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 

1. 전문인력 양성기관(6개소) 

 

지정 

번호 
지정일 기관명칭 소재지 교육내용 

비고 

(전화번호) 

제1호 2012.6.1 
한국식품 

연구원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술 원료 특성 

▪주종별 제조방법 

▪제품 개발 및 공정개선 

▪위생 및 품질관리 

▪유통 및 마케팅 

▪관능평가 

▪연구동향 및 산업동향 

▪설비운영 

▪관련 법규 등 

063)219-9339 

제2호 2012.6.1 

서울벤처정

보대학원대

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 

▪양조가공학 

▪양조미생물학 

▪양조화학 및 분석 

▪생화학 

▪경영 및 마케팅 

▪위생 및 품질관리  

▪관련 법규 등 

02)3470-5142 

제4호 2013.3.5 신라대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양조학 기초이론 

▪시험양조 

▪주류분석실습 

▪주류제품개발 

▪위생안전 

▪품질관리기법 

▪제품 패키징 및 디자인 

▪주류관련사업 창업 

▪관련 법규 등 

051)999-5620 



제5호 2015.4.29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주류의 종류 

▪술 원료의 특징 

▪주종별 제조방법 

▪탁주 담금 방법 

▪탁주의 품질관리 

▪술 유통 및 마케팅 전략 

▪주류공장 경영 등 

053)850-1329 

제6호 2018.7.20 
한국가양주

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4길7 

정서B/D 4층 

▪술 원료 특성 

▪위생 및 품질관리 

▪전통주 기초이론 

▪주종별 제조방법 

▪유통 및 마케팅 

▪전통주 관능평가 

▪연구동향 및 산업동향 

▪설비운영 

▪관련 법규 등 

02)583-5225 

제7호 2019.6.17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월계동, 남부대학교) 

▪술 원료 특성 

▪위생 및 품질관리 

▪전통주 기초이론 

▪주종별 제조방법 

▪유통 및 마케팅 

▪전통주 관능평가 

▪연구동향 및 산업동향 

▪설비운영 

▪관련 법규 등 

062-970-0090 

* 지정서 반납(1개소): 제3호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16.10.13.) 

 

2. 교육훈련기관(16개소) 
 

지정 

번호 
지정일 기관명칭 소재지 교육내용 

비고 

(전화번호) 

제1호 2012.6.1 
전라슬로푸드 

문화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50 동문문화센

터 1층 

▪누룩 및 단양주론 

▪밑술 제조론 

▪약주․증류주 제조법 

▪가양주 발효이론 

▪전통주 문화총론 등 

063)287-6305 



제2호 2012.6.1 막걸리학교 
서울 중구 퇴계로20나

길 9, C동 201호 

▪막걸리 문화변천사 

▪막걸리 맛 평가법 

▪다양한 막걸리 제조법 

▪누룩의 원료 및 선택 

▪술 스토리텔링 

▪막걸리 품평 실습 등 

02)722-3337 

제3호 2012.6.1 
수수보리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B1 

▪양조기초 이론 

▪누룩․탁주․약주․청주․ 

과실주 제조방법 

▪전통주 성분 분석 

▪전통주 칵테일 

▪미생물 이론 및 실습 

▪주세 법규 등 

02)364-2400 

제4호 2012.6.1 
한국가양주 

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

령로 34길 7, 정서빌

딩 4층 

▪전통주 기초이론 

▪탁주․약주․청주․ 과실주

․증류주․리큐르 제조방법 

▪전통주 관능평가 

▪술과 음식의 조화 

▪전통주 미생물총론 등 

02)583-5225 

제5호 2012.6.1 
(사)한국전통 

음식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

화문로 71 인산빌딩 

7층 

▪전통주 제조방법 및 실

습 

▪전통주 칵테일 만들기 

▪전통주 문화론 

▪전통주 관능평가 

▪양조 미생물론 등 

02)708-0743 

제6호 2012.6.1 
전통주 

연구개발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분자골로 68번길 80 

▪전통주 기초이론 

▪양조 미생물 

▪술 분류와 발효 

▪증류식소주 원리와 제조

법 

▪주류 성분분석 

▪술과 음식의 조화 등 

031)581-1054 

제7호 2012.6.1 
(사)한국전통주 

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

하문로 62(효자동 25) 

2,3층 

▪전통주 문화론 

▪전통주의 미생물 

▪밑술 및 덧술의 원리 

▪약재술 빚는 법 

▪누룩 및 증류주 제조 원

리 

▪마케팅과 명품화 이론 

▪전통주 관능평가 등 

02)389-8611 



제8호 2013.3.5 
(사)한국베버리지 

마스터협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

당로30길 133 서원빌

딩3층 

▪우리술기초이론 

▪주류 및 칵테일 이론 

▪우리술 웰빙칵테일 조주 

▪우리술칵테일관능검사 

▪우리술카페 창업교육 

02)581-2911 

제9호 2013.3.5 
농업회사법인  

진향(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030-1 

▪우리술역사및문화 

▪양조기초이론 

▪우리술빚기 

▪관능검사 및 품평 

▪술 스토리텔링 

▪주종별주안상차림 

031)8017-6070 

제10호 2015.4.7 
(사)우리음식 

문화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

로 60, 보성빌딩 10층 

▪전통주의 역사와 문화 

▪우리 술 기초이론 

▪우리술빚기 

▪과하주 양조법 연구 

▪증류주 제조론  

▪주안상 구성 및 실습 

070)4404-5395 

제11호 2015.4.29 (주)연효재 
부산시 남구 전포대로 

110(문현동 2,3층) 

▪막걸리문화 변천사 

▪내생애 첫술 빚기 

▪막걸리 누룩 살펴보기 

▪막걸리 맛 평가 

▪막걸리 응용법  

▪막걸리와 마케팅 등 

051)636-9355 

제12호 2015.4.29 
농업회사법인(주)한

국양조연구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73 벽산디지털밸리 

5차 1306호 

▪양조원료학 개론 

▪발효화학개론 

▪곡류발효실습 

▪품질 및 위생관리 

▪과일 발효실습  

▪양조미생물학 등 

02)598-3222 

제13호 2015.6.17 
(사)북촌전통주문화

연구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

부순환로 1794, 404호 

▪누룩의 개념과 역사 

▪누룩 만들기 

▪단양주 제조 

▪밑술이론 및 실습 

▪증류주 제조 등 

02)3676-6411 



제14호 2016.6.24 

농업회사법인 

(주)명주가 

- 한국양조교육진

흥원 주식회사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대신1로 120 

▪전통주와 전통발효식품 

실무 

▪전통주의 6차산업 

▪유럽형 접목한 전통주 

양조기술 등 

031)881-4240 

제15호 2018.3.14 지리산막걸리학교 
경남 진주시 모덕로 

154(3층) 

▪전통주 역사, 정의 및 

종류 

▪탁주 제조공정의 이해와 

제조방법 

▪누룩 만들기 과정, 전통

주 발효미생물 등 

055)752-2114 

제16호 2019.3.30 농업회사법인 장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미원초정로

1275 

▪전통주 제조방법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 

▪유통 및 마케팅 

▪술 관련 법규 및 제도 

043-213-6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