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명 호담 산양산삼 생막걸리
제조사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
소재지 경기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684 / 031-798-9757
주원료 쌀(국내산) 규격/도수 750㎖ / 6%

제품특징

천혜의 자연에서 재배된 산양산삼과 경기미로 저온 숙성 발효시켜 산
양산삼의 깊은 향과 진한 맛, 연미색이 특징이며 숙취감이 적고 목넘
김이 부드러운 프리미엄급 막걸리입니다. 경기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산양산삼을 활용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 막
걸리로 차게 해서 드시면 산양산삼의 건강한 향이 은근하여 목넘김이 
부드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 느린마을막걸리
제조사 배상면주가
소재지 경기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32번길 25 / 02-6917-8910
주원료 쌀(국내산) 규격/도수 750㎖ / 6%

제품특징
인공 감미료 무첨가 프리미엄 막걸리로 국내산 쌀 100%로 빚은 수제 
生막걸리입니다. 쌀, 물, 누룩 3가지로만 빚어내어 인공 감미료를 첨
가한 타 막걸리와는 달리 달콤한 맛과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품명 월매쌀막걸리 CAN
제조사 서울장수 주식회사
소재지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길 141 / 02-3141-9753
주원료 백미, 입국(국산) 규격/도수 350㎖ / 6%

제품특징

국산 입국을 활용한 월매 캔 막걸리는 탄산이 가미되어 있어 청량감
이 좋으면서도 우리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제한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살균 처리하여 이동성과 보관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등산 및 여가 활동 시 휴대하기 좋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탁주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품입
니다.

[2017 우리술품평회] 생막걸리 부문 입상작



제품명 풍정사계 春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화양
소재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1길 8-2 / 043-214-9424
주원료 멥쌀(9.3%), 찹쌀(7.43%) 규격/도수 500㎖ / 15%

제품특징

풍정사계 春은 전통의 법주방문을 원용하여 밑술에서 죽을 설기로 바
꾸고 여러 번 맛의 교정을 거쳐 완성한 술입니다. 잘 숙성된 누룩의 
향과 특유의 배꽃, 메밀꽃, 어린 사과향이 특징입니다. 자사에서 가지
고 있는 발효주 공법을 이용하여 새롭게 개발한 술로 12~13℃에서 
최적의 맛이 살아나며 목 넘김이 부드러워 도수가 낮게 느껴집니다.

제품명 니모메(NIMOME)
제조사 제주샘 영농조합법인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283
주원료 백미(제주), 밀(제주), 감귤(제주) 규격/도수 375㎖ / 11% 

제품특징

니모메는 제주 방언으로 ‘너의 마음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술입니
다. 쌀과 귤피를 이용해 빚은 술로써 제주도의 싱싱한 감귤을 수확하
여 세척하고 건조시킨 귤껍질을 활용하고 제주샘영농조합법인의 발효
주 공법을 이용하여 제주의 특색에 맞도록 감귤의 향과 맛을 최대한 
이끌어낸 발효주입니다.

제품명 감사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술샘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298-1 / 070-4218-5225
주원료 쌀(국내산) 규격/도수 375㎖ / 14%

제품특징

멤쌀과 물, 누룩 이외에 일체 첨가물 없이 빚어낸 깔끔한 맛이 일품인 
우리 맑은 술로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며 명절 차례상에도 올리기 좋
은 술입니다. 은은하게 올라오는 과실 향과 익은 곡물 맛이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단맛과 신맛 등 오미의 균형이 잘 갖춰져 있고 부드러운 
목넘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 우리술품평회] 약·청주 부문 입상작



제품명 복분자음
제조사 (농)배상면주가 고창LB(주)
소재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병암길 48 / 063-563-7756
주원료 복분자(국내산) 규격/도수 375㎖ / 12%

제품특징

신선한 국내산 복분자를 100% 사용하고 향료, 색소 등 일체 다른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과실주에 적합한 고급 효모로 장기 발
효하여 숙성시켜 진한 과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술입니다. 검붉은 
술빛으로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잘 갖춰져 있고 단맛의 여운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이 특징이며 목넘김이 매우 깔끔하고 부드럽습니다.

제품명 여포의 꿈 화이트
제조사 여포와인농장
소재지 충북 영동군 양강면 유점지촌길 75 / 043-744-7702
주원료 포도(국내산) 규격/도수 750㎖ / 12% 

제품특징

반짝이는 연한 살구빛을 띄며 서양배, 살구, 복숭아와 같은 풍성한 
과일향을 가진 와인입니다. 여포농장에서 직접 재배하는 청포도와 
머스켓 어브, 알렉산드리아 등 품종과 섞어 맛과 향미를 더하며 산
도와 당도가 균형이 좋고 솜사탕 같은 달콤함과 부드러운 산도가 기
분을 좋게 합니다. 

제품명 고도리 화이트와인
제조사 고도리 와이너리
소재지 경북 영천시 고경면 민도길 63(494-3) / 054-335-3174
주원료 포도(국내산) 규격/도수 500㎖, 750㎖ / 10.5%

제품특징

100% 친환경 GAP 거봉 포도를 당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수확하여 
당을 첨가하지 않고 발효시킨 와인입니다. 노란 레몬색의 밝은 색을 
가지며 풍부한 산과 복숭아향, 사과향, 잔디향, 레몬향 등 달콤한 과
일향이 어우러져 긴 여운을 자랑하는 술입니다. 각종 과일, 채소류와 
궁합이 잘 맞으며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2017 우리술품평회] 과실주 부문 입상작



제품명 고운달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제이엘(OmyNara)
소재지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609 / 054-572-0601
주원료 오미자(국내산, 경북 문경) 규격/도수 500㎖ / 52%

제품특징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풍류’라는 말을 사용한 고운 최치원의 호를 따
서 ‘고운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우리술입니다. 문경 오미자를 착즙, 
발효하여 오미자 와인을 제조하고, 증류과정을 거쳐 오크통에서 3년 
숙성시킨 제품으로 삼나무향과 오크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시고 
난 후 기분 좋은 쌉사름한 끝맛이 일품입니다.

제품명 문경바람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제이엘(OmyNara)
소재지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609 / 054-572-0601
주원료 사과(국내산, 경북 문경) 규격/도수 375㎖ / 40% 

제품특징

맛과 당도가 뛰어나고 육질이 단단한 문경사과를 원료로 사과와인을 
제조하여 1차, 2차 증류하고 유러피안 오크통에 숙성하여 제조한 사
과 증류주입니다. 황금빛깔의 색상에 사과향과 오크향이 완벽한 조화
를 이루며 부드럽게 넘어가는 목 넘김과 입속에 긴 여운을 남기는 맛
이 일품인 술입니다.

제품명 막시모 40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착한농부
소재지 경북 예천군 용문면 복천길 16-8 / 054-652-0877
주원료 오미자(국내산, 경북 예천) 규격/도수 500㎖ / 40%

제품특징

경북 예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오미자를 장기간 발효하여 저온증류 
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이전받은 오미자증류주 제조 특허공법에 자체 
노하우를 더한 장인정신과 정성이 깃든 제품입니다. 오미자 특유의 색
상과 오묘한 향이 있으며, 깔끔한 뒷맛과 숙취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
다.

[2017 우리술품평회] 증류주 부문 입상작



제품명 두레앙브랜디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두레양조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율목길 17-6 / 041-583-8213
주원료 거봉포도(국내산) 규격/도수 700㎖ / 35%

제품특징

맛을 좋게 하기 위해 감압식 증류로 생산하여 불냄새가 없고 포도향
이 강해 제대로 된 거봉 증류주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크통에서 숙성하여 오크향과 묵직한 바디감이 일품이며, 초콜릿 향
과 오크향이 입안에 은근히 퍼지면서 마치 참나무 숲에 불어오는 시
원한 바람을 마주하고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술입니다.

제품명 허니비와인
제조사 아이비 영농조합법인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부로길 110 / 031-775-0500
주원료 꿀(국내산) 규격/도수 500㎖ / 8% 

제품특징

양평의 맑은 물과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천연 벌꿀만을 이용해 제조한 
허니와인은 자양강장, 피로회복에 좋으며 꿀의 효능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당도는 스위트한 와인보다 오히려 낮고 드라이하지는 않은 
미디엄 드라이 와인이며 상큼한 끝맛과 벌꿀 특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향을 느낄 수 있어 가벼운 단맛이 아닌 산뜻함이 느껴집니다.

제품명 매실원주 13도
제조사 더 한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7길 28-13 / 02-2280-8080
주원료 매실주원액(국내산) 규격/도수 300㎖ / 13%

제품특징
국내 유일 황매실로 담근 매실주로 설탕 대신 제주도산 천연꿀을 가
미하여 다른 매실주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실 본연의 진한 풍미를 느
낄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과 매실향이 풍부한 천연 매실원주는 차갑
게 먹거나 얼음과 함께 언더락으로 감미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2017 우리술품평회] 기타주류 부문 입상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