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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뉴스레터 #21

술의�변주곡

선수단��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크랜드 펀딩이 오픈하는 날이네요(두구두구)! 오크랜드는 오크와 메이플, 시나몬 등의 재료가

블렌딩되어 개성 있고 깊은 풍미가 특징이죠.  이렇게 원료와 향신료를 몇 가지 추가하는 것만으로

도 술에 새로운 맛과 재미가 더해지는데요, 술의 변주를 가능케하는 요소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술의 맛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무래도 주재료이죠. 가령 와인은 포도의 품종과 재배 환경에 따

라 맛과 향이 달라지고 맥주도 들어가는 홉에 따라 다른 향미를 뽐내요. 이러한 기본 재료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원물과 향신료를 더하고 여러 양조 기법이나 기술들을 적용함으로써 술의 다양한 매력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술이 연주하는 다채로운 변주곡을 함께 구경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술의�재료

독일은�맥주의�원료를�엄격히�제한하는��맥주순수령�*으로�맥주의�정통성과�품질을�잘�계승한�반면��맥주�원료에

제한이�없던�벨기에는�오렌지�껍질이나�고수�등�다양한�재료들을�첨가해�개성�있는�맥주를�탄생시켰어요��이렇듯

술의�재료는�그�품질과�향미에�직결되며�술의�문화와�함께�발전해�왔어요��우리나라�역시�다양한�원료를�활용한�전

통주들이�많은데��특히�계절에�따라�얻을�수�있는�꽃이나�잎��과일�열매�등�자연재료로�향을�더한�가향주가�대표적

이죠��또한�계피와�생강��정향�등을�비롯한�7가지�약재가�들어가는�감홍로는�향신료를�활용한�대표적인�전통주에

요��술과�원료에�대한�더�풍부한�이야기들을�아래�기사에서�확인해보세요��

*맥주순수령:�1516년�바이에른�공국의�빌헬름�4세가�맥주의�원료를�보리와�홉��물만으로�제한한�법령�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18778&cid=40942&categoryId=40107


-�[술 뉴스레터]새로운 시대, 다양해지는 전통주의 재료들��조선비즈��2020-07-15)�

- 꽃의 향기와 풍류가 머무는 우리 고유의 가향주(加香酒) 문화 (문화재청, 2017-04-04) 

- 향신료와 한주 (더술닷컴, 2021-01-22) 

- [와인 겉핥기] 포도로 만들면 다 와인?…품종을 알아야 맛을 안다 (매일경제, 2020-05-14) 

- [ H의 맥주생활 (6)]보리, 홉, 효모, 물의 마법 (동아사이언스, 2016-10-28) 

- 뱅쇼, 달걀술, 후추보드카…술도 감기약이 될 수 있어요 (중앙일보, 2019-11-23) 

�술의�변주

원재료뿐�아니라�다양한�양조�기법과�기술들��예상외의�조합들도�술을�더욱�다채롭게�만들어주죠��가령�오크통�숙

성을�통해�풍미를�더하는��배럴�에이징�기법�이나�다양한�원액�및�원물을�조합하는��블렌딩���각종�원료를�우려내는

�인퓨징��등은�술을�변주시키는�다양한�기술들이에요��영국의�브루독은�맥주를�얼려�도수를�높이는�양조기술을�프

로모션으로 활용하며�주류�산업에�새로운�재미를�더해주기도�했어요��나아가�술과�차를�섞은��하드티�나��티�칵

테일���술이�들어간�초콜릿이나�아이스크림�등의�디저트는�술을�즐기는�색다른�방법을�선사해�줘요��술의�다채로운

변주들이�더�궁금하다면�아래�링크들을�확인해보세요��

-�[드링킷] 나만의 술 만드는 방법, 인퓨징��아시아경제��2020-08-29)�

- 우리술 오크통 숙성은 왜? (브런치 블로그, 2020-11-04) 

- [위스키 #6] 천사들의 미소: 숙성과 블렌딩 (오마이나라, 2020-12-0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1913.html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9152&bbsId=BBSMSTR_1008&pageIndex=59&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searchCn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S_01_09_01
https://thesool.com/20210122-01/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5/494513/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44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39855
https://www.youtube.com/watch?v=9jR7kPu0l_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614151628305
https://brunch.co.kr/@paxcom/373
https://www.omynara.com/%EC%9C%84%EC%8A%A4%ED%82%A4-6-%EC%B2%9C%EC%82%AC%EB%93%A4%EC%9D%98-%EB%AF%B8%EC%86%8C-%EC%88%99%EC%84%B1%EA%B3%BC-%EB%B8%94%EB%A0%8C%EB%94%A9/


- 美 주류 업계, 차(茶)와 술이 만난 '하드티(Hard Tea)' 시장 눈길 (소믈리에타임즈, 2020-07-09) 

- 점점 높아지는 티-칵테일(of 티베리에이션)의 관심 (루틴매거진, 2020-08-27) 

- 술술 들어가는 ‘술디저트’이야기! (마시자 매거진, 2016-10-19) 

��금주의�업계�소식

-�“막걸리야 요거트야?” 신세계百, 떠먹는 전통주 선봬��CNB저널��2021-01-22)�

-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MZ세대 겨냥 이색 전통주 패키지 출시 (신아일보, 2021-01-25) 

- [심현희 기자의 술 이야기] 주류 공룡, 시골 양조장 찾은 까닭은? (서울신문, 2021-01-21) 

- 대기업 진출한 수제맥주 시장, '수제'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오마이뉴스, 2021-01-23) 

- "더는 못 버틴다"…주류도매업계 줄도산 위기 (경북일보, 2021-01-21) 

�공유하고�싶은�내용이�있나요�

https://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5
http://routean.net/archives/676
http://mashija.com/%EA%B9%80%EC%84%A0%EC%95%84-%EC%85%B0%ED%94%84%EC%9D%98boozy-dessert-%EC%9D%B4%EC%95%BC%EA%B8%B0/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37704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05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2023002&wlog_tag3=naver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337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076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D2fTZw9cMwmzuW_94nptYJ7BxRhG1S_ESQMM8z5Iudre5Q/viewform?usp=sf_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