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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정성으로 빚은 영양의
전통민속주 초화주
국순전의 저자 서하 임춘이 시조로 국은 임응성이 5대조 증조부인
자신의 집안에서 대대로 빚어오던 가양주의 제조 비법을 계승하였
습니다.
후추(�) 와 꽃(�) 속의 꿀이 들어간다 해서 초화주라고 합니다. 예로부
터 정월 초하루에 제사를 마치고 여러 자손들이 가장(��)에게 올리며
새해를 축하하는 술로 알려져 있으며, 자고 일어나면 전날 술마셨다는 느
낌을 받지 못할 정도로 뒤가 깨끗해 예부터 몸 가짐에 조신한 문인 선비
들의 술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지하 164m 암반수와 백미를 주원료로 발효시킨 증류주입니다. 일월산 자락에서 캐낸 천궁, 당귀, 황기, 오가피, 갈근 등의 약재와 후추가 첨가되며 증류시에
아카시아 꿀이 더해져 단맛, 쓴맛, 매운맛, 떫은맛 등의 다양한 맛이 어우러집니다.
청기면 청기리 영양장생주에서 제조하는 영양초화주는 고려중기 백운거사 이규보 선생의 동국이상국집에서 초화주로 소개되어 있으며 이후 임증호씨가 집안
에서 맥을 잇고 있던 초화주에 꿀을 가미한 제조법을 개량하여 상품화 시켰습니다.

향기로운 꽃술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약재와 꽃의 향이 은은하면서도 깔끔하고 상쾌한 맛이 납니다. 초화주를 마실 때는 단숨에 들이키기 보다는 천천히 음미하
면서 몇 번으로 나누어 마시면 12가지 한약재와 후추, 꿀이 빚어낸 오묘한 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술처럼 누룩냄새가 느껴지는 거부감이 없는 것
은 물론 보기보혈(����) 효과까지 있습니다.

영양초화주의 우수성 인정
2000년 한국전통식품 세계화를 위한 품평회 전통주류부문 금상 수상(초화주)
2000년 서울 ASEM 정상회의 공식주 사용(초화주)
2002년 월드컵 공식주류(초화주)
2006년 대한민국 우수특산품 대상 수상(머루주)
2008년 대한민국 우수특산품 대상 수상(초화주)

영양초화주가 되기까지
1. 먼저 우리 밀을 빻아 반죽을 한 뒤 연잎에 싸서 누룩을 띄웁니다.
2. 찹쌀을 불려 고두밥을 짓습니다.
3.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혼합해 항아리에 넣은 뒤 신선한 곳에서 일주일가량 밑술을 만들어 줍니다.
4. 천궁, 당귀, 황기, 오가피, 갈근 등 12가지 한약재와 후추를 밑술에 넣어 20℃ 정도 되는 곳에서 한 달가량을 발효시킵니다.
5. 발효한 것을 증류하면서 항아리에 아카시아 꿀을 발라 놓은 뒤 증류주를 받으면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입안을 톡쏘는 45도 안팍의 초화주가 됩니다.

일월산머루주는?

2001년 과실주인 일월산머루주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은 고추와 담배의 주산지이지
만 산머루의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일월산머루주는 친환경농법(저농약인증)으로 재배한 산머루를 이용해 전통적인 발효 비법으로 빚은 과
실주로 2006년 대한민국 우수특산물 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전통민속주 판매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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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introduce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industrial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industrial/native


초화주 375㎖(유리병, 알콜 30%) / 800㎖ (도자기, 알콜 41%)
일월산머루주 360㎖(유리병, 알콜 15%)
복분자 와인은 750㎖(유리병, 알콜15%)

구입문의
영양장생주 054-682-6036
영양특산물직판장 054-682-9793
영양군로컬푸드직매장 054-68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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