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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BRAND VALUES

FOGGIE MOSS
FILTERED WATER

올트모어 수원지인 오친데란 번(Auchinderran Burn)은

늘 신비로운 안개로 가려진 

포기 모스(Foggie Moss)지역에 위치하여, 

안개 속에서 탄생한 위스키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NATURAL FORM

논칠 필터링, 카라멜 색소 무첨가를 통해

순수한 그대로의 컬러를 띄며, 

명확한 연산 표기를 준수합니다.

RAREST OF SPEYSIDE

울트모어는 버키 로드 한 모금 (a nip of Buckie Road)은

은어로 사용되며, 위스키 애호가들만이 

주문할 수 있는 귀한 위스키였습니다.

 ETHEREAL MALT

올트모어는 여린 풀과 허브 노트로 유명합니다. 

1897년 설립 때부터 그 순수한 풍미를 보장하기 위해, 

피트 스모키가 없는 보리를 고집하며

 핸드메이드 구리 단식 증류기(Copper pot still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트모어 디스틸러리(Aultmore Distillery)는  스페이사이드(Speyside) 버키 로드(Buckie Road)에서 

9마일 떨어진, 신비한 안개로 둘러싸인 포기 모스(Foggie Moss) 지역에 위치합니다.

올트모어는 1897년 스코틀랜드의 가장 유명한 양조자 중 하나로 알려진 Alexander Edward가 설립한 이래 

비밀리에 전해진 위스키입니다. 당시 대형 블렌딩 하우스에 블렌딩 위스키로 공급했던 것에 힘입어 올트모어의 

인기는 증류소에 성공을 가져왔고, 많은 이들이 올트모어의 부드러움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올트모어의 품질은 매우 훌륭하고 균형이 잘 잡혀 전문가들 사이에서 몇 안되는 ‘Top Class’ 싱글몰트로 

평가 받았습니다. 

위스키 업계에서도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올트모어는 지금까지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어떠한 카라멜 색소를 첨가하지 않고, 냉각 여과를 하지 않는 논칠 필터(non-chill filtered) 제품으로 여린 풀과

허브 몰트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담겨있습니다. "



AULTMORE AGED 12 YEARS

Cask Type
버번 캐스크

Key Flavour Notes
아삭한 사과, 부드러움, 잘 익은 과일, 신선한 허브와 우아한 꽃내음

Tasting Notes
섬세하고 우아한 맛, 사과와 배의 신선함 뒤에 잘 익은 과일의 아로마와  

허니서클(honeysuckle)의 꽃내음이 타임, 처빌, 꽃줄기와 같은 허브 노트와 

균형을 이룹니다.  

비스킷 베이스에 달콤한 바닐라를 얹은 듯한 깊은 피니쉬가 특징입니다.

AULTMORE AGED 18 YEARS

Cask Type
셰리(Refill Sherry) &버번 캐스크

Key Flavour Notes
강한 풍미의 사과, 배, 바나나 그리고 향신료와 카카오 닙스

Tasting Notes
안개 속에 숨겨진 사과, 배, 바나나의 풍미가 부드럽지만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신선한 풀내음, 카카오 닙스, 희미한 향신료가 느껴지는 달콤한 풍미와 

부드러운 풍미가 길게 이어집니다.

AULTMORE AGED 21 YEARS

Cask Type
버번 캐스크

Key Flavour Notes
설탕 코팅한 아몬드, 커피 분말, 볶은 견과류와 데친 배

Tasting Notes
감미로운 올리브 오일과 로즈마리의 힌트가 설탕에 절인 아몬드와 향긋한 커피, 

한 입의 부드러운 오젠(Ogen) 멜론과 시트러스가 한 데 어우러져, 

선선하고 황홀한 여름날 밤을 연상케 합니다. 

피니쉬로 구운 견과류과 깊은 부드러움이 더해집니다.

700ml / 46.0% /  영국

700ml / 46.0% /  영국

700ml / 46.0% /  영국



㈜ 에프제이코리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70, 5층 (방이동)   Tel. 02 3401 1008   Fax. 02 3401 2888    www.fj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