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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ju is a traditional distilled spirit that may traced back 
to the 13th century, Koryo Dynasty in Korean Peninsula. 
It is the major distilled spirit consumed in Korea and it 
was considered Korea’s most popular alcoholic beverage. 
Despite of the long history and popularity, its production 

manners have been limited developed in terms of distil-
lation technology. In this article, a variety of distillation 
stills including batch pots and continuous columns are 
reviewed. Additionally, by introducing recent distillation 
technologies, Soju and distilled spirits related industry 

can apply the technologies on the product development 
for corresponding consumer’s divers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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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반도에 증류주가 최초 제조된 시기는 13세기 고려

시대 몽고(원나라) 항쟁기로 보고 있다(Lee, 2015). 소
주의 전래와 증류기술에 대한 문헌적 근거는 거의 없

지만 원나라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던 개성, 안동, 제주

를 중심으로 많이 빚어졌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대표 증류주인 

증류식소주(batch pot distilled spirits) 제조장들이 명맥

을 유지하고 있다. 안동의 안동소주, 제주의 고소리술, 

개성(현재는 남한지역 김포에서 생산)의 문배주가 대

표적이다(Figure 1).
증류주가 전래된 고려시대에는 증류주가 궁중과 사

대부가에나 음용될 수 있는 귀한 술이었다.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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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어 오면서 가양주 형태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제

조방법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곡물과 누룩, 배합비율

에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나, 증류기술 관점으로 볼 때 

처음 전파되어 사용된 소줏고리의 원형에서 크게 변

화하지 않고 20세기 전반기(1900년대 초기)까지, 수세

기 동안 사용되었다(Figure 2). 일제 강점기 1919년 평

양에 기계소주공장이 최초로 세워지면서 연속식증류

로 대량 생산되는 주정을 희석하여 제조한 희석식소주

가 출현하였다(Hwang. 2019). 이 시기를 기점으로 증

류기술 관점으로 대한민국 소주는 전통적인 단식 증류

방식(batch distillation)의 단식증류소주와 연속식증류

(continuous distillation) 방식의 연속식증류소주로 나누

어지게 되었다. 참고로 1961년 주세법 개정을 통해 당

시까지 증류방법과 상관없이 소주로 통용되던 것을 법

적으로도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로 구분하여 제

조법상의 특징을 명백히 하였다(Lee, 2015). 1919년 우

리나라에 연속식증류기가 도입된 이래 본격적으로 희

석식소주 제조용으로 실용화된 시점은 1960년대이다. 

정부의 식량사정을 감안하여 주류 제조에 곡물사용을 

제한한 ‘양곡관리법(1964년)’이 시행된 시기와 맞물려 

증류식소주가 퇴조하게 되었고, 희석식소주가 대세로 

자리매김 되었다. 현재는 2013년 주세법 개정으로 법

상 구분되었던 것을 다시 ‘소주’로 합쳐서 동일 주종으

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증류주인 소주가 현

재에 이르기까지 제조관점 증류기술의 변화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론

대한민국 증류주 산업현황

주세법상 대한민국 주류는 제조방법, 원부재료, 성상

에 따라 총 12개 주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른 주종

의 원료주류로서 주정과,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

주의 발효주류 5종,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의 증류주류 5종, 그리고 기타주류로 구분한다. 

대한민국 주류 총 시장은 2017년 기준 9조 2437억 원 

규모이고 이 중 증류주는 3조 7850억 원으로 전체 주

류 시장대비 40.9% 규모이다. 증류주류 중 희석식소주

가 3조 6784억 원으로 증류주의 97.2%로서 증류주시

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증류식소주는 331억으로 

증류주시장에서 0.9%의 시장규모를 형성하였다. 성장

추이를 보면 최근 5년간(2013-2017) 대한민국 주류시

장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수량대비 금액적 성장

이 우세하였다. 특히 증류주류의 금액적 성장이 타 주

종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증류주류 안에서도 규

Figure 1.  Traditional batch pot distilled spirits, Soju in Korea (Kim. 
2015)

Figure 2.  Sojut-gori, Korean traditional pot still (Gjdrea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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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가장 큰 희석식소주와 리큐르(증류주기반 칵테일

타입 주류), 증류식소주가 성장을 주도하였다. 증류식

소주의 경우 시장규모는 전체 주류시장 대비하여 여전

히 작은 규모지만 매년 25% 이상의 증가율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증류식소주는 100
억 원 시장을 달성한 이후 2016년에는 3년 만에 200억 

원 시장을 넘어섰고, 그 이듬해인 2017년에는 3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 하였다(Table 1). 이는 최근의 고급

화 다양화 트렌드와도 연관되어 프리미엄 주류에 대한 

소비관심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소비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 증류기술의 발전

증류(distillation)는 두 가지 혹은 더 많은 화학적 성

분들 간의 상대휘발도(relative volatility) 차이를 이용하

여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써, 혼합

액이 가열되어 증기가 나올 때 액체상과 증기상은 조

성이 다르다는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증류주 제조 시 

발효를 마친 술덧을 증류기에 넣고 가열하여 무색의 투

명한 증류액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15).
증류주 제조를 위한 증류기술은 크게 단식증류(batch 

Table 1. Alcoholic beverage market in Korea (Statistics Korea)

출고량: ㎘, 출고액: 백만원, CAGR: %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2013-2017)

출고량 출고액 출고량 출고액 출고량 출고액 출고량 출고액 출고량 출고액 출고량 출고액

주류 총계 3,921,076 8,811,704 4,014,872 9,126,908 4,073,615 9,361,633 3,995,297 9,296,077 3,974,522 9,243,659 0.2% 1.9%

발효주류 2,539,687 5,099,846 2,536,060 5,119,157 2,502,407 5,100,956 2,425,330 4,985,030 2,275,631 4,820,583 -2.1% 0.1%

증

류

주

류

증류식소주 658 11,491 755 14,259 954 19,458 1,203 24,596 1,857 33,161 26.0% 28.4%

희석식소주 905,903 3,115,312 957,656 3,370,812 955,507 3,466,624 932,258 3,586,676 945,860 3,678,401 -0.1% 4.2%

위스키 940 67,043 907 70,352 439 29,506 470 32,803 205 12,902 -29.7% -31.3%

브랜디 75 827 67 843 71 854 84 1,034 77 945 1.1% 3.4%

일반증류주 4,787 20,058 6,068 24,210 5,449 21,825 3,903 16,716 3,861 15,910 -0.7% 0.4%

리큐르 278 2,549 284 2,687 29,856 194,783 13,720 105,794 5,604 43,730 79.9% 73.3%

소계 912,641 3,217,280 965,737 3,483,163 992,276 3,733,050 951,638 3,767,619 957,464 3,785,049 0.0% 4.0%

기타주류 2,594 15,312 3,293 20,223 3,921 24,314 6,140 58,527 15,167 144,475 41.8% 56.9%

주정 282,704 479,266 303,077 504,365 305,496 503,313 296,721 484,901 303,143 493,552 0.7% 1.0%

Figure 3. Batch distillation pot stills.

증류식소주 Malt Whisky Cognac(Brandy) 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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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 distillation)와 연속식증류(continuous column distil-
lation)로 나누어진다. 단식증류기로 제조되는 증류주

는 증류식소주, 몰트위스키, 다크럼, 코냑, 백주 등이 

있고, 연속식증류기로 제조되는 증류주는 희석식소주, 

그레인위스키, 보드카 등이 있다(Figure 3과 4). 증류기

로 대비되는 증류방식에 따라 증류주 주종별 그 술답게 

하는 특징이 만들어진다. 단식증류는 알코올 발효가 종

료된 발효액을 전부 증류기에 넣고 진행하는 증류방식

으로 증류가 진행됨에 따라 증류원주(distillate)의 유출 

알코올농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는데, 초기에는 비점이 

낮은 알데하이드, 저분자 에스터류 등 고휘발성분(high 

volatile compounds)의 유출이 활발하고 증류후기에는 

산류, 고분자 에스터류 등 비점이 높은 저휘발성분(low 

volatile compounds)의 유출이 증가하게 된다(Figure 5). 
따라서 증류를 언제 종료하여 얼마만큼의 증류원액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증류 컷 포인트(distillation 
cut point)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증류주의 품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증류가 시작되고 초류가 유

출되어 끝나는 지점의 첫 번째 증류 컷 포인트를 초류

컷(head cut)이라고 하고, 본류를 받기 시작하여 끝나는 

지점을 본류컷(spirit cut, body cut), 마지막으로 후류를 

받고 끝내는 점을 후류컷 또는 종료컷(tail cut, end cut)
이라고 한다. 컷 포인트는 공식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

며, 제조하고자 하는 증류주의 특성 부여 및 제조 목적

에 따라 정하게 된다(Kim, 2015). 
단식증류와 대비되는 증류방식인 연속식증류는 고

농도의 알코올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증류기술로 기둥

(column) 형태로서 높이가 낮게는 10 m에서 높게는 30 
m에 다다르는 높이의 다단식 증류탑을 운전하는 기술

Figure 4. Continuous distillation column stills.

Grain Whisky White Rum Vodka/주정(희석식소주)

Figure 5.  Volatile compounds during batch pot distillation (ICBD, 
Heriot-Watt Universi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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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연속식 증류방식은 알코올 순도를 높이려는 목적

의 증류로서 알코올 이외의 성분들을 효율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 연속식증류는 단식증류와는 달리 명칭처럼 

알코올 10%(v/v)내외의 발효액이 시스템에 일정한 유속

으로 연속적으로 공급되고, 알코올 95%(v/v)내외의 증

류액이 일정한 속도로 연속적으로 유출된다(Figure 6). 

3. 단식증류(Batch distillation)

현재 증류식소주 제조를 위해 여러 가지 타입의 증

류기가 활용되고 있다. 전통방식의 세라믹소재 소줏고

리 증류기에서 금속소재 스테인리스 증류기와 구리 증

류기를 거쳐 증류압력을 낮추어 저온에서 증류주를 생

산할 수 있는 감압증류기가 도입되어 상용화 되었고

(Mun, 2015), 최근에는 증류기 목(still neck)을 다단식

(multi tray)으로 설계하여 연속식증류와 유사하게 효

율적으로 알코올을 농축하는 증류기도 개발되어 도입 

활용 되고 있다. 증류기 운전용량 기준 1,000 L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형 증류식소주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이 스테인리스 감압증류기를 활용하여 대량 생산하고 

있다. 감압증류기는 감압펌프를 활용하여 증류기 내부 

압력을 감소시켜 끓는점 온도를 낮추어 증류하는 기술

로서 증류시 열화학 반응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증류주의 주질이 가볍고 음용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Mun, 2015).
최근 들어 소규모 증류식소주 제조장이 증가하고 있

는데, 제품의 특색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화 고급화 시

장요구를 반영하듯,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적합한 소

용량의 증류기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형 증

류기의 사례로 향미 성분들의 조절이 가능한 소형 상

Figure 6.  Continuous column distillation schematic diagram (Kim, 
2015).

Figure 7. Diverse batch distillation systems for small scale Soju production.

감압증류기 환류강화 증류기 다단식 단식 증류기 증류기 촉매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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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감압 병용증류기, 증류원주의 알코올 도수를 높일 

수 있는 다단식 단식증류기, 주질 순화를 목적으로 환

류(reflux)강화 증류기와 촉매장치부착 증류기, 특정 향

미를 증류과정에서 부가 할 수 있는 바스켓 증류기, 고

형분이 많거나 점성이 높은 발효액의 증류간 온도편차

를 감소시킨 스팀직접간접가열 병용 증류기 등이 있

다(Figure 7). 증류주 제조에 있어서 증류기 재질과 모

양, 가열방식, 냉각방식에 의한 열전달 특성과 촉매특

성 등이 주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gnen 등, 2011). 

4. 연속식증류(Continuous distillation)

역사적으로 증류주 생산을 위해 고안된 단식증류기

의 역사는 10세기 전후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연속식

증류기가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실용화된 시점은 

19세기로 약 900여년의 차이가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한반도에 단식증류기인 소줏고리 출현은 13세기, 연

속식증류기의 출현은 1919년으로 약 700여년의 차이

가 있다. 현재는 전국 10개 회사가 희석식소주의 원료

주류인 주정(neutral spirit)을 제조하고 있다(Figure 8).
최초의 연속식증류기는 1827년 영국의 Robert Stein

에 의해 고안되었고, Aneas Coffey(아일랜드)가 1830

년 고효율의 두 개의 칼럼으로 설계하여 특허받은 증류

기인 ‘Coffey still’(Figure 4와 9)이 대표적인 연속식증

류기의 원형이 되었다. Analysing column과 rectifying 
column 두 개의 칼럼은 고형분 제거와 알코올 농축

의 기능을 수행한다. Rectifying column상부로 들어온 

발효액은 외부 U자형 파이프로 하강하면서 1차 예열

되고, analysing column 상부로 들어가 밑으로부터의 

공급받는 스팀에 의해 고형분이 제거 된다. analysing 

column의 하부로 갈수록 고비점 성분들이 농축되어 지

고, 상부로 올라 갈수록 각 단은 저비점 성분들이 농축

되어 진다. analysing column 상부에서 다시 rectifying 
column의 하부로 증기가 이동하고 최하단부터 최상단

까지 알코올의 농축이 일어난다. 연속식증류의 효과로 

상부로 갈수록 95%(v/v) 이상의 고농도의 알코올이 얻

어진다. 이 때 rectifying column 최상단은 ethanol 보다 

더 비점이 낮은 성분들, methanol, acetaldehyde 등의 함

량이 높아지게 되어, 실제로는 최상단보다 5단 정도 낮

은 지점에서 증류주를 유출시켜 제품화 한다. rectifying 
column 하부 증류단에는 ethanol 보다 비점이 높은 am-
ylalcohol, butanol, propanol 등 fusel류 함량이 상승하

는데, 배출을 통해 연속적으로 제거(decanting)해 준다

(Figure 10과 11). 연속식증류기는 칼럼(column)의 높

이(단수)와 칼럼의 개수가 알코올 회수와, 다른 성분

Figure 8. Neutral spirit(주정) production companies in Korea (Kim, 2015). Figure 9.  Coffey still double column distillation system (ICBD Heriot-
Watt Universi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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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분리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고순도의 알코

올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능을 달리한 여러 개의 증류

탑(distillation column)을 이용한 연속식증류가 현대의 

보드카와 희석식소주의 주정의 생산 방식이다. 연속

식증류기는 초기의 두 개의 칼럼(double column) 시스

템에서, methanol 제거를 위한 증류탑(demethylization 
column), 분리도 증가 증류탑(extractive column) 등

이 추가되어, 세 개 칼럼(triple column), 네 개 칼럼

(quadruple column) 시스템으로 진화하였다(Figure 12).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용되고 있는 희석식소주는 최신

의 연속식증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증류기로 제조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카 생산에 사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정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요약

대한민국 전통 증류기인 소줏고리를 현대화 하는 연

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세라믹 재질에서 오는 열소비 

특성과 다공성 흡착능 등의 성질을 이용해 고품질 증

류식소주 제조가 가능한 현대화된 한국형 증류기 개발

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세라믹

기술원의 기술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증류기의 기

술개발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증류주를 생산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소주도 각양각색의 제품 생산이 

Analysing column Rectifying column

Figure 10. Coffey still schematic diagram (Piggot 등, 1989).

Figure 11.  Component concentration in rectifying column of Coffey still 
(ICBD Heriot-Watt University 2001).

Concentration in rectifying column tray

Figure 12.  희석식소주 주정 distillation system schematic diagram (Kim, 
2015).



417
Food Science and Industry (Vol.52 No.4)

가능해졌다. 원료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 있는 소주, 특

정 향미를 강화시킨 소주, 주질에 악영향을 주는 성분

을 제거한 소주 등 소비 기호에 따라 맞춤형 소주도 가

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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