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傳統酒 KOREAN SOOL

● 원재료 : 한국산 머루, 복분자, 오디
● 알코올함량 : 16%
● 제조사 : 홍지원

● Raw Material : Korean Wild Grapes, Raspberry, Mulberry
● Alcohol by Volume : 16%
● Manufacturer : HONGJIWON

평창 오디주 특500
Pyeongchang Mulberry Wine 
Special 400

평창 머루주 특1000
Pyeongchang Wild Grapes Wine 
Special 1000

평창 머루주 특400
Pyeongchang Wild Grapes Wine
Special 400

대관령복분자주 특400
Daegwallyeong Raspberry Wine 
Special 400



 맛있게 마시는 방법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냉장보관 하여야 하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셔야 과실주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얼음을 넣어 온더록으로 희석하여 마시거나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청량음료와 혼합하여 마시면 과실주의 또 다른 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How to Drink with Better Taste
Please keep the product refrigerated after opening the product. You can enjoy 
unique taste of fruit wine when drank within short days. You can enjoy different 
flavor of fruit wine by diluting with ice or mixing with preferred soft drink.

 제품 소개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에서 생산한 한국 전통 과실주 시리즈로 머루, 복분 

자, 오디를 주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청정지역에서 자란 머루, 복분자, 오 

디는 과실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성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주 기법으로 정성껏  발효하고 숙성하여 품질인증과 한국관광명품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Product Introduction
The products are Korean traditional fruit wine series made in ‘Pyeongchang’ where 
2018 Winter Olympics is held. The main ingredients of the products are wild 
grapes, raspberry, and mulberry. Wild grapes, raspberry, and mulberry grown in 
clean area of Pyeongchang, Gangwon-do are spotlighted with rich nutritions. The 
products are fermented and matured with thorough Korean traditional liquor 
manufacturing technique. The products obtained quality certification and Korea 
Tourist Souvenir Certification for its outstanding quality.

 Tasting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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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머루주
Pyeongchang Wild grapes Wine

대관령복분자주
Daegwallyeong Raspberry Wine

평창 오디주
Pyeongchang Mulberry Wine



韓國傳統酒 KOREAN SOOL

● 원재료 : 메조, 찰수수, 한국쌀
● 알코올함량 : 25%, 40%
● 제조사 : 문배술양조원

● Raw Material : Foxtail millet, Millet, Korean Rice
● Alcohol by Volume : 25%, 40%
● Manufacturer : MOONBAESOOL BREWERY

문배술 명작 500
Moonbaesool Masterpiece500

문배술 헤리티지 700
Moonbaesool Heritage700

문배술 헤리티지 세트
Moonbaesool Heritage Set

문배술 미담 세트
Moonbaesool Midam Set



 맛있게 마시는 방법

문배술은 취향에 따라 언더록 또는 토닉워터를 첨가하여 드시면 됩니다. 

크렌베리 주스 또는 블루 큐라소(Blue Curaçao)와 토닉워터를 첨가하셔서 칵테일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How to Drink with Better Taste
You can drink Moonbaesool with ice or tonic water for your preference. You can 
enjoy Moonbaesool as cocktail by adding cranberry juice or blue curacao and 
tonic water.

 제품 소개

문배술은 메조와 찰수수를 이용하여 빚어낸 순곡의 증류주임에도 문배나무의 과실 향기가 

난다고 하여 문배술로 불립니다. 부드러운 목넘김과 입속 가득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전통 소주입니다. 고려시대(AD918~1392), 당시 신하들은 왕에게 좋은 술을 

진상하여 벼슬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 한 가문의 술이 ‘문배술’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문배술은 194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5대에 걸쳐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전통식품명인 제7호로 지정된 이기춘 명인에 의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Product Introduction
Although ‘Moonbaesool’ is distilled liquor made from rice brewed with foxtail millet and 
millet, it is said to have fruit flavor of moonbae tree. Moonbaesool is a traditional Korean 
soju with soft swallowing and rich scent inside mouth. During Goryeo Dynasty, 
(AD918~1392), servants secured government position by serving good drink. One of 
the family served 'Moonbaesool' to the king. At contemporary society, Moonbaesool 
has been brewed since 1940s through 5 generations. 
At present, Moonbaesool is produced by master Gi-Choon Lee who is designated as 
the 7th traditional food master in South Korea.

 Tasting Note

향기  Aroma

단맛  Sweet

바디감  Body



韓國傳統酒 KOREAN SOOL

● 원재료 : 한국쌀, 배, 생강, 계피, 울금, 꿀
● 알코올함량 : 25%
● 제조사 : 전주이강주

● Raw material : Korean Rice, Pear, Ginger, 
                               Cinnamon , Tumeric, Honey
● Alcohol by Volume : 25%
● Manufacturer : JOENJU LEEGANGJU

이강주 연화특선 세트
Leegangju Lotus flower Special Set

이강주 호랑이 세트
Leegangju Tiger Set

이강주 특5호
Leegangju Special No.5

이강주 명작700
Leegangju Masterpiece700



 맛있게 마시는 방법
이강주는 차게 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 언더록 또는 토닉워터를 첨가하여 

드시면 됩니다. 다양한 칵테일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맛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How to Drink with Better Taste
Leegangju tastes better when chilled. Enjoy Leegangju with ice or tonic water 
for your preference. You can get various tastes with various materials for cocktail.

 제품 소개
이강주는 조선시대(AD 1392~1910) 중기부터 전라도와 황해도에서 제조되어 상류층이 

즐겨 마시던 조선의 3대 명주 중 하나입니다. 배의 시원한 청량감, 알싸한 맛의 생강, 

숙취를 완화해 주는 울금, 맵고 단 계피, 목넘김을 부드럽게 해주는 벌꿀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품으로 올리던 술로써 현재는 한국의 전통식품명인 제9호로 지정된 

조정형 명인에 의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Product Introduction
Leegangju is a liquor made during mid Joseon Dynasty (AD 1392~1910) in Jeolla 
-do and Hwanghae-do and is one of the three superb liquors during Joseon 
Dynasty enjoyed by the upper class. Leegangju harmoniously includes cool 
refreshing taste from pear, pungent taste from ginger, tumeric alleviating 
hangover, pungent and sweet cinnamon, and honey for soft swallowing. 
Leegangju was a liquor served to the royal family during Joseon Dynasty. At 
present, Leegangju is made by master Jung-Hyeong Jo who is designated as the 
9th traditional food master in South Korea.

 Tasting Note

향기  Aroma

단맛  Sweet

바디감  Body



韓國傳統酒 KOREAN SOOL

● 원재료 : 한국쌀, 누룩
● 알코올함량 : 45%
● 제조사 : 민속주 안동소주

● Raw material : Korean rice, Yeast
● Alcohol by Volume : 45%
● Manufacturer : Minsokju Andong Soju

민속주안동소주

Minsokju Andong Soju



 맛있게 마시는 방법
민속주 안동소주는 취향에 따라 언더록 또는 토닉워터를 첨가하여 드시면 됩니다. 

얼음을 넣어둔 잔에 안동소주와 레몬주스를 넣고 토닉워터와 시럽 또는 탄산음료를 취향 

에 맞는 농도로 타고 잘 섞어 칵테일로 즐길 수 있습니다.

 How to Drink with Better Taste
Enjoy Minsokju Andong Soju with ice or tonic water for your preference. You can 
also enjoy Minsokju Andong Soju as cocktail by pouring Andong Soju and 
lemon juice on glass with ice and mixing after adding tonic water and syrup or 
soft drink on concentration for your preference.

 제품 소개
안동소주는 고려시대(AD918~1392) 귀족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오래전에는 

치료용으로 음용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AD 1392~1910) 안동지역의 명문가 가문에 

서 내려온 제조 비법을 현재 한국전통식품명인 제20호로 지정된 조옥화 명인이 계승 발전 

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옥화 명인은 안동소주의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방식 그대로 술을 빚고 있습니다. 45%의 높은 알콜 도수이지만 마신 뒤 향기가 입안 

에 오래 남고 숙취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Product Introduction
Andong Soju was famous among nobilities during Goryeo Dynasty (AD918~ 
1392) and was drank for treatment in the past. Master Ok-Hwa Jo who is 
designated as the 20th traditional food master in South Korea succeeded and 
developed manufacturing secrets descended from decent family in Andong area 
during Joseon Dynasty (AD 1392~1910). Master Ok-Hwa Jo brews Andong Soju 
with the traditional method to maintain essential flavor and scent. Although 
Andong Soju has high alcohol of 45%, the scent remains in mouth for a long time 
and has fewer hangovers.

 Tasting Note

향기  Aroma

단맛  Sweet

바디감  Body



韓國傳統酒 KOREAN SOOL

● 원재료 : 한국쌀, 입국
● 알코올함량 : 40%
● 제조사 : 안동소주일품

● Raw material : Korean rice, Ipguk
● Alcohol by Volume : 40%
● Manufacturer : ANDONG SOJU ILPUM

안동소주일품 신랑
Andong Soju Ilpum Groom

안동소주일품 각시
Andong Soju Ilpum Bride

안동소주일품 골드
Andong Soju Ilpum Gold

안동소주일품600
Andong Soju Ilpum 600



 맛있게 마시는 방법
안동소주일품은 취향에 따라 언더록 또는 토닉워터를 첨가하여 드시면 됩니다. 

얼음을 넣어둔 잔에 안동소주와 레몬주스를 넣고 토닉워터와 시럽 또는 탄산음료를 기호 

에 맞는 농도로 잘 섞어 칵테일로 즐길 수 있습니다.

 How to Drink with Better Taste
Enjoy Andong Soju Ilpum with ice or tonic water for your preference. 
You can also enjoy Andong Soju Ilpum as cocktail by pouring Andong Soju and 
lemon juice on glass with ice and mixing after adding tonic water and syrup or 
soft drink to preferred concentration.

 제품 소개
안동소주는 고려시대(AD918~1392) 귀족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오래전에는 치 

료용으로 음용했다고 합니다. 안동소주의 맛과 향은 단연 일품입니다. 

안동소주일품은 한국쌀을 주원료로 하여 전통적인 소주제조방식으로 술을 빚은 한국의 

대표적인 술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권위 있는 해외 주류품평회에서 수상하며 그 품질을 인 

정받았습니다. 알콜 도수가 높지만 신선한 향이 퍼지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술입니다.

 Product Introduction
Andong Soju was famous among nobilities during Goryeo Dynasty (AD918~ 
1392) and was drank for treatment in the past. The flavor and scent of Andong 
Soju are unique.
Andong Soju Ilpum is the representative liquor brewed with traditional soju 
manufacturing method with Korea rice as main ingredient. Andong Soju has 
gained recognition for its quality and was awarded from South Korea and from 
overseas prestigious liquor fair. Although Andong Soju has high alcohol by 
volume, Andong Soju provides fresh flavour and soft swallowing.

 Tasting Note

향기  Aroma

단맛  Sweet

바디감  Body



韓國傳統酒 KOREAN SOOL

● 원재료 : 한국산 찹쌀, 누룩, 들국화, 메주콩, 생강, 홍고추
● 알코올함량 : 18%
● 제조사 : 한산소곡주

● Raw material : Korean Sweet Rice, Yeast, Chamomile, Soybean, Ginger, Red Pepper
● Alcohol by Volume : 18%
● Manufacturer : SHANSAN SOGOKJU

산양산삼소곡주
Wild Cultivated Ginseng Sogokju

한산소곡주 천상문
Hansan Sogokju Heaven’s Door

한산소곡주 고니
Hansan Sogokju Swan



 맛있게 마시는 방법
한산소곡주는 알코올 도수 18%의 술로 단맛은 강하나 신맛이 적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 

어 다른 재료와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매운 음식과도 잘 어울 

립니다.

 How to Drink with Better Taste
Hansan Sogokju contains 18 % alcohol and has strong sweet flavour with less 
sour flavour for soft swallowing. You can enjoy taste and flavour of the product 
by drinking as it is without diluting. Hansan Sogokju goes well with spicy food.

 제품 소개
한산소곡주는 백제시대(BC18~AD660)부터 이어온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술입니 

다. 100일간의 숙성을 통해 빚어낸 감미로운 향과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한산소곡주의 맛이 좋아 한번 앉아서 마시면 일어나지 못한다 하여 ‘앉은뱅이술’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산양산삼소곡주는 건강에 좋은 산양산삼을 추출하여 첨가한 제품입니 

다. 현재 한국전통식품 제19호로 지정된 우희열 명인이 빚고 있습니다.

 Product Introduction
Hansan Sogokju is a Korean sool with long tradition from Baekje Era (BC18~AD 
660). Hansan Sogokju has outstanding gentle flavour and unique taste brewed 
through mature for 100 days. Hansan Sogokju is also called 'one sitting drink' as a 
person cannot standup after drinking Hansan Sogokju for its excellent taste. 
Wild Cultivated Ginseng Sogokju is a product added with extract of wild cultivated 
ginseng which is good for health. The product is brewed by master Hee-Yeol Woo 
who is designated as the 19th traditional food master in South Korea.

 Tasting Note

단맛  Sweet

신맛  Acidity

청량감  Fresh

바디감  Body



韓國傳統酒 KOREAN SOOL

● 원재료 : 한국쌀, 정제수, 효모, 누룩
● 알코올함량 : 6%
● 제조사 : 우리술

● Raw material : Korean rice, Purified Water, Leaven, Yeast
● Alcohol by Volume : 6%
● Manufacturer : WOORISOOL

톡쏘는 쌀막걸리 세트

Sparkling Rice Makgeolli Set



 맛있게 마시는 방법
톡쏘는 쌀막걸리는 냉장보관하여 차게 마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음료 또는 칵테일 재료를 

첨가하여 막걸리 칵테일로 만들어 마시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How to Drink with Better Taste
Sparkling rice makgeolli tastes better when chilled and refrigerated. You can 
enjoy different taste by making makgeolli cocktail by adding various beverage 
or cocktail ingredients.

 제품 소개
톡쏘는 쌀막걸리는 탄산을 첨가해 톡쏘는 맛을 살린 새로운 막걸리입니다. 저온에서 완전 

숙성 시킨 후 2차 살균처리를 거쳐 숙취를 완화한 제품입니다. 

막걸리는 1,000년 전부터 한국에서 빚어온 고유의 한국술입니다. 술을 빚는 과정에서 맑 

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서 만든 술이라고 해서 막걸리라 부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술입니다.

 Product Introduction
Sparkling rice makgeolli is a new makgeolli true to sparkling taste by adding 
carbonic acid. The product has less hangover through complete mature on low 
temperature and secondary sterilization treatment. Makgeolli is inherent Korean 
sool brewed since 1,000 years ago in South Korea. Makgeolli got its name as it 
filters without scooping up refined rice wine during brewing process. Makgeolli is 
a representative traditional healthy Korean liquor with rich fiber and protein 
content.

 Tasting Note

단맛  Sweet

신맛  Acidity

청량감  Fresh

바디감  Body



韓國傳統酒 KOREAN SOOL

● 원재료 : 한국쌀, 인삼추출액, 홍삼농축액
● 알코올함량 : 인삼주 38%, 홍삼인삼주 19%
● 제조사 : 태평주가

● Raw material : Korean rice, Ginseng Extract, Red Ginseng Concentrate
● Alcohol by Volume : Ginseng 38%, Red Ginseng 19%
● Manufacturer : TAEPYUNGJUGA

진심 인삼주 세트
Jinsim Ginseng Spirit Set

진심 홍삼인삼주 2호
Jinsim Red Ginseng Spirit No.2

진심 홍삼인삼주
Jinsim Red Ginseng Spirit



 맛있게 마시는 방법
진심인삼주와 홍삼인삼주는 인삼의 향기가 가득한 것이 매력적인 술입니다. 때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하여 칵테일로 마시기보다는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것이 술의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온더록으로 마셔도 좋습니다.

 How to Drink with Better Taste
Jinsim Ginseng and Jinsim Red Ginseng are charming liquor with rich flavour of 
ginseng. You can enjoy taste and flavour of the liquors by drinking the undiluted 
liquid as it is rather than adding other ingredients or drinking as cocktail. You can 
also enjoy the products with ice.

 제품 소개
인삼은 오래 전부터 탁월한 약효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이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인 

삼이 자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재배와 가공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진심 

인삼주와 홍삼주는 한국 최대의 인삼 산지인 전북 진안에서 자란 최상급 인삼을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 상품성을 인정받아 국내외 주류품평회에서 다수의 수상을 하 

며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Product Introduction
Ginseng has been the export item representing South Korea for a long time with 
its excellent medical effect. South Korea has favorable natural condition where 
high- quality ginseng can grow and has been developing technology for ginseng 
cultivation and processing. Jinsim ginseng and red ginseng are the product made 
with the best ginseng grown at Jinan Jeonbuk, the largest ginseng producing 
area, through patented technology. The products have been awarded in domestic 
and overseas liquor fair for their commercial value. At present, the products are 
exported to the world and are capturing appetite of people around the world.

 Tasting Note

향기  Aroma

단맛  Sweet

바디감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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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 한국쌀, 누룩, 정제수
● 알코올함량 : 22%, 40%
● 제조사 : 술샘

● Raw material : Korean rice, Yeast, Purified Water
● Alcohol by Volume : 22%, 40%
● Manufacturer : SULSEAM

미르 22
Mir 22

미르 40
Mir 40



 맛있게 마시는 방법
미르는 알코올 도수에 비해 향이 풍부하고 단맛이 술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취향에 따라 온더록 또는 토닉워터를 첨가하여 드시면 좋습니다. 육류 음식과 잘 맞습니다.

 How to Drink with Better Taste
Although Mir has high alcohol content, Mir has rich flavor. Also, sweetness of Mir 
makes the entire taste of liquor smooth. You can enjoy Mir by adding ice or tonic 
water. Mir also goes well with meat.

 제품 소개

‘미르’는 순수 한국어로 ‘용’을 뜻합니다. 미르는 1450년대에 발간된 <산가요록>에 기록 

된 한국 최초의 소주 제조법을 지켜 만든 증류주입니다. 

자연발효, 수작업, 한국쌀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정성껏 만든 술입니다. 강렬한 

향에 비해 부드럽게 마실 수 있고 생선회와 잘 어울리는 술입니다. 인공적인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으로 전통방식 그대로를 재현한 제품이라 소량만을 생산하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Product Introduction
‘Mir’  is a pure Korean word for ‘dragon’. Mir is distilled water made with the first soju 
manufacturing method recorded in <Sanga yorok> published in 1450. 
Mir is made for a long time with utmost sincerity based on three principles of 
natural fermentation, manual work, and Korean rice. Although it has strong scent, 
Mir can be swallowed softly and it goes well with raw fish. Mir does not contain 
any artificial additives and reproduces traditional method. Mir is also a premium 
product with limited quantity.

 Tasting Note

향기  Aroma

단맛  Sweet

바디감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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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 산양산삼, 정제수, 주정
● 알코올함량 : 20%
● 제조사 : 대농바이오

● Raw material : Sanyangsan, refined water, Ethyl alcohol
● Alcohol by Volume : 20%
● Manufacturer : DAENONG BIO

호담 세트

Hodam Set



 맛있게 마시는 방법
작은 병 안에 산양산삼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연한 미색을 가지고 있고 신선한 삼향이 

가득한 제품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고 특유의 향을 느끼기 위해서는 칵테일이나 

언더록보다는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How to Drink with Better Taste
Hodam has wild cultivated ginseng in a small bottle. The product has light ivory 
color and has fresh ginseng flavour. Hodam has low alcohol content. To enjoy 
unique flavour of Hodam, it is recommended to drink undiluted Hodam instead 
of drinking as cocktail or drinking with ice.

 제품 소개
호담은 청정지역의 5년근 산양산삼으로 제조한 프리미엄 리큐르입니다. 산양산삼은 깊은 

산 속에 산삼이 자리기 적합한 환경에 씨를 뿌려 산삼에 가깝게 자란 것을 뜻합니다. 

제조사 대농바이오는 국내외 권위 있는 주류품평회에서 매년 수상을 하고 있으며, 2017

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품질과 생산기술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Product Introduction
Hodam is the premium liquor made with 5 years old wild cultivated ginseng from 
clean area. Wild cultivated ginseng refers to ginseng similar to wild ginseng grown 
by sowing seeds to environment at deep in the mountain suitable for wild 
ginseng. 
The manufacturer, Daenong Bio, is annually awarded from prestigious liquor fair 
held in South Korea and overseas. In 2017, the manufactured product received 
presidential award and got recognition for its quality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Tasting Note

향기  Aroma

단맛  Sweet

바디감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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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 DMZ 240km(자연산송이버섯, 브랜디원액, 벌꿀)

                설궁(자연산송이버섯, 벌꿀)
● 알코올함량 : DMZ 240km(25%), 설궁(18%, 30%)
● 제조사 : 솔래원

● Raw material : DMZ 240km(Natural Pine Mushroom, Undiluted Brandy , Honey)
                               Seolgung(Natural Pine Mushroom, Honey)
● Alcohol by Volume : DMZ 240km(25%), Seolgung(18%, 30%)
● Manufacturer : SOLLAEWON

DMZ 240km 설궁 30
Seolgung 30

설궁 18
Seolgung 18



 맛있게 마시는 방법
DMZ 240km와 설궁은 자연산 송이버섯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 

에 다른 재료를 섞어 마시기보다는 원액 그대로 또는 온더록으로 마시는 것이 제품의 맛과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How to Drink with Better Taste
DMZ 240km and Seolgung have softly spreading natural pine mushroom scent. 
You can enjoy taste and flavour of the products by drinking undiluted product 
or drinking with ice instead of mixing other ingredients.

 제품 소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DMZ 240km’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사이에 놓인 비무장지대로 평화, 친환경, 협력의 염원을 담아 만든 

술입니다.

설궁은 강원도 지역에서 자란 자연산 송이버섯, 벌꿀, 산양산삼을 원재료로 13년 숙성한 

프리미엄 위스키입니다. 두 제품 모두 강원도 지역의 특산품인 송이버섯을 원재료로 만든 

제품으로 송이버섯을 이용한 주류제조 기술로 특허를 받고 제조하였습니다.

 Product Introduction
The product is produced in Gangwon-do where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is held. DMZ is the demilitarized zone establish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DMZ 240km' is liquor made with wish for 
peace, environment-friendly, and cooperation. Seolgung is a premium whiskey 
matured for 13 year with natural pine mushroom, honey, and wild cultivated 
ginseng grown at Gangwon-do region. DMZ 240km and Seolgung both use pine 
mushroom, the specialty of Gangwon-do region, as raw material. The two 
products are produced with patented liquor manufacturing technique on pine 
mushroom.

 Tasting Note

향기  Aroma

단맛  Sweet

바디감  Body

향기  Aroma

단맛  Sweet

바디감  Body

DMZ 240km
설궁
Seolgung



 한국술의 정의
●  관습적 정의 : 한국에서 생산되고 한국인이 주식으로 삼는 쌀을 주원료로 하고 전통방식으로 생산되어 한국 

고유의 맛과 향을 간직한 술
●  법률적 정의 :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주류 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서 제조한 지역특산주

 De�nition of Korean Sool
●  Conventional De�nition : A liquor produced in South Korea made with rice which is staple diet of 
Korean as a main ingredient. The liquor is made with traditional method and has taste and flavor unique 
to South Korea. 
●  Legal De�nition : A liquor made by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possessor of cultural 
asset designated by cities and provinces or a liquor made by food master on liquor field. Korean Sool also 
refers to local special liquor made by agricultural company or manufacturer association. 

 한국술의 분류
한국술은 크게 발효주류에 속하는 탁주, 약주류와 증류주류에 속하는 소주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조방법으로 볼 때 탁주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탁주에서 찌꺼기를 제거하여 약주가 되며 이를 

증류하여 소주가 만들어집니다.

 Classi�cation of Korean Sool
Korean sool is largely divided into makgeolli belonging to fermented liquor, yakju(clear rice-wine), and 
soju belonging to distilled liquor. Among the three, makgeolli  has the longest history on manufacturing 
method. Yakju is made by removing residues in makgeolli. Soju is made by distilling the yakju.

Understanding of Korean Sool and 
its Significance in Korean Food Culture

한국 식문화의 꽃, 한국술의 이해

韓國傳統酒 KOREAN SOOL



 한국술의 특징
●  쌀로 빚은 술 : 한국술은 우리가 밥으로 먹는 멥쌀이나 찹쌀, 보리, 수수, 기장, 조 등 쌀을 주원료로 하고, 여기 

에 가향이나 약재를 첨가해 발효시킨 술입니다. 그 맛은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떫은맛 등의 오미(五味)는 

물론이고 ‘감칠맛’과 ‘상쾌한 맛’ 등 칠미(七味)와 과일향 등의 ‘부드러운 향취’가 있습니다.
●  발효에 적합한 물 : 한국술은 발효주를 빚기에 적합한 물을 전국 어디서든 얻을 수 있습니다. 술을 빚는데 물 

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술은 미네랄 함량이 많고 부드러운 단물, 즉 연수로 술을 빚습니다. 이러한 

연수로 술을 빚게 되면 술맛이 풍부해지고 부드러운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  사계를 담은 술 : 한국은 사계절이 완연한 나라로 계절마다 나오는 제철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술을 사시사 

철 빚어 왔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술은 종류와 맛이 매우 다채롭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하고 맛있는 

술을 빚어 서로 나누어 마셨습니다. 

 Features of Korean Sool
●  Liquor Brewed with Rice : The main ingredients of Korean Sool are non-glutinous rice, sweet rice, 
barley, sorghum, millet, and foxtail millet which South Koreans eat for meal. Then the liquor is fermented 
after adding flavour or medical ingredients. The liquor includes five flavours of sweet, sour, bitter, spicy, 
and acerbic taste while also including 7 flavours with 'savory taste' and 'refreshing taste' and 'soft 
fragrance of' fruit flavour.
●  Water Suitable for Fermentation : Water suitable for Korean sool can be obtained from anywhere in 
South Korea. Water is very important element in brewing. Korean sool is made with soft water, a soft water 
with rich mineral. The liquor brewed with the soft water has rich and soft taste.
●  Liquor with Four Seasons : South Korea has clear four seasons and South Korea has been brewing 
various liquors with ingredients from each season. Therefore, Korean sool has very diversified types and 
tastes. Koreans also have brewed various and tasty liquors in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season and 
shared with others. 

 한국술의 문화
술을 단순한 알코올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유지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의 상징적인 

매개체입니다. 한국술은 결혼, 장례, 제사, 성묘 등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였습니다.
●  향음주례 : 어른을 공양하고 음식의 예의와 절차를 밟아 마시는 음주문화로 겸양과 미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예절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한 한국의 음주문화입니다.
●  군음문화 : 한국에서는 여럿이 어울려 술을 나누어 마시는 음주문화가 있습니다. 서로의 잔에 술을 따르고 

함께 마시며 그 집단의 일원이 되는 데 술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수작문화 : 한국은 서양의 직접 술을 따라 마시는 자작(自酌)문화와는 달리 서로의 술을 따라주는 수작(酬

酌)문화가 있습니다.

 Culture of Korean Sool
In South Korea, liquor is not a simple alcohol. Instead, liquor is a symbolic medium for communication 
which integrates and maintains members of the society. Korean sool has been together with Korean in 
good or bad times such as wedding, funeral, ancestral rites, and visit to ancestral graves.
●  Hyang-Eum-Ju-Re : Hyang-Eum-Ju-Re : A drinking culture with respect for elders and with etiquette for 
food. It is a drinking culture unique in South Korea and etiquette involving humbleness and virtue stands 
along the drinking culture.
●  Gun-Eum-Culture : South Korea has drinking culture of gathering and sharing liquors. Liquor has been 
a significant element to become a member of the group by filling each other's glasses. 
●  Su-Jak Culture : While the western culture has Jajak culture and fills their own glass, South Korea has 
Su-Jak culture where people fill each other's glasses.



“대한민국 방방곡곡 향기로운 한국술을 빚는 찾아가는 양조장”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역의 양조장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전통주 체험과 함께 지역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체험과 관광이 결합된 양조장 관광 상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 30개의 지역 양조장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술 통합 정보사이트 더술닷컴(www.thesoo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siting Brewery Brewing Fragrant Korean Sool 
from Every Region in South Korea”
The Visiting Brewery is a brewery tourism package where you can directly visit local 
brewery and experience various traditional liquor while also enjoying tour in the 
region. At present, 30 local breweries located all over South Korea are selected and 
operated for Visiting Brewery Program. You can check out detailed information on 
www.thesool.com, integrated information site for Korean sool.

Korean Brewery Tour Program

韓國傳統酒 KOREAN SOOL



양조장 Brewery

산머루농원
Sanmeolu Nong-won

배상면주가
Baesangmyun Brewery

배혜정도가
Baehyejeong Brewery

우리술
Woorisool

술샘
Sulsaem

그린영농조합
Grandcoteau Winery

중원당
Jung-wondang

조은술세종
Jo-eunsul Sejong

대강양조장
Daegang Brewery

신평양조장
Sinpyeong Brewery

예산사과와인
Yesansagwa Winery 

양촌양조장
Yangchon Brewery

한산소곡주
Hansansogogju

이원양조장
Iwon Brewery

태인합동주조장
Taein Brewery

추성고을
Chuseonggoeul

해창주조장
Haechang Brewery

대대로영농조합
Daedaelo Brewery

청산녹수
Cheongsannogsu

예술
Yesul

은척양조장
Eun Cheok Brewery

제이엘
JL Brewery

문경주조
Mun Gyeong Brewery

명인안동소주
Myeongin Andongsoju

한국애플리즈
Applease Winery

명가원
MyeongGawon

금정산성토산주
GeumJeongsanseong Brewery

한국와인
Korea Winery

울진술도가
Uljin Brewery

제주샘주
Jejusaemju

연락처 Telephone

031-958-4558

031-531-9300

031-354-9376

031-585-8525

070-4218-5225

032-886-9873

043-482-5005

043-218-7688

043-422-0077

041-362-6080

041-337-9584

041-741-2011

041-951-0290

043-732-2177

063-534-4018

061-383-3011

061-532-5152

061-542-3399

061-393-4141

033-435-1120

054-541-6409

054-572-0601

054-552-8252

054-856-6903

054-834-7800

055-963-8992

051-517-6552

054-333-3010

054-782-1855

064-799-4225

주소 Adress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윗배우니길 441-25
441-25, Witbaeuni-gil, Jeokseong-myeon, Paju-si, Gyeonggi-do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432번길 25
25, Hwadong-ro 432beon-gil, Hwahyeon-myeon, Pocheon-si, Gyeonggi-do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835
835, Seobong-ro, Jeongnam-myeon, Hwaseong-si, Gyeonggi-do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간선로 29 
29, Daeboganseon-ro, Jojong-myeon, Gapyeong-gun, Gyeonggi-do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298-1
2298-1, Jugyang-daero, Yangji-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뻐꾹산길 107
107, Ppeokkuksan-gil, Danwon-gu, Ansan-si, Gyeonggi-do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12-10
112-10, Cheonggeum-ro, Jungangtap-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천로 18번길 5-2
5-2, Sacheon-ro 18beon-gil,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60
60, Daegang-ro, Daegang-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13
813, Sinpyeong-ro, Sinpyeong-myeon, Dangjin-si, Chungcheongnam-do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몽로 107-25
107-25, Daemong-ro, Godeok-myeon, Yesan-gun, Chungcheongnam-do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 1665번길 14-7
14-7, Maejukheon-ro 1665beon-gil, Yangchon-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120
1120, Chungjeol-ro, Hansan-myeon,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113
113, Myomok-ro, Iwon-myeon, Okcheon-gun, Chungcheongbuk-do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창흥2길 17
17, Changheung 2-gil, Taein-myeon, Jeongeup-si, Jeollabuk-do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추령로 29
29, Churyeong-ro, Yong-myeon, Damyang-gun, Jeollanam-do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해창길 1
1, Haechang-gil, Hwasan-myeon, Haenam-gun, Jeollanam-do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288-23
288-23, Myeongnyangdaecheop-ro, Gunnae-myeon, Jindo-gun, Jeollanam-do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남양촌길 19
19, Namyangchon-gil, Jangseong-eup, Jangseong-gun, Jeollanam-do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동창벅골길 259-9
259-9, Dongchangbokgol-gil, Naechon-myeon, Hongcheon-gun, Gangwon-do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봉중2길 16-9
16-9, Bongjung 2-gil, Euncheok-myeon, Sangju-si, Gyeongsangbuk-do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609
609, Saejae-ro, Mungyeong-eup, Mungyeong-si, Gyeongsangbuk-do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노은1길 49-15
49-15, Noeun 1-gil, Dongno-myeon, Mungyeong-si, Gyeongsangbuk-do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6길 6
6, Saneopdanji 6-gil, Pungsan-eup, Andong-si, Gyeongsangbuk-do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일직점곡로 755
755, Iljikjeomgok-ro, Danchon-myeon, Uiseong-gun, Gyeongsangbuk-do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지곡창촌길 3
3, Jigokchangchon-gil, Jigok-myeon, Hamyang-gun, Gyeongsangnam-do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453
453, Sanseong-ro, Geumjeong-gu, Busan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창산길 100-44
100-44, Changsan-gil, Geumho-eup,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2길 4
4, Noeum 2-gil, Geunnam-myeon, Uljin-gun, Gyeongsangbuk-d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283
283, Aewon-ro, Aewol-eup, Jeju-si, Jeju-do



“한국 식문화의 꽃, 전통주

 한국전통주가 전통주갤러리에서 활짝 피어납니다”

“Korean Traditional Liquor, Significant in 
  Korean Food Culture, blossoms in The Sool Gallery"

韓國傳統酒 KOREAN SOOL



 전통주갤러리
전통주갤러리는 한국 전통주의 맛과 멋,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설립한 전통주 체험 홍보공간입니다. 

양조장과 소비자의 가교로서 농촌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절제와 풍류의 멋이 깃든 한 

국 전통주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1-16  지하철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Tel. 02-555-2283
■ 운영시간 : 10:00~18:00 설, 추석 당일 및 매주 월요일 휴관
■ 전통주갤러리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술 통합 정보사이트

    더술닷컴(www.thesoo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Sool Gallery
The Sool Gallery is a space for experiencing and promoting traditional liquor 
establish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to promote taste, flavor, and cultural 
value of Korean traditional liquor. The Sool Gallery acts as the bridge between 
brewery and customer and contributes to farms and regional economy while 
promoting cultural value of Korea traditional liquor with moderation and style.

■ Yeoksam-dong 621-16 , Gangnam-gu, Seoul. 
    Ten minute walk from Exit 11 of Gangnam Station, Line 2 Subway Station
    Tel. +82-2-555-2283
■ Operating Hour : 10:00~18:00 Closed on Korean New Year's Day, 
                                    Korean Thanksgiving Day, and Every Monday
■ You can check out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Sool Gallery on
    www.thesool.com, integrated information site for Korean sool.



우수 한국술집
“다양한 한국술을 선보이는 전문 전통주점에서 

  한국술의 맛과 멋을 느껴보세요.”

Excellent Korean Sool Bar
“Enjoy taste and flavor of Korean Sool at Specialized 
  Korean Sool Bar with Various Korean Sool.”

韓國傳統酒 KOREAN SOOL



전통주점명 대표전화 주소

Name of Bar Main Number Address

경기부부펍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1415-3

Bubu Pub
 070-7786-0325 1415-3, Baekseok-dong, Donggu, Ilsan, 

  Goyang-si, Gyeonggi-do

별주막 
02-504-7016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37 신라상가 B1

Byeol Pub  B1, 37, Byeoryangsangga 1-ro, Gwacheon-si, Gyeonggi-do

백곰막걸리&양조장 
02-540-7644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7-7 

Baek-Gom Makgeolli&Brewery  657-7, Sinsa-dong, Gangnam-gu, Seoul

우리술바작(ZAC) 
02-501-234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0-11

Woori Sool Bar ZAC  640-11, Yeoksam-dong, Gangnam-gu, Seoul

셰막(강남점) 
02-3452-707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5 2층

She-Mak(Gangnam Branch)  2F, 814-5, Yeoksam-doong, Gangnam-gu, Seoul

수불(서래마을점)
  서울시 서초구 서래로4 영창빌딩 1층

Soo-Bool(Seorae Village Branch)
 02-3478-0886 1st Floor, Young-Chang building, 4, Seorae-ro, 

  Seocho-gu, Seoul 

바이삼공(by30) 
02-6080-4336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8-15, 1층

By30  1st Floor, 38-15, Jamwon-dong, Seocho-gu, Seoul

담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9-2 반포쇼핑타운 4동 지하

Dam-Eun
 02-536-7500 B1, Banpo Shopping Town 4dong, 69-2, Jamwon-dong, 

  Seocho-gu, Seoul

마포무명집 
02-323-2016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29-72층

Mu-Myeong House  329-72, Sangsu-dong, Mapo-gu, Seoul

얼쑤 
02-333-1218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1-13 2층

Eurl-Soo  2F, 331-13, Seogyo-dong, Mapo-gu, Seoul 

술개구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0-12 세원3빌딩 2층

Sool Frog 02-322-1101  2F, Sewon Building 3, 400-12, Seogyo-dong, 

  Mapo-gu, Seoul

산울림 1992 
02-334-0118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5-138

Sanulrim1992  5-138, Changjeon-dong, Mapo-gu, Seoul

술그리다 
02-335-0047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45-9

Sool Grida  445-9, Hapjeong-dong, Mapo-gu, Seoul 

한국술집안씨막걸리 
010-9965-511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7-4

Korea Sool Bar Ahn’s Makgeolli  257-4, Itaewon-dong, Yongsan-gu, Seoul

월향(이태원점) 
02-794-9202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2-13

Wol-Hyang(Itaewon Branch)  682-13, Hannam-dong, Yongsan-gu, Seoul

모던주막 두두 
02-6494-1884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0-24 1층

Modern Bar Dudu   1F, 130-24, Dongsung-dong, Jongro-gu, Seoul 

술이송송 
010-6838-7731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7-3

Sool Yee Song Song  47-3, Hwayang-dong, Gwangjin-gu, Seoul 

광주 정이주가 
070-8778-5343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98-1

Gwangju Jeong Yee Ju Ga  98-1, Jangdong, Donggu, Gwangju 

대구왕탁 
010-8290-2133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712-5

Daegu Wang-Tack  712-5, Bongduk-dong, Namgu, Daegu  

부산안중 
051-636-9355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10 2층

Busan Anjoong  2F, Jeonpo-daero 110, Namgu, Bus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