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제품 

 <생막걸리 부문>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경기 느린마을라이트막걸리 (주)배상면주가 배영호 경기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32번길 25 02-6917-8986

최우수상 충남 백련생막걸리 미스티 신평양조장 김동교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13 041-362-6080

우수상 강원 지장수호박생막걸리 ㈜낙천 성재기 강원도 동해시 공단2로 73 033-522-1163

장려상 경기 술샘 이화주 (농)(주)술샘 신인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298-1 070-4218-5225

 <살균막걸리 부문>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충남 백련살균 미스티 신평양조장 김동교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13 041-362-6080

최우수상 경기 주시락가평잣막걸리 (주)우리술 박성기 경기 가평군 하면 대보간선로 29 031-585-8525

우수상 전북 부안참뽕막걸리(탄산) 동진주조 정태식 전북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14-11 063-584-5015

장려상 전북 자연담은 
복분자 막걸리

(농)국순당
고창명주(주) 김영동 전북 고창군 심원면 선운대로 

2197 063-564-9800

 <약주․청주 부문>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경기 산양산삼가든 별 대농바이오(영) 황성헌 경기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684 031-798-9757

최우수상 전남 자희향국화주 (유)자희자양 노영희 전남 함평군 신광면 신해로 92 061-324-6363

우수상 대전 대덕주 (농)신탄진주조(주) 유황철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583번길 41 042-932-0432

장려상 전북 황진이주 (농)(유)참본 양선기 전북 남원시 시묘길 122 063-625-8307

 <과실주 부문>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충남 추사애플와인 (농)예산
사과와인(주) 서정학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몽로 107-25 041-337-9584

최우수상 전북 선운 고창서해안
복분자주(영) 송지훈 전북 고창군 신림면 전봉준로 414-30 063-564-7301

우수상 충북 여포의꿈(화이트) 여포농장 김민제 충북 영동군 양강면 유점지촌길 75 043-744-7702

장려상 경남 3004
(다래와인스위트) (영)오름주가 조현국 경남 사천시 미룡길 31-20 055-855-3626

 <증류식소주 부문>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경북 안동소주일품 
40도 골드 안동소주일품(주) 이주흥 경북 안동시 풍산읍 양광길 121-32 054-854-6080

최우수상 경기 한주 한주양조 이성자 경기 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270-9 031-672-0964

우수상 경북 로얄안동소주 (농)유토피아(주) 서주현 경북 안동시 남후면 큰광음길 107 070-7439-3129

장려상 제주 고소리술 제주샘(영) 김숙희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283 064-799-4225

 <일반증류주 부문>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전북 복분자아락 (농)배상면주가
고창LB(주)

안재식 전북 고창군 아산면 병암길 48 063-563-7756

최우수상 충남 두레앙 (농)(주)두레양조 권혁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율목길 17-6 041-585-8213

우수상 경기 감아락25 (주)배상면주가 배영호 경기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32번길 25 02-6917-8986

장려상 충북 햇사레증류주 금왕양조(영) 조성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38 043-877-0808

 <리큐르 부문>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경남 담솔 명가원(영) 정천상 경남 함양군 지곡면 지곡창촌길3 055-963-8992

최우수상 경기 오매락 (주)배상면주가 배영호 경기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32번길 25 02-6917-8986

우수상 충남 불소곡주 700ml 한산소곡주 우희열 충남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118 041-951-0290

장려상 전남 진도홍주루비콘 대대로(영) 김애란 전남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288-23 061-542-3399

 <기타주류 부문>

구 분 품  명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경기 허니비와인 아이비(영) 양경열 경기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48-3 031-775-0500

최우수상 충남 두레앙브랜디 (농)(주)두레양조 권혁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율목길 17-6 041-585-8213

우수상 전북 주몽복분자주 (농)(유)참본 양선기 전북 남원시 시묘길 122 063-625-8307

장려상 제주 녹고의 눈물 (농)(주)토향 정옥주 제주 제주시 한경면 연명로 732 064-796-2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