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글 몰트 글렌버기 12년 2 글렌버기 증류소 3 싱글 몰트 3종(글렌토커스, 글렌버기, 밀튼더프) 4 싱글 몰트 글렌버기 15년 5 싱글 몰트 글렌버기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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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 발렌타인

글렌버기만의 맛과 풍미는 바로 스코틀랜드 내 스페이사이드의 천

숙성돼 잘 익은 사과와 레드베리 향, 달콤한 오렌지와 블랙 커런트

(Ballantine’s)의 맛과 향의 스타일을 결정하

혜의 자연환경에서 탄생한다. 위스키 생산을 위해서는 3가지 천연

의 맛이 이루는 조화는 깊은 풍미와 오랜 여운을 선사한다.

는 곳이 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글렌버기

재료인 물·맥아 보리·이스트(효모)가 필요하다. 글렌버기 증류소

발렌타인 관계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 발렌타인의

증류소다. 이 증류소는 1810년에 설립돼 품

는 5ｍ 지하에서 끌어 올리는 천연미네랄 샘물만을 독점 사용하며,

중심이 되는 핵심 몰트인 글렌버기는 12년, 15년, 18년으로 확장하

질 보장을 위해 2004년 재건축됐다. 지금

인근 밭과 농장에서 고품질의 맥아 보리를 공급받는다. 또 까다로

며 라인업을 완성했다”며 “다양한 발렌타인 싱글 몰트 글렌버기

도 ‘올드 커스텀스 하우스’라는 이름의 옛

운 자체 기준에 맞는 이스트만을 사용한다. 글렌버기의 천혜의 자

라인업은 애호가뿐 아니라 입문자까지 만족시킬 수 있어 싱글 몰

건물을 테이스팅 시설과 저장고로 이용하

연환경 속에서 탄생한 발렌타인 싱글 몰트 글렌버기 라인은 그 어

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고 있다.

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맛과 풍미를 자랑한다.

말했다.

글렌버기 증류소에서는 발렌타인 17년, 21

발렌타인 블렌딩은 글렌버기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아메리칸 오크통

년, 30년의 핵심이 되는 글렌버기 싱글 몰

에서 비롯된 풍부한 바닐라 향으로 유명하다. 발렌타인 싱글 몰트

발렌타인 (Ballantine’s; www.ballantines.com/ko)

트가 생산된다. 글렌버기는 그간 자체 브랜

글렌버기 12년산과 15년산 모두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숙성돼 깊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맛의 스카치위스키로 꼽히는 발렌타인은 1

드나 레이블을 붙인 싱글 몰트를 생산한 적

바닐라 향과 진한 과일 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두 몰트 중 연산

년에 약 7억병이 판매되는 유럽권 1위이자 세계 2위의 브랜드다. 풍

이 없었다. 2017년 발렌타인이 3곳의 증류

이 더 적은 12년산은 15년산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은은한 헤이즐넛

부한 바디감과 오랜 여운의 완벽한 밸런스로 2002년부터 약 200회

소, 글렌버기·글렌토커스·밀튼더프에서 생

향과 감미로운 토피의 달콤함이 특징이다. 15년산은 벌

이상의 수많은 국제 대회에서 수상

산한 싱글 몰트 위스키 15년이 첫선을 보이

꿀의 진한 달콤함을 느낄 수 있고 조금 더 부드럽고 점

했으며, 파이니스트(Finest) 부터 40

자 많은 소비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싱글

도가 높아, 위스키가 벨벳처럼 부드럽게 입안을 감싼

년산까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몰트 위스키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

후 천천히 퍼져 나간다. 반면 12년산은 조금 더 강렬한

감이 커졌다. 글렌버기는 발렌타인이 전 세

향과 더 생동감 있고 크리미한 맛을 선물한다.

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위스키가 되는 데 기

올해 추석에는 ‘발렌타인 싱글 몰트 글렌버기 18년’

인기 순위 상위 자리를 유지해 오고

여한 싱글 몰트이기 때문이다.

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애호가들을 설레게 했다.

있으며, ‘CEO가 선호하는 명품브랜

‘발렌타인 싱글 몰트 글렌버기 15년’의 성공

‘발렌타인 싱글 몰트 글렌버기 18년’은

드 선정 13년 연속 1위’, ‘소비자 선호

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을 확인한

글렌버기 12년, 15년에 이어 글렌버기

도 1위’ ‘인천공항 면세점 판매 1위

후, 발렌타인은 2019년 ‘발렌타인 싱글 몰트

증류소에서 탄생한 또 하나의 싱글

브랜드’ 등을 기록하며 위스키 애호

글렌버기 12년’을 출시하며 싱글 몰트 입문

몰트 위스키로, 더욱더 깊어진 달콤

가들의 지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함과 풍부한 향을 자랑한다. 18년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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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국
내에서는 1989년 출시된 이후 줄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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