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9일 금요일 제20327호 ��
경제

깊어가는가을 밀맥주진한맛당기네

가을이다가오면서맛이진한맥주가인

기를끌고있다 가을은맥주의진한맛과

향자체를음미하기에좋다 맛과 향이진

한 맥주는 가을의 계절 분위기와 잘 어울

린다

오비맥주는지난 2014년독일맥주순수

령으로 빚은 진한 맛의 프리미어 OB를

출시한데 이어 지난해 프리미어 OB 브루

마스터셀렉션으로밀맥주바이젠을선보

였다 다양한 맥주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

입맛을충족시키며국내맥주시장의혁신

을주도했다는평을받고있다

프리미어 OB는 80년 맥주명가 오비

맥주가 맥주순수령으로 빚어낸 프리미엄

올몰트 맥주다 독일 노블홉과 독일 황실

양조장 효모를 사용해 더 풍부하고 진한

맛을낸정통독일식올몰트(All Malt) 맥

주로OB브랜드의열한번째신제품이다

맛의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맥즙 농도

(오리지널 그래비티)가 국내 올몰트 맥주

(맥아함량 100%) 중에서가장높은 프리

미어 OB는 다른 올몰트(All Malt) 맥주

에 비해 깊고 진한 맛으로 소비자를 공략

하고있다

올몰트 맥주(맥아 함량 100%) 의 경우

물맥아 홉 3가지로맥주를만든다 오리

지널 그래비티(맥즙농도)라는 것은 해당

맥주에맥아의원료인보리가얼마나들어

갔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 맥즙농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맥아가 많이 들어

간진한맥주라는것을의미한다

프리미어OB는 80년맥주명가의독자

적인양조기술력과최고의맥주맛을향한

끈질긴 집념으로 빚어 풍부한 향과 진한

맛이두드러지면서도잡미없이투명하고

깔끔한끝맛이특징이다 맥주의 맛을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홉의

경우 독일 맥주순수령을 만든 독일 바이

에른황실의할레타우지방에서재배된고

급노블홉을 100% 사용해 쌉싸래한 맛과

향의깊이를더했다

맥주 발효에 사용되는 효모의 경우

1000년의 역사를 지닌 독일 황실 양조장

효모를사용해발효에도정통성을고집했

다 특히바이에른황실소유의독일국립

맥주양조장의효모가노블홉과절묘한조

화를 이뤄 맥주 본고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전통의맛과향을구현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프리미어 OB는

오비맥주의 80년 양조기술력을집약해만

든 정통 독일식 필스너 맥주로 글로벌 시

장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프리미엄 제품

이라면서 소비자들의 수준 높은 입맛과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OB브랜드의 끊임없는 혁신에 계속 역량

을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6월 대형 맥주제조

회사로는 처음으로 독일 밀맥주 바이젠

을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독일어로 밀

(Wheat)로 만든 맥주를 뜻하는 바이젠

(Weizen)은 독일 바이에른 스타일의 밀

맥주에만 통용되는 명칭이다 프리미어

OB 바이젠은 1366년부터시작된세계최

대 맥주회사인 AB인베브의 베테랑 브루

마스터들이직접개발한 브루마스터셀렉

션의첫번째작품이다

프리미어 OB 바이젠은 독일 전통의

양조 방식을 적용 밀맥아 50% 보리맥아

50%를각각사용했으며독일산프리미엄

홉을엄선하여한국소비자들을사로잡을

명품 독일 바이젠 맥주의 독특한 맛과 향

을구현했다

오비맥주 양조기술연구소와 독일 베테

랑브루마스터들이 엄선한 상면 양조효모

를 사용 헤페 바이젠(Hefe Weizen)을

상징하는반투명의뽀얀빛깔을내면서도

진하고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 넘김으로

기존 국산 맥주 브랜드뿐 아니라 수입 프

리미엄제품들과도완전히차별화한맛을

선사한다

독일정통 프리미어OB바이젠이세계

적 권위의 주류품평회에서 잇따라 수상하

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호주에서

열린 2016 호주국제맥주품평회(Australi�

an International Beer Awards) 독일스

타일(GERMAN STYLE HEFE) 부문에

서금상을수상하고 3주앞서미국필라델

피아서 열린 국제 주류품평회 2016 월드

비어컵(2016 World Beer Cup)에서도한

국맥주중유일하게은상을수상했다

AIBA 유로피언 비어 스타(Euro�

pean Beer Star)와 함께세계 3대맥주대

회로불리는 월드비어컵(WBC)에는전

세계 55개국 약 2000여개 업체가 참가했

으며 출품된 맥주 제품이 약 6500여 개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총 14개 제품이 출품

했고 프리미어 OB 바이젠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특히 프리미어 OB 바이젠이 수상한

WBC 남부 독일 스타일 헤페바이젠

(South Germany Style Hefeweizen)

부문은바이젠(weizen) 맥주의원조라할

수 있는 독일 현지 브루어리(양조장)에서

만든 맥주 등 약 100여 개 이상의 제품과

의 경쟁을 뚫고 수상한 것이어서 더욱 의

미가크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세계 유수의 맥주

품평회에서한국에서생산하는정통독일

식 맥주가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는것은오비맥주의뛰어난양조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뜻이다면서

국산맥주에 대한 자긍심이 확산되는 계

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

한편 프리미어 OB 바이젠은 독일의

베테랑브루마스터들이직접양조에참여

하고개발한 브루마스터셀렉션 첫 작품

이다 오비맥주는 바이젠을 시작으로 원

재료와발효방식 알코올도수 맛칼로리

등을 차별화한 다양한 형태의 브루마스

터 셀렉션 연작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

시한다는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리미어 OB 이어 OB 브루마스터 셀렉션 인기

해양도시가스(대표 김명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7일 한국가스안전

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영진)

와함께공급권역내전통시장을대상으

로 특별안전점검 및 안전캠페인을 실

시했다 <사진>

이날 전통시장 내 도시가스 사용시설

45개소의 건물 외부 입상관 및 계량기

등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

였고 전통시장상인과고객을대상으로

연휴기간중매장 또는집을비울때가

스밸브잠금상태확인등가스안전사용

요령을안내하는 가스안전 캠페인을펼

쳤다

해양도시가스 김명환 사장은 이번

전통시장 특별안전점검과 가스안전 캠

페인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고 고객의 안전사용에 대한 관심과 실

천의식이높아지길바라며앞으로도고

객의안전과행복을지키기위해다양한

활동을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해양도시가스 추석맞이전통시장안전점검

한국거래소는오는 28일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상장 희망 기업 최고경

영자(CEO)를 대상으로 경영자과정 교

육을한다고 8일밝혔다

이 과정은 CEO가 적기에 상장 의사

결정을할수있도록정보를체계적으로

지원하는무상교육프로그램이다

거래소는광주에이어오는 11월서울

에서도경영자과정교육을진행한다

실무자를대상으로한상장교육도부

산(10월)과 서울(12월)에서 마련할계획

이다

거래소는 경영자과정 교육을 2011년

부터 연 5회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800여명이교육을이수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국거래소 예비 상장기업경영자교육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영

환)는하반기광주지역은퇴금융아카데

미수강생을모집한다고 8일밝혔다

이번 아카데미 강의는 ▲은퇴 재무설

계▲소득및지출관리▲응급처치▲금

융범죄예방▲상속증여와관련된법률

정보등으로구성돼있으며오는 22일부

터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카네기비

즈니스센터에서 매주 3시간씩 6주 과정

으로진행될예정이다

정부 30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맞춤형서비스 일환으로실시되

는 이번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전화

(0623705740)를 통해 선착순 접수중

이다

은퇴금융아카데미는올 상반기광주

를포함한전국17개지사에서 1100명의

수강생을배출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은퇴재무설계무료강의선착순접수

주택금융공사광주지사

프리미어OB(왼쪽)와첫번째브루마스터셀렉션 프리미어OB바이젠

밀보리맥아 50%씩 함유 바이젠

세계 최대기업 AB인베브와 합작

독일황실양조장사용효모고집

호주미국등국제품평회잇단수상

1516년 독일 바이에른 공국의 빌헬

름 4세가 맥주의 원료를 보리와 홉 물만

으로제한한법령

맥주순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