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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제조소명
Web site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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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전화번호
교통 수단
※ 대응 가능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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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이 가이드맵은 게재를 원하는 긴키 2부 4현의 사케 양조장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２．시기에 따라서는 견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학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각 양조장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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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❼ 오타 주조 주식회사 [ 太田酒造株式会社 ]
https://www.ohta-shuzou.co.jp
긴몬도칸 [ 金紋道灌 ]
구사쓰시 구사쓰 3-10-37
℡077-562-1105
[구사쓰역(JR 비와코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0 에치 주조 유한회사 [ 愛知酒造有限会社 ]
https://www.tomitsuru.co.jp
도미쓰루 [ 富鶴 ]
에치군 아이쇼초 노노메 207
℡0749-42-2134
[노토가와역 (JR 비와코선) 택시로 3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1 다가 주식회사 [ 多賀株式会社 ]

❸ 우에하라 주조 주식회사 [ 上原酒造株式会社 ]
http://furosen.com
후로센 [ 不老泉 ]
다카시마시 신아사히초 오타 1524
℡0740-25-2075
[신아사히역(JR 고세이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4 후지모토 주조 주식회사 [ 藤本酒造株式会社 ]
http://f-shinkai.com/
신카이 [ 神開 ]
고카시 미나쿠치초 반나카야마 696
℡0748-62-0410
[미쿠모역 (JR 구사쓰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❶ 이케모토 주조 유한회사 [ 池本酒造有限会社 ]
http://www.biwa-cho.com
비와노 조주 [ 琵琶の長寿 ]
다카시마시 이마즈초 이마즈 221
℡0740-22-2112
[오미이마즈역(JR 고세이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❷ 가와시마 주조 주식회사 [ 川島酒造株式会社 ]
http://www.matsu87.jp
마쓰노 하나 [ 松の花 ]
다카시마시 신아사히초 아사히 83
℡0740-25-2202
[신아사히역(JR 고세이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3 주식회사 오카무라 혼케 구라싯쿠칸 [ 株式会社岡村本家 蔵しっく館 ]
https://kin-kame.co.jp
장수 긴카메 [ 長寿金亀 ]
이누카미군 도요사토초 요시다 100
℡0749-35-2538
[이나에역 (JR 비와코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중국어

❺ 오미 주조 주식회사 [ 近江酒造株式会社 ]
https://shigasakari.jp
오미 용문 [ 近江龍門 ]
히가시오미시 요카이치카미노초 9-16
℡0748-22-0001
[요카이치역(오미 철도)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2 후지이 혼케 [ 藤居本家 ]
http://www.fujiihonke.jp
교쿠지쓰 [ 旭日 ]
에치군 아이쇼초 나가노 793
℡0749-42-2080
[이나에역 (JR 비와코선) 택시로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sakenotaga.co.jp/
다가 [ 多賀 ]
이누카미군 다가초 나카가와라 102
℡0749-48-0134
[다가타이샤마에역 (오미 철도) 도보 20 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❽ 도미타 주조 유한회사 [ 冨田酒造有限会社 ]
http://www.7yari.co.jp
시치혼야리 [ 七本槍 ]
나가하마시 기노모토초 기노모토 1107
℡0749-82-2013
[기노모토역 (JR 호쿠리쿠 본선) 도보 6 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❻ 야오 주조 주식회사 [ 矢尾酒造株式会社 ]
http://www.suzumasamune.com
스즈 마사무네 [ 鈴正宗 ]
가모군 히노초 나카자이지 512
℡0748-53-0015
[히노역(오미철도)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❹ 기타 주조 주식회사 [ 喜多酒造株式会社 ]
http://kirakucho.jp
기라쿠초 [ 喜楽長 ]
히가시오미시 이케다초 1129
℡0748-22-2505
[뇨라이 버스 정류장(오미철도버스 미소노선) 도보 1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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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야마지 주조 유한회사 [ 山路酒造有限会社 ]
https://www.hokkokukaidou.com
홋코쿠카이도 [ 北国街道 ]
나가하마시 기노모토초 기노모토 990
℡0749-82-3037
[기노모토역 (JR 호쿠리쿠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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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오타 주조 주식회사 [ 太田酒造株式会社 ]
https://www.ohta-shuzou.co.jp
긴몬도칸 [ 金紋道灌 ]
구사쓰시 구사쓰 3-10-37
℡077-562-1105
[구사쓰역(JR 비와코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0 에치 주조 유한회사 [ 愛知酒造有限会社 ]
https://www.tomitsuru.co.jp
도미쓰루 [ 富鶴 ]
에치군 아이쇼초 노노메 207
℡0749-42-2134
[노토가와역 (JR 비와코선) 택시로 3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1 다가 주식회사 [ 多賀株式会社 ]

❸ 우에하라 주조 주식회사 [ 上原酒造株式会社 ]
http://furosen.com
후로센 [ 不老泉 ]
다카시마시 신아사히초 오타 1524
℡0740-25-2075
[신아사히역(JR 고세이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4 후지모토 주조 주식회사 [ 藤本酒造株式会社 ]
http://f-shinkai.com/
신카이 [ 神開 ]
고카시 미나쿠치초 반나카야마 696
℡0748-62-0410
[미쿠모역 (JR 구사쓰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❶ 이케모토 주조 유한회사 [ 池本酒造有限会社 ]
http://www.biwa-cho.com
비와노 조주 [ 琵琶の長寿 ]
다카시마시 이마즈초 이마즈 221
℡0740-22-2112
[오미이마즈역(JR 고세이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❷ 가와시마 주조 주식회사 [ 川島酒造株式会社 ]
http://www.matsu87.jp
마쓰노 하나 [ 松の花 ]
다카시마시 신아사히초 아사히 83
℡0740-25-2202
[신아사히역(JR 고세이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3 주식회사 오카무라 혼케 구라싯쿠칸 [ 株式会社岡村本家 蔵しっく館 ]
https://kin-kame.co.jp
장수 긴카메 [ 長寿金亀 ]
이누카미군 도요사토초 요시다 100
℡0749-35-2538
[이나에역 (JR 비와코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중국어

❺ 오미 주조 주식회사 [ 近江酒造株式会社 ]
https://shigasakari.jp
오미 용문 [ 近江龍門 ]
히가시오미시 요카이치카미노초 9-16
℡0748-22-0001
[요카이치역(오미 철도)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2 후지이 혼케 [ 藤居本家 ]
http://www.fujiihonke.jp
교쿠지쓰 [ 旭日 ]
에치군 아이쇼초 나가노 793
℡0749-42-2080
[이나에역 (JR 비와코선) 택시로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sakenotaga.co.jp/
다가 [ 多賀 ]
이누카미군 다가초 나카가와라 102
℡0749-48-0134
[다가타이샤마에역 (오미 철도) 도보 20 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❽ 도미타 주조 유한회사 [ 冨田酒造有限会社 ]
http://www.7yari.co.jp
시치혼야리 [ 七本槍 ]
나가하마시 기노모토초 기노모토 1107
℡0749-82-2013
[기노모토역 (JR 호쿠리쿠 본선) 도보 6 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❻ 야오 주조 주식회사 [ 矢尾酒造株式会社 ]
http://www.suzumasamune.com
스즈 마사무네 [ 鈴正宗 ]
가모군 히노초 나카자이지 512
℡0748-53-0015
[히노역(오미철도)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❹ 기타 주조 주식회사 [ 喜多酒造株式会社 ]
http://kirakucho.jp
기라쿠초 [ 喜楽長 ]
히가시오미시 이케다초 1129
℡0748-22-2505
[뇨라이 버스 정류장(오미철도버스 미소노선) 도보 1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❾ 야마지 주조 유한회사 [ 山路酒造有限会社 ]
https://www.hokkokukaidou.com
홋코쿠카이도 [ 北国街道 ]
나가하마시 기노모토초 기노모토 990
℡0749-82-3037
[기노모토역 (JR 호쿠리쿠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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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bara Jct.Maibara J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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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죠슈 (음양주)
　고도로 정미한 쌀을 사용하여 특수한 제법으로 만드는 
특별한 사케입니다. 담백한 맛과 사과, 멜론, 바나나에 비유할 
수 있는 프루티한 향이 특징입니다.

준마이슈 (순미주) 
　쌀과 쌀 누룩※만으로 만드는 사케입니다. 일반적으로 풍부한 
맛이 특징입니다. 

혼죠조슈 (본양조주)
　쌀, 쌀 누룩※과 소량의 양조용 알코올을 사용한 사케입니다. 
균형 잡힌 향미입니다.
　(이것들은 특정 명칭주로 불리고 더 상세한 분류나 
제조법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마자케 (생주)
　사케는 보통 2회 가열살균합니다. 생주는 한번도 
가열살균을 하지 않은 술인만큼 프레시한 향미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니고리자케 (탁주)
　조직이 거친 포 등으로 걸러 만든 사케입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맛입니다.

스파클링 사케
　최근에는 발포성 사케가 인기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제품도 있습니다. 차게 해서 즐기세요.

장기 숙성주
　특징 있는 향과 부드러운 맛이 나는 독자적인 카테고리의 
사케입니다.

※쌀 누룩이란 쌀에 누룩균을 띄운 것. 누룩 균이 만든 효소의 작용으로 쌀을 
녹이고 전분을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효모가 먹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케의 종류
　사케에는 다양한 종류이 있으며 그 차이는 주로 제조 방법의 차이에 따릅니다. 사케 제조는 현미의 겉면을 깎은(정미한) 쌀을 
사용합니다. 쌀의 바깥쪽에는 지질과 단백질,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많으면 술의 향미가 거칠어집니다. 
따라서 정미의 정도는 주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출처: 독립행정법인 주류 종합연구소

19 기타지마 주조 주식회사 [ 北島酒造株式会社 ]
http://www.kitajima-shuzo.jp
다이긴죠 구로마쓰 미요사카에
 [ 大吟醸 黒松 御代栄 ]
고난시 하리 756
℡0748-72-0012
[고세이역 (JR 구사쓰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18 다나카 주조 주식회사 [ 田中酒造株式会社 ]
https://harunomine.com
특별 순미술 카에데 [ 特別純米酒 楓葉 ]
고카시 고카초 오하라이치바 474
℡0748-88-2023
[고카역 (JR 구사쓰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0 다케우치 주조 주식회사 [ 竹内酒造株式会社 ]
https://takeuchishuzo.co.jp
가노이즈시 [ 香の泉 ]
고난시 이시베추오 1-6-5
℡0748-77-2001
[이시베역 (JR 구사쓰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6 에미시키 주조 주식회사 [ 笑四季酒造株式会社 ]
http://www.emishiki.com
에미시키 [ 笑四季 ]
고카시 미나쿠치초 혼마치 1-7-8
℡0748-62-0007
[기부카와역 (JR 구사쓰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매장   ○
Wi-Fi  ×

17 세코 주조 주식회사 [ 瀬古酒造株式会社 ]
http://www.sekoshuzo.co.jp
준마이긴죠 닌자 [ 純米吟醸 忍者 ]
고카시 고카초 우에노 1807
℡0748-88-2102
[아부라히역 (JR 구사쓰선) 도보 2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5 미후쿠 주조 주식회사 [ 美冨久酒造株式会社 ]
https://mifuku.co.jp
미후쿠 [ 美冨久 ]
고카시 미나쿠치초 니시하야시구치 3-2
℡0748-62-1113
[미나쿠치조난역 (오미 철도)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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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명칭과 그 요건

특정 명칭 사용원료 정미 비율 누룩 쌀 사용 비율 향미 등의 요건

긴죠슈

다이긴죠슈

준마이슈

준마이긴죠슈

준마이다이긴죠슈

특별 준마이슈

혼죠조슈

특별 혼죠조슈

쌀, 쌀 누룩
양조용 알코올

쌀, 쌀 누룩
양조용 알코올

쌀, 쌀 누룩

쌀, 쌀 누룩

쌀, 쌀 누룩

쌀, 쌀 누룩

쌀, 쌀 누룩
양조용 알코올

쌀, 쌀 누룩
양조용 알코올

긴죠제조, 고유의 향미, 
광택이 양호

긴죠제조, 고유의 향미, 
광택이 특히 양호

향미, 광택이 양호

긴죠제조, 고유의 향미, 
광택이 양호

긴죠제조, 고유의 향미, 
광택이 특히 양호

향미, 광택이 특히 양호

향미, 광택이 양호

향미, 광택이 특히 양호

60％이하

50％이하

〡

60％이하

50％이하

60％ 이하 또는
특별한 제조 방법

70％이하

60％ 이하 또는
특별한 제조방법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사케의 음용 온도(표현과 온도)

히야(냉주) 칸(데운 술)

유
키
비
에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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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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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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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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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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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5℃ 40℃

아
쓰
칸

도
비
키
리
칸

50℃ 55℃

조
칸

45℃

냉주의 음용 온도
5℃~10℃

데운 술의 음용 온도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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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케는 보통 2회 가열살균합니다. 생주는 한번도 
가열살균을 하지 않은 술인만큼 프레시한 향미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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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이 거친 포 등으로 걸러 만든 사케입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맛입니다.

스파클링 사케
　최근에는 발포성 사케가 인기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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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이고 전분을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효모가 먹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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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케에는 다양한 종류이 있으며 그 차이는 주로 제조 방법의 차이에 따릅니다. 사케 제조는 현미의 겉면을 깎은(정미한) 쌀을 
사용합니다. 쌀의 바깥쪽에는 지질과 단백질,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많으면 술의 향미가 거칠어집니다. 
따라서 정미의 정도는 주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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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라히역 (JR 구사쓰선) 도보 2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5 미후쿠 주조 주식회사 [ 美冨久酒造株式会社 ]
https://mifuku.co.jp
미후쿠 [ 美冨久 ]
고카시 미나쿠치초 니시하야시구치 3-2
℡0748-62-1113
[미나쿠치조난역 (오미 철도)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7

특정 명칭과 그 요건

특정 명칭 사용원료 정미 비율 누룩 쌀 사용 비율 향미 등의 요건

긴죠슈

다이긴죠슈

준마이슈

준마이긴죠슈

준마이다이긴죠슈

특별 준마이슈

혼죠조슈

특별 혼죠조슈

쌀, 쌀 누룩
양조용 알코올

쌀, 쌀 누룩
양조용 알코올

쌀, 쌀 누룩

쌀, 쌀 누룩

쌀, 쌀 누룩

쌀, 쌀 누룩

쌀, 쌀 누룩
양조용 알코올

쌀, 쌀 누룩
양조용 알코올

긴죠제조, 고유의 향미, 
광택이 양호

긴죠제조, 고유의 향미, 
광택이 특히 양호

향미, 광택이 양호

긴죠제조, 고유의 향미, 
광택이 양호

긴죠제조, 고유의 향미, 
광택이 특히 양호

향미, 광택이 특히 양호

향미, 광택이 양호

향미, 광택이 특히 양호

60％이하

50％이하

〡

60％이하

50％이하

60％ 이하 또는
특별한 제조 방법

70％이하

60％ 이하 또는
특별한 제조방법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사케의 음용 온도(표현과 온도)

히야(냉주) 칸(데운 술)

유
키
비
에

하
나
비
에

스
즈
비
에

５ ℃ 10℃ 15℃

히
나
타
칸

히
토
하
다
칸

누
루
칸

30℃ 35℃ 40℃

아
쓰
칸

도
비
키
리
칸

50℃ 55℃

조
칸

45℃

냉주의 음용 온도
5℃~10℃

데운 술의 음용 온도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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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i

Shiga

Osaka
Nara

Nishimaizuru Sta.Nishimaizuru Sta.

Hyogo

니시마이즈루역니시마이즈루역

Miyazu Sta.Miyazu Sta.
미야즈역미야즈역

 Ayabe Sta. Ayabe Sta.
아야베역아야베역  Fukuchiyama Sta.  Fukuchiyama Sta.

후쿠치야마역후쿠치야마역

  Kameoka Sta.  Kameoka Sta.
가메오카역가메오카역   Kyoto Sta.  Kyoto Sta.

교토역교토역

  Uji Sta.  Uji Sta.
우지역우지역

JR Tokaido Main LineJR Tokaido Main Line

메이신고속도로메이신고속도로
Meishin Exp.Meishin Exp.

 Wachi Sta. Wachi Sta.
와치역와치역

Tango-Yura Sta.Tango-Yura Sta.
단고유라역단고유라역

Shinonome Sta.Shinonome Sta.
시노노메역시노노메역

  Yamashiro-Aodani Sta.  Yamashiro-Aodani Sta.
야마시로아오다니역야마시로아오다니역

Kumihama Sta.Kumihama Sta.
구미하마역구미하마역

Mineyama Sta.Mineyama Sta.
미네야마역미네야마역

Yosano Sta.Yosano Sta.
요사노역요사노역

Kyoto

ROOTS / Copyright(C) Heibonsha.C.P.C

Subway
Karasuma Line
Subway
Karasuma Line

●

범 례
신칸센
JR
사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AmanohashidateAmanohashidate

Kinkakuji TempleKinkakuji Temple

ArashiyamaArashiyama

JR Tokaido ShinkansenJR Tokaido Shinkansen

킨카쿠지 절●

아라시야마

아마노하시다테●

❺

❶

1114

❷

12

❼

❽

13

❾10

❹
❸❻

❶ 조요 주조 주식회사 [ 城陽酒造株式会社 ]
http://www.joyo-shuzo.co.jp
조요 [ 城陽 ]
조요시 나시마쿠보노 34-1
℡0774-52-0003
[야마시로아오다니역 (JR 나라선) 도보 3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❷ 사사키 주조 주식회사 [ 佐々木酒造株式会社 ]
http://www.jurakudai.com
주라쿠다이 [ 聚楽第 ]
교토시 가미교구 히구라시도리 사와라기초사가루
기타이세야초 727
℡075-841-8106
[니조조마에역 (지하철 도자이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매장   ○
Wi-Fi  ×

매장   ○
Wi-Fi  ×

JR Katamachi
               -Line
JR Katamachi
               -Line

8

❽ 와카미야 주조 주식회사 [ 若宮酒造株式会社 ]

13 요시오카 주조장 [ 吉岡酒造場 ]
http://www.yoshinoyama-tango.com
요시노야마 [ 吉野山 ]
교탄고시 야사카초 미조타니 1139
℡0772-65-2020
[미네야마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토요선) 택시로 10 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❺ 유한회사 조로 [ 有限会社長老 ]
http://www.chourou.co.jp
조로 [ 長老 ]
후나이군 교탄바초 혼조노오테 5
℡0771-84-0018
[와치역 (JR 산인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❻ 호리노 기념관 [ 堀野記念館 ]
http://kinshimasamune.com/horino/
긴시 마사무네 [ 金鵄正宗 ]
교토시 나카교구 사카이마치도리 니조노보루 가메야초 172
℡075-223-2072
[마루타마치역 (지하철 가라스마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❸ 마쓰이 주조 주식회사 [ 松井酒造株式会社 ]
http://matsuishuzo.com
가구라 [ 神蔵 ]
교토시 사쿄구 요시다카와라초 1-6
℡075-771-0246
[데마치야나기역 (게이한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❼ 도와 주조 유한회사 [ 東和酒造有限会社 ]
http://towa-shuzou.jp
후쿠치 산만 니센고쿠 [ 福知三萬二千石 ]
후쿠치야마시 우에노 115, 116, 117
℡0773-35-0008
[후쿠치야마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9

아야코마치 [ 綾小町 ]
아야베시 미카타초 야쿠시마에 4
℡0773-42-0268
[아야베역 (JR 산인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4 기노시타 주조 유한회사 [ 木下酒造有限会社 ]
https://www.sake-tamagawa.com
다마가와 [ 玉川 ]
교탄고시 구미하마초 고야마 1512
℡0772-82-0071
[가부토야마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토요선) 도보 3 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❾ 하쿠레이 주조 주식회사 [ ハクレイ酒造株式会社 ]
https://www.hakurei.co.jp/
슈텐도지 [ 酒呑童子 ]
미야즈시 유라 949
℡0772-26-0001
[단고유라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마이선) 도보 6 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1 구마노 주조 유한회사 [ 熊野酒造有限会社 ]
http://www.kuminoura.com
구미노우라 [ 久美の浦 ]
교탄고시 구미하마초 45-1
℡0772-82-0019
[구미하마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토요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❹ 오이시 주조 주식회사 [ 大石酒造株式会社 ]

12 다케노 주조 유한회사 [ 竹野酒造有限会社 ]

10 요사무스메 주조 합명회사 [ 与謝娘酒造合名会社 ]

http://www.yasakaturu.co.jp
야사카쓰루 [ 弥栄鶴 ] 
교탄고시 야사카초 미조타니 3622-1
℡0772-65-2021
[미네야마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토요선) 버스로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yosamusume.com
요사무스메 [ 与謝娘 ]
오사군 요사노초 요자 2-2
℡0772-42-2834
[요사노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토요선) 택시로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okinazuru.co.jp
오키나쓰루 [ 翁鶴 ]
가메오카시 히에다노초 사에키카이치마타 13
℡0771-22-0632
[가메오카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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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조요 주조 주식회사 [ 城陽酒造株式会社 ]
http://www.joyo-shuzo.co.jp
조요 [ 城陽 ]
조요시 나시마쿠보노 34-1
℡0774-52-0003
[야마시로아오다니역 (JR 나라선) 도보 3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❷ 사사키 주조 주식회사 [ 佐々木酒造株式会社 ]
http://www.jurakudai.com
주라쿠다이 [ 聚楽第 ]
교토시 가미교구 히구라시도리 사와라기초사가루
기타이세야초 727
℡075-841-8106
[니조조마에역 (지하철 도자이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매장   ○
Wi-Fi  ×

매장   ○
Wi-Fi  ×

JR Katamachi
               -Line
JR Katamachi
               -Line

8

❽ 와카미야 주조 주식회사 [ 若宮酒造株式会社 ]

13 요시오카 주조장 [ 吉岡酒造場 ]
http://www.yoshinoyama-tango.com
요시노야마 [ 吉野山 ]
교탄고시 야사카초 미조타니 1139
℡0772-65-2020
[미네야마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토요선) 택시로 10 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❺ 유한회사 조로 [ 有限会社長老 ]
http://www.chourou.co.jp
조로 [ 長老 ]
후나이군 교탄바초 혼조노오테 5
℡0771-84-0018
[와치역 (JR 산인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❻ 호리노 기념관 [ 堀野記念館 ]
http://kinshimasamune.com/horino/
긴시 마사무네 [ 金鵄正宗 ]
교토시 나카교구 사카이마치도리 니조노보루 가메야초 172
℡075-223-2072
[마루타마치역 (지하철 가라스마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❸ 마쓰이 주조 주식회사 [ 松井酒造株式会社 ]
http://matsuishuzo.com
가구라 [ 神蔵 ]
교토시 사쿄구 요시다카와라초 1-6
℡075-771-0246
[데마치야나기역 (게이한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❼ 도와 주조 유한회사 [ 東和酒造有限会社 ]
http://towa-shuzou.jp
후쿠치 산만 니센고쿠 [ 福知三萬二千石 ]
후쿠치야마시 우에노 115, 116, 117
℡0773-35-0008
[후쿠치야마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9

아야코마치 [ 綾小町 ]
아야베시 미카타초 야쿠시마에 4
℡0773-42-0268
[아야베역 (JR 산인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4 기노시타 주조 유한회사 [ 木下酒造有限会社 ]
https://www.sake-tamagawa.com
다마가와 [ 玉川 ]
교탄고시 구미하마초 고야마 1512
℡0772-82-0071
[가부토야마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토요선) 도보 3 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❾ 하쿠레이 주조 주식회사 [ ハクレイ酒造株式会社 ]
https://www.hakurei.co.jp/
슈텐도지 [ 酒呑童子 ]
미야즈시 유라 949
℡0772-26-0001
[단고유라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마이선) 도보 6 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1 구마노 주조 유한회사 [ 熊野酒造有限会社 ]
http://www.kuminoura.com
구미노우라 [ 久美の浦 ]
교탄고시 구미하마초 45-1
℡0772-82-0019
[구미하마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토요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❹ 오이시 주조 주식회사 [ 大石酒造株式会社 ]

12 다케노 주조 유한회사 [ 竹野酒造有限会社 ]

10 요사무스메 주조 합명회사 [ 与謝娘酒造合名会社 ]

http://www.yasakaturu.co.jp
야사카쓰루 [ 弥栄鶴 ] 
교탄고시 야사카초 미조타니 3622-1
℡0772-65-2021
[미네야마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토요선) 버스로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yosamusume.com
요사무스메 [ 与謝娘 ]
오사군 요사노초 요자 2-2
℡0772-42-2834
[요사노역 (교토 단고철도 미야토요선) 택시로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okinazuru.co.jp
오키나쓰루 [ 翁鶴 ]
가메오카시 히에다노초 사에키카이치마타 13
℡0771-22-0632
[가메오카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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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겟케이칸 주식회사 오쿠라 기념관 [ 月桂冠株式会社 大倉記念 ]
http://www.gekkeikan.co.jp
겟케이칸 [ 月桂冠 ]
교토시 후시미구 미나미하마초 247
℡075-623-2056
[주쇼지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16 주식회사 기타가와 혼케 [ 株式会社北川本家 ]

17 기자쿠라 주식회사 [ 黄桜株式会社 ] 18 주식회사 마스다 도쿠베 상점 [ 株式会社増田德兵衞商店 ]

https://www.tomio-sake.co.jp
도미오 [ 富翁 ]
교토시 후시미구 무라카미초 370-6
℡075-611-1271
[후시미모모야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tsukinokatsura.co.jp/
쓰키노 가쓰라 [ 月の桂 ]
교토시 후시미구 시모토바오사다초 135
℡075-611-5151
[다케다역 (지하철 가라스마선, 긴테쓰 교토선）택시로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프랑스어

19 사이토 주조 주식회사 [ 齊藤酒造株式会社 ] 20 다마노히카리 주조 주식회사 [ 玉乃光酒造株式会社 ]
http://www.tamanohikari.co.jp/
다마노히카리 [ 玉乃光 ]
교토시 후시미구 히가시사카이마치 545-2
℡075-611-5000
[긴테쓰 단바바시역(긴테쓰 교토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후시미의 고코스이 샘물 [ 伏見の御香水 ]

고코스이 [ 御香水 ] （교토시 후시미구）

출처: 독립행정법인 주류 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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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zakura.co.jp/
기자쿠라 [ 黄桜 ]
교토시 후시미구 시오야마치 223
℡075-611-4101
[주쇼지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s://www.eikun.com
에이쿤 [ 英勲 ]
교토시 후시미구 요코오지 미스야마시로야시키초 105
℡075-611-2124
[후시미모모야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21 기자쿠라 주식회사 미스구라 [ 黄桜株式会社 三栖蔵 ] 22 후지오카 주조 주식회사 [ 藤岡酒造株式会社 ]
http://www.sookuu.net
소쿠 [ 蒼空 ]
교토시 후시미구 이마마치 672-1
℡075-611-4666
[후시미모모야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6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s://kizakura.co.jp/
기자쿠라 가라쿠치 잇콘 [ 黄桜 辛口一献 ]
교토시 후시미구 요코오지 시모미스카지와라초 53
℡075-611-4101
[주쇼지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후시미(伏見)(교토시)는 옛날에는 ”伏水”라고도 
쓰여 있었을 정도로 양질의 풍부한 지하수가 나는 
토지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긴테쓰 교토선의 
모모야마고료역 근처에 있는 「고코노미야 신사」의 
샘물입니다. 이 신사는 헤이안 시대 조간 4년(862년) 
9월 9일에 이 신사의 경내에서 '향'이 좋은 물이 
솟아나 세이와 천황으로부터 『고코스이(御香水)』라는 
이름을 하사 받았다는 데에서 유래합니다. 후시미에는 
이 고코스이 샘물(이와이노 미즈) 이외에도 6개의 
명수가 있어 「후시미 나나쓰이」로도 불립니다. 후시미 
고코스이 샘물은 나다의 미야미즈 물보다 부드러운 
중경수로 후시미의 술은 부드럽고 결이 고와서 
「온나자케(여주)」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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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겟케이칸 주식회사 오쿠라 기념관 [ 月桂冠株式会社 大倉記念 ]
http://www.gekkeikan.co.jp
겟케이칸 [ 月桂冠 ]
교토시 후시미구 미나미하마초 247
℡075-623-2056
[주쇼지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16 주식회사 기타가와 혼케 [ 株式会社北川本家 ]

17 기자쿠라 주식회사 [ 黄桜株式会社 ] 18 주식회사 마스다 도쿠베 상점 [ 株式会社増田德兵衞商店 ]

https://www.tomio-sake.co.jp
도미오 [ 富翁 ]
교토시 후시미구 무라카미초 370-6
℡075-611-1271
[후시미모모야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tsukinokatsura.co.jp/
쓰키노 가쓰라 [ 月の桂 ]
교토시 후시미구 시모토바오사다초 135
℡075-611-5151
[다케다역 (지하철 가라스마선, 긴테쓰 교토선）택시로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프랑스어

19 사이토 주조 주식회사 [ 齊藤酒造株式会社 ] 20 다마노히카리 주조 주식회사 [ 玉乃光酒造株式会社 ]
http://www.tamanohikari.co.jp/
다마노히카리 [ 玉乃光 ]
교토시 후시미구 히가시사카이마치 545-2
℡075-611-5000
[긴테쓰 단바바시역(긴테쓰 교토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후시미의 고코스이 샘물 [ 伏見の御香水 ]

고코스이 [ 御香水 ] （교토시 후시미구）

출처: 독립행정법인 주류 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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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zakura.co.jp/
기자쿠라 [ 黄桜 ]
교토시 후시미구 시오야마치 223
℡075-611-4101
[주쇼지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s://www.eikun.com
에이쿤 [ 英勲 ]
교토시 후시미구 요코오지 미스야마시로야시키초 105
℡075-611-2124
[후시미모모야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21 기자쿠라 주식회사 미스구라 [ 黄桜株式会社 三栖蔵 ] 22 후지오카 주조 주식회사 [ 藤岡酒造株式会社 ]
http://www.sookuu.net
소쿠 [ 蒼空 ]
교토시 후시미구 이마마치 672-1
℡075-611-4666
[후시미모모야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6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s://kizakura.co.jp/
기자쿠라 가라쿠치 잇콘 [ 黄桜 辛口一献 ]
교토시 후시미구 요코오지 시모미스카지와라초 53
℡075-611-4101
[주쇼지마역 (게이한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후시미(伏見)(교토시)는 옛날에는 ”伏水”라고도 
쓰여 있었을 정도로 양질의 풍부한 지하수가 나는 
토지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긴테쓰 교토선의 
모모야마고료역 근처에 있는 「고코노미야 신사」의 
샘물입니다. 이 신사는 헤이안 시대 조간 4년(862년) 
9월 9일에 이 신사의 경내에서 '향'이 좋은 물이 
솟아나 세이와 천황으로부터 『고코스이(御香水)』라는 
이름을 하사 받았다는 데에서 유래합니다. 후시미에는 
이 고코스이 샘물(이와이노 미즈) 이외에도 6개의 
명수가 있어 「후시미 나나쓰이」로도 불립니다. 후시미 
고코스이 샘물은 나다의 미야미즈 물보다 부드러운 
중경수로 후시미의 술은 부드럽고 결이 고와서 
「온나자케(여주)」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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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다이몬 주조 주식회사 [ 大門酒造株式会社 ]

❸ 고토부키 주조 주식회사 [ 壽酒造株式会社 ]

❺ 나카오 주조 주식회사 [ 中尾酒造株式会社 ]

http://daimonbrewery.com
리큐바이 [ 利休梅 ]
가타노시 모리미나미 3-12-1
℡072-891-0353
[가와치이와후네역 (JR 갓켄도시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스웨덴어

10 야마노 주조 주식회사 [ 山野酒造株式会社 ]
http://www.katanosakura.com
가타노사쿠라 다이긴죠 겐오 
[ 片野桜 大吟醸 玄櫻 ]
가타노시 기사베 7-11-2
℡072-891-1046
[가타노시역 (게이한 가타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www.kuninocho.jp
구니노초 [ 國乃長 ]
다카쓰키시 돈다초 3-26-12
℡072-696-0003
[돈다역 (한큐 교토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본구 [ 凡愚 ]
이바라키시 슈쿠노쇼 5-32-12
℡072-643-2226
[도요카와역 (오사카 모노레일 사이토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❹ 기요쓰루 주조 주식회사 [ 清鶴酒造株式会社 ]

❻ 이사카 주조장 [ 井坂酒造場 ]

http://www.kiyotsuru.jp
기요쓰루 [ 清鶴 ]
다카쓰키시 돈다초 6-5-3
℡072-696-0014
[셋쓰톤다역 (JR 교토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미와후쿠 [ 三輪福 ]
기시와다시 이나바초 117
℡072-479-0074
[간사이공항에서 택시로 3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❼ 유한회사 리큐구라 [ 有限会社利休蔵 ]
https://sennorikyu-nihonshu.jp/
센노리큐 준마이긴죠슈 [ 千利休 純米吟醸酒 ]
사카이시 사카이구 가이노초니시 3-3-4
℡072-222-0707
[사카이역 (난카이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❽ 사이조 합자회사 [ 西條合資会社 ]
http://www.amanosake.com/
아마노사케 [ 天野酒 ]
가와치나가노시 나가노초 12-18
℡0721-55-1101
[가와치나가노역 (난카이 고야선) 도보 4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❶ 유한회사 기타쇼지 주조점 [ 有限会社北庄司酒造店 ] ❷ 나니와 주조 유한회사 [ 浪花酒造有限会社 ]
https://www.kitashouji.jp/
쇼노사토 [ 荘の郷 ]
이즈미사노시 히네노 3173
℡072-468-0850
[히네노역 (JR 한와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www.naniwamasamune.com
나니와 마사무네 [ 浪花正宗 ]
한난시 오자키초 3-13-6
℡072-472-0032
[오자키역 (난카이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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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다이몬 주조 주식회사 [ 大門酒造株式会社 ]

❸ 고토부키 주조 주식회사 [ 壽酒造株式会社 ]

❺ 나카오 주조 주식회사 [ 中尾酒造株式会社 ]

http://daimonbrewery.com
리큐바이 [ 利休梅 ]
가타노시 모리미나미 3-12-1
℡072-891-0353
[가와치이와후네역 (JR 갓켄도시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스웨덴어

10 야마노 주조 주식회사 [ 山野酒造株式会社 ]
http://www.katanosakura.com
가타노사쿠라 다이긴죠 겐오 
[ 片野桜 大吟醸 玄櫻 ]
가타노시 기사베 7-11-2
℡072-891-1046
[가타노시역 (게이한 가타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www.kuninocho.jp
구니노초 [ 國乃長 ]
다카쓰키시 돈다초 3-26-12
℡072-696-0003
[돈다역 (한큐 교토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본구 [ 凡愚 ]
이바라키시 슈쿠노쇼 5-32-12
℡072-643-2226
[도요카와역 (오사카 모노레일 사이토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❹ 기요쓰루 주조 주식회사 [ 清鶴酒造株式会社 ]

❻ 이사카 주조장 [ 井坂酒造場 ]

http://www.kiyotsuru.jp
기요쓰루 [ 清鶴 ]
다카쓰키시 돈다초 6-5-3
℡072-696-0014
[셋쓰톤다역 (JR 교토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미와후쿠 [ 三輪福 ]
기시와다시 이나바초 117
℡072-479-0074
[간사이공항에서 택시로 3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❼ 유한회사 리큐구라 [ 有限会社利休蔵 ]
https://sennorikyu-nihonshu.jp/
센노리큐 준마이긴죠슈 [ 千利休 純米吟醸酒 ]
사카이시 사카이구 가이노초니시 3-3-4
℡072-222-0707
[사카이역 (난카이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❽ 사이조 합자회사 [ 西條合資会社 ]
http://www.amanosake.com/
아마노사케 [ 天野酒 ]
가와치나가노시 나가노초 12-18
℡0721-55-1101
[가와치나가노역 (난카이 고야선) 도보 4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❶ 유한회사 기타쇼지 주조점 [ 有限会社北庄司酒造店 ] ❷ 나니와 주조 유한회사 [ 浪花酒造有限会社 ]
https://www.kitashouji.jp/
쇼노사토 [ 荘の郷 ]
이즈미사노시 히네노 3173
℡072-468-0850
[히네노역 (JR 한와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www.naniwamasamune.com
나니와 마사무네 [ 浪花正宗 ]
한난시 오자키초 3-13-6
℡072-472-0032
[오자키역 (난카이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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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North Area [북부]

❸ 긴카이 주조 유한회사 [ 銀海酒造有限会社 ]
http://ginkai-syuzo.com
갓텐 [ 月天 ]
야부시 세키노미야 756-5
℡079-667-2403
[요카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❷ 주식회사 분타로 [ 株式会社文太郎 ]❶ 가스미쓰루 주식회사 [ 香住鶴株式会社 ]

❺ 고노토모 주조 주식회사 [ 此の友酒造株式会社 ]
http://www.konotomo.jp/
다지마 [ 但馬 ]
아사고시 산토초 야나세마치 508
℡079-676-3035
[와다야마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❻ 다지메 합명회사 [ 田治米合名会社 ]
http://www.chikusen-1702.com
지쿠센 [ 竹泉 ]
아사고시 산토초 야나세마치 545
℡079-676-2033
[야나세역 (JR 산인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❹ 요카 주조 유한회사 [ 八鹿酒造有限会社 ]
http://yokashuzo.com/
메오토쓰기 [ 夫婦杉 ]
야부시 요카초 구로쿠 461-1
℡079-662-2032
[요카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www.fukuchiya.co.jp/
가스미쓰루 [ 香住鶴 ]
미카타군 가미초 가스미구코바라 600-2
℡0796-36-0029
[가스미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www.buntaro.co.jp
준마이슈 분타로 [ 純米酒 文太郎 ]
미카타군 신온센초 요도 245
℡0796-80-2830
[하마사카역 (JR 산인 본선) 버스로 30분,
산인킨키도 신온센하마사카 Ic. 차로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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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rea [북부]

❸ 긴카이 주조 유한회사 [ 銀海酒造有限会社 ]
http://ginkai-syuzo.com
갓텐 [ 月天 ]
야부시 세키노미야 756-5
℡079-667-2403
[요카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❷ 주식회사 분타로 [ 株式会社文太郎 ]❶ 가스미쓰루 주식회사 [ 香住鶴株式会社 ]

❺ 고노토모 주조 주식회사 [ 此の友酒造株式会社 ]
http://www.konotomo.jp/
다지마 [ 但馬 ]
아사고시 산토초 야나세마치 508
℡079-676-3035
[와다야마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❻ 다지메 합명회사 [ 田治米合名会社 ]
http://www.chikusen-1702.com
지쿠센 [ 竹泉 ]
아사고시 산토초 야나세마치 545
℡079-676-2033
[야나세역 (JR 산인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❹ 요카 주조 유한회사 [ 八鹿酒造有限会社 ]
http://yokashuzo.com/
메오토쓰기 [ 夫婦杉 ]
야부시 요카초 구로쿠 461-1
℡079-662-2032
[요카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www.fukuchiya.co.jp/
가스미쓰루 [ 香住鶴 ]
미카타군 가미초 가스미구코바라 600-2
℡0796-36-0029
[가스미역 (JR 산인 본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www.buntaro.co.jp
준마이슈 분타로 [ 純米酒 文太郎 ]
미카타군 신온센초 요도 245
℡0796-80-2830
[하마사카역 (JR 산인 본선) 버스로 30분,
산인킨키도 신온센하마사카 Ic. 차로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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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야코비진 주조 주식회사 [ 都美人酒造株式会社 ]
http://www.miyakobijin.co.jp/
준마이 다이긴죠 무겐다이 [ 純米大吟醸 無限大 ]
미나미아와지시 에나미니시가와 247
℡0799-42-0360
[세이단미하라 Ic.(고베 아와지 나루토 자동차도로)
차로 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9 에이가시마 주조 주식회사 [ 江井ケ嶋酒造株式会社 ]
http://www.ei-sake.jp
가미타카 [ 神鷹 ]
아카시시 오쿠보초 니시지마 919
℡078-946-1001
[니시에이가시마역 (산요전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0 니시우미 주조 주식회사 [ 西海酒造株式会社 ]
http://www.soranotsuru.com/
소라노 쓰루 [ 空の鶴 ]
아카시시 우오즈미초 가나가사키 1350
℡078-936-0467
[오쿠보역 (JR 산요 본선) 도보 3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2 후쿠니시키 주식회사 [ 富久錦株式会社 ]
http://www.fukunishiki.co.jp
즈이후쿠 [ 瑞福 ]
가사이시 미쿠치초 1048
℡0790-48-2111
[홋케산구치 버스 정류장 
(신키 버스 히메지 야시로선) 도보 1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26 주식회사 혼다 상점 [ 株式会社本田商店 ]
http://www.taturiki.com
다쓰리키 [ 龍力 ]
히메지시 아보시구 다카다 361-1
℡079-273-0151
[아보시역 (JR 산요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31 이나미 주조 주식회사 [ 稲見酒造株式会社 ]
https://www.aoitsuru.co.jp
아오이쓰루 다이긴코슈 [ 葵鶴 大吟古酒 ]
미키시 시바마치 2- 29
℡0794-82-0065
[미키우에노마루역 (고베전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7 나다기쿠 주조 주식회사 [ 灘菊酒造株式会社 ]
http://www.nadagiku.co.jp/
기쿠노 시즈쿠 [ きくのしずく ]
히메지시 데가라 1-121
℡079-285-3111
[데가라역 (산요전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5 오이마쓰 주조 유한회사 [ 老松酒造有限会社 ]
http://s-oimatsu.com
고슈 젠지로 [ 古酒 善次郎 ]
시소시 야마사키초 야마사키 12
℡0790-62-2345
[야마사키 버스 정류장 (신키 버스 히메지 야마사키선, 
산노미야 야마사키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1 산요하이 주조 주식회사 [ 山陽盃酒造株式会社 ]
http://sanyouhai.com
반슈 잇콘 [ 播州一献 ]
시소시 야마사키초 야마사키 28
℡0790-62-1010
[야마사키 버스 정류장
 (신키 버스 히메지 야마사키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4 센넨이치 주조 주식회사 [ 千年一酒造株式会社 ]
http://www.sennenichi.co.jp
지요노 에니시 [ 千代の縁 ]
아와지시 구루마 2485-1
℡0799-74-2005
[히가시우라 Ic.(고베 아와지 나루토 자동차도로)
차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8 주식회사 시모무라 주조점 [ 株式会社下村酒造店 ]
http://www.okuharima.jp
오쿠하리마 [ 奥播磨 ]
히메지시 야스토미초 안지 957
℡0790-66-2004
[안지 버스 정류장 
(신키 버스 히메지 야마사키선) 도보 4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9 쓰보사카 주조 주식회사 [ 壺坂酒造株式会社 ]
http://seppiko.shop-pro.jp
셋피코산 [ 雪彦山 ]
히메지시 유메사키초 마에노쇼 1418-1
℡079-336-0010
[마쓰노모토키타 버스 정류장
 (신키 버스 히메지 마에노쇼선) 도보 1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30 메이조 주조 주식회사 [ 名城酒造株式会社 ]
http://www.meijoshuzou.co.jp
메이조 센히메 다이긴죠 [ 名城千姫 大吟醸 ]
히메지시 도요토미초 도요토미 2222-5
℡079-264-0181
[니부노역 (JR 반탄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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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

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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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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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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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카시 주류양조 주식회사 [ 明石酒類醸造株式会社 ]
https://akashisakebrewery.com
아카시타이 [ 明石鯛 ]
아카시시 오쿠라하치만초 1-3
℡078-919-0277
[아사기리역 (JR 산요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6 합명회사 오카다 혼케 [ 合名会社岡田本家 ]
http://www.okadahonke.jp/
세이텐 [ 盛典 ]
가코가와시 노구치초 요시노 1021
℡079-426-7288
[가코가와역 (JR 산요 본선) 도보 2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3 오카무라 주조장 [ 岡村酒造場 ]
http://www.eonet.ne.jp/~okamura-sake/
지도리 마사무네 [ 千鳥正宗 ]
산다시 고즈키 340
℡079-569-0004
[산다역 (JR 후쿠치야마선) 택시로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1 호메이 주조 호로요이 조카구라 [ 鳳鳴酒造 ほろ酔い城下蔵 ]
https://houmei.com
호메이 [ 鳳鳴 ]
단바사사야마시 고후쿠마치 46
℡079-552-6338
[사사야마구치역 (JR 다카라즈카선) 버스로 15 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❼ 이타미 오이마쓰 주조 주식회사 [ 伊丹老松酒造株式会社 ]
http://www.oimatsu.biz
오이마쓰 [ 老松 ]
이타미시 주오 3-1-8
℡072-782-2470
[이타미역 (JR 다카라즈카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2 가리바이치 주조 주식회사 [ 狩場一酒造株式会社 ]
https://syuugetu.jp/
슈게쓰 [ 秀月 ]
단바사사야마시 하가노 500
℡079-595-0040
[후루이치역 (JR 다카라즈카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❾ 주식회사 니시야마 주조장 [ 株式会社西山酒造場 ]
https://kotsuzumi.co.jp
고쓰즈미 준마이긴죠 하나후부키
 [ 小鼓 純米吟醸 花吹雪 ]
단바시 이치지마초 나카타케다 1171
℡0795-86-0331
[단바타케다역 (JR 후쿠치야마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www.konishi.co.jp/
시라유키 [ 白雪 ]
이타미시 주오 3-4-15
℡072-773-1111
[이타미역 (JR 다카라즈카선, 한큐 이타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10 야마나 주조 주식회사 [ 山名酒造株式会社 ]
http://www.okutamba.co.jp
오쿠탄바 [ 奥丹波 ]
단바시 이치지마초 가미다 211
℡0795-85-0015
[이치지마역 (JR 후쿠치야마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❽ 시라유키 브루어리 빌리지 조주구라 
　  [ 白雪ブルワリービレッジ長寿蔵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15 오쿠토 상사 주식회사 [ 奥藤商事株式会社 ]

주신구라 [ 忠臣蔵 ]
아코시 사코시 1419-1
℡0791-48-8005
[사코시역 (JR 아코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14 가미무스비 주조 주식회사 [ 神結酒造株式会社 ]
https://www.kamimusubi.co.jp
가미무스비 [ 神結 ]
가토시 시모타키노 474
℡0795-48-3011
[다키노역 (JR 가코가와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18 이바라키 주조 합명회사 [ 茨木酒造合名会社 ]
https://rairaku.jp
라이라쿠 [ 来楽 ]
아카시시 우오즈미초 니시오카 1377
℡078-946-0061
[우오즈미역 (JR 산요 본선) 도보 15분, 
산요 우오즈미역 (산요전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East Area [동부]

West Area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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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야코비진 주조 주식회사 [ 都美人酒造株式会社 ]
http://www.miyakobijin.co.jp/
준마이 다이긴죠 무겐다이 [ 純米大吟醸 無限大 ]
미나미아와지시 에나미니시가와 247
℡0799-42-0360
[세이단미하라 Ic.(고베 아와지 나루토 자동차도로)
차로 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9 에이가시마 주조 주식회사 [ 江井ケ嶋酒造株式会社 ]
http://www.ei-sake.jp
가미타카 [ 神鷹 ]
아카시시 오쿠보초 니시지마 919
℡078-946-1001
[니시에이가시마역 (산요전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0 니시우미 주조 주식회사 [ 西海酒造株式会社 ]
http://www.soranotsuru.com/
소라노 쓰루 [ 空の鶴 ]
아카시시 우오즈미초 가나가사키 1350
℡078-936-0467
[오쿠보역 (JR 산요 본선) 도보 3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2 후쿠니시키 주식회사 [ 富久錦株式会社 ]
http://www.fukunishiki.co.jp
즈이후쿠 [ 瑞福 ]
가사이시 미쿠치초 1048
℡0790-48-2111
[홋케산구치 버스 정류장 
(신키 버스 히메지 야시로선) 도보 1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26 주식회사 혼다 상점 [ 株式会社本田商店 ]
http://www.taturiki.com
다쓰리키 [ 龍力 ]
히메지시 아보시구 다카다 361-1
℡079-273-0151
[아보시역 (JR 산요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31 이나미 주조 주식회사 [ 稲見酒造株式会社 ]
https://www.aoitsuru.co.jp
아오이쓰루 다이긴코슈 [ 葵鶴 大吟古酒 ]
미키시 시바마치 2- 29
℡0794-82-0065
[미키우에노마루역 (고베전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7 나다기쿠 주조 주식회사 [ 灘菊酒造株式会社 ]
http://www.nadagiku.co.jp/
기쿠노 시즈쿠 [ きくのしずく ]
히메지시 데가라 1-121
℡079-285-3111
[데가라역 (산요전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5 오이마쓰 주조 유한회사 [ 老松酒造有限会社 ]
http://s-oimatsu.com
고슈 젠지로 [ 古酒 善次郎 ]
시소시 야마사키초 야마사키 12
℡0790-62-2345
[야마사키 버스 정류장 (신키 버스 히메지 야마사키선, 
산노미야 야마사키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1 산요하이 주조 주식회사 [ 山陽盃酒造株式会社 ]
http://sanyouhai.com
반슈 잇콘 [ 播州一献 ]
시소시 야마사키초 야마사키 28
℡0790-62-1010
[야마사키 버스 정류장
 (신키 버스 히메지 야마사키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4 센넨이치 주조 주식회사 [ 千年一酒造株式会社 ]
http://www.sennenichi.co.jp
지요노 에니시 [ 千代の縁 ]
아와지시 구루마 2485-1
℡0799-74-2005
[히가시우라 Ic.(고베 아와지 나루토 자동차도로)
차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8 주식회사 시모무라 주조점 [ 株式会社下村酒造店 ]
http://www.okuharima.jp
오쿠하리마 [ 奥播磨 ]
히메지시 야스토미초 안지 957
℡0790-66-2004
[안지 버스 정류장 
(신키 버스 히메지 야마사키선) 도보 4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9 쓰보사카 주조 주식회사 [ 壺坂酒造株式会社 ]
http://seppiko.shop-pro.jp
셋피코산 [ 雪彦山 ]
히메지시 유메사키초 마에노쇼 1418-1
℡079-336-0010
[마쓰노모토키타 버스 정류장
 (신키 버스 히메지 마에노쇼선) 도보 1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30 메이조 주조 주식회사 [ 名城酒造株式会社 ]
http://www.meijoshuzou.co.jp
메이조 센히메 다이긴죠 [ 名城千姫 大吟醸 ]
히메지시 도요토미초 도요토미 2222-5
℡079-264-0181
[니부노역 (JR 반탄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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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카시 주류양조 주식회사 [ 明石酒類醸造株式会社 ]
https://akashisakebrewery.com
아카시타이 [ 明石鯛 ]
아카시시 오쿠라하치만초 1-3
℡078-919-0277
[아사기리역 (JR 산요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6 합명회사 오카다 혼케 [ 合名会社岡田本家 ]
http://www.okadahonke.jp/
세이텐 [ 盛典 ]
가코가와시 노구치초 요시노 1021
℡079-426-7288
[가코가와역 (JR 산요 본선) 도보 2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3 오카무라 주조장 [ 岡村酒造場 ]
http://www.eonet.ne.jp/~okamura-sake/
지도리 마사무네 [ 千鳥正宗 ]
산다시 고즈키 340
℡079-569-0004
[산다역 (JR 후쿠치야마선) 택시로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1 호메이 주조 호로요이 조카구라 [ 鳳鳴酒造 ほろ酔い城下蔵 ]
https://houmei.com
호메이 [ 鳳鳴 ]
단바사사야마시 고후쿠마치 46
℡079-552-6338
[사사야마구치역 (JR 다카라즈카선) 버스로 15 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❼ 이타미 오이마쓰 주조 주식회사 [ 伊丹老松酒造株式会社 ]
http://www.oimatsu.biz
오이마쓰 [ 老松 ]
이타미시 주오 3-1-8
℡072-782-2470
[이타미역 (JR 다카라즈카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2 가리바이치 주조 주식회사 [ 狩場一酒造株式会社 ]
https://syuugetu.jp/
슈게쓰 [ 秀月 ]
단바사사야마시 하가노 500
℡079-595-0040
[후루이치역 (JR 다카라즈카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❾ 주식회사 니시야마 주조장 [ 株式会社西山酒造場 ]
https://kotsuzumi.co.jp
고쓰즈미 준마이긴죠 하나후부키
 [ 小鼓 純米吟醸 花吹雪 ]
단바시 이치지마초 나카타케다 1171
℡0795-86-0331
[단바타케다역 (JR 후쿠치야마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www.konishi.co.jp/
시라유키 [ 白雪 ]
이타미시 주오 3-4-15
℡072-773-1111
[이타미역 (JR 다카라즈카선, 한큐 이타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10 야마나 주조 주식회사 [ 山名酒造株式会社 ]
http://www.okutamba.co.jp
오쿠탄바 [ 奥丹波 ]
단바시 이치지마초 가미다 211
℡0795-85-0015
[이치지마역 (JR 후쿠치야마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❽ 시라유키 브루어리 빌리지 조주구라 
　  [ 白雪ブルワリービレッジ長寿蔵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15 오쿠토 상사 주식회사 [ 奥藤商事株式会社 ]

주신구라 [ 忠臣蔵 ]
아코시 사코시 1419-1
℡0791-48-8005
[사코시역 (JR 아코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14 가미무스비 주조 주식회사 [ 神結酒造株式会社 ]
https://www.kamimusubi.co.jp
가미무스비 [ 神結 ]
가토시 시모타키노 474
℡0795-48-3011
[다키노역 (JR 가코가와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18 이바라키 주조 합명회사 [ 茨木酒造合名会社 ]
https://rairaku.jp
라이라쿠 [ 来楽 ]
아카시시 우오즈미초 니시오카 1377
℡078-946-0061
[우오즈미역 (JR 산요 본선) 도보 15분, 
산요 우오즈미역 (산요전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East Area [동부]

West Area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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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쿠타카 로쿠스이엔 [ 白鷹 禄水苑 ]
https://hakutaka.jp/
하쿠타카 [ 白鷹 ]
니시노미야시 구라카케초 5-1
℡0798-39-0235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3 하쿠쓰루 주조 자료관 [ 白鶴酒造資料館 ]
http://www.hakutsuru.co.jp/community/shiryo/
하쿠쓰루 [ 白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스미요시미나미마치 4-5-5
℡078-822-8907
[스미요시역 (한신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38 니혼사카리 사카구라도리 렌가칸 [ 日本盛酒蔵通り煉瓦館 ] 39 사쿠라마사무네 기념과 “사쿠라엔” [ 櫻正宗記念館 " 櫻宴 "]
http://www.sakuramasamune.co.jp
사쿠라마사무네 [ 櫻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4-3-18
℡078-436-3030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6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nihonsakari.co.jp/
니혼사카리 소하나 [ 日本盛惣花 ]
니시노미야시 요가이초 4-28
℡0798-32-2525
[니시노미야역 (JR 산요 본선,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40 사와노쓰루 자료관 [ 沢の鶴資料館 ]
https://www.sawanotsuru.co.jp/site/company/siryokan/
사와노쓰루 조센혼죠조 
[ 沢の鶴 上撰 本醸造 ]
고베시 나다구 오이시미나미마치1-29-1
℡078-882-7788
[오이시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1 다쓰우마 혼케 주조 주식회사 [ 辰馬本家酒造株式会社 ]
https://sake-museum.jp
하쿠시카 [ 白鹿 ]
니시노미야시 다테이시초 2-10
℡0798-32-2761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2 기쿠마사무네 주조기념관 [ 菊正宗酒造記念館 ]
http://www.kikumasamune.co.jp
기쿠마사무네 [ 菊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니시마치 1-9-1
℡078-854-102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3 주식회사 야스후쿠 마타시로 상점 [ 株式会社 安福又四郎商店 ]
https://www.matashiro.jp
다이코쿠 마사무네 [ 大黒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5-23
℡078-851-015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6 만다이 오사와 양조 주식회사 [ 万代大澤醸造株式会社 ] 37 오제키 세키주안 [ 大関 関寿庵 ]
https://www.sekijuan.ozeki.co.jp
세이슈 오제키 [ 清酒大関 ]
니시노미야시 이마즈데자이케초 3-3
℡0798-32-3039
[이마즈역 (한신 본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tokuwaka.storeinfo.jp
도쿠와카 [ 徳若 ]
니시노미야시 히가시마치 1-13-25
℡0798-34-1300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4 주식회사 고베 슈신칸 [ 株式会社神戸酒心館 ]
http://www.enjoyfukuju.com
후쿠주 [ 福寿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8-17
℡078-841-112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35 주식회사 고야마 혼케 주조 나다 하마후쿠쓰루 구라
     [ 株式会社小山本家酒造 灘浜福鶴蔵 ]

http://www.hamafukutsuru.co.jp
하마후쿠쓰루 [ 浜福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 4-4-6
℡078-411-833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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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쿠타카 로쿠스이엔 [ 白鷹 禄水苑 ]
https://hakutaka.jp/
하쿠타카 [ 白鷹 ]
니시노미야시 구라카케초 5-1
℡0798-39-0235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3 하쿠쓰루 주조 자료관 [ 白鶴酒造資料館 ]
http://www.hakutsuru.co.jp/community/shiryo/
하쿠쓰루 [ 白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스미요시미나미마치 4-5-5
℡078-822-8907
[스미요시역 (한신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38 니혼사카리 사카구라도리 렌가칸 [ 日本盛酒蔵通り煉瓦館 ] 39 사쿠라마사무네 기념과 “사쿠라엔” [ 櫻正宗記念館 " 櫻宴 "]
http://www.sakuramasamune.co.jp
사쿠라마사무네 [ 櫻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4-3-18
℡078-436-3030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6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nihonsakari.co.jp/
니혼사카리 소하나 [ 日本盛惣花 ]
니시노미야시 요가이초 4-28
℡0798-32-2525
[니시노미야역 (JR 산요 본선,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40 사와노쓰루 자료관 [ 沢の鶴資料館 ]
https://www.sawanotsuru.co.jp/site/company/siryokan/
사와노쓰루 조센혼죠조 
[ 沢の鶴 上撰 本醸造 ]
고베시 나다구 오이시미나미마치1-29-1
℡078-882-7788
[오이시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1 다쓰우마 혼케 주조 주식회사 [ 辰馬本家酒造株式会社 ]
https://sake-museum.jp
하쿠시카 [ 白鹿 ]
니시노미야시 다테이시초 2-10
℡0798-32-2761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2 기쿠마사무네 주조기념관 [ 菊正宗酒造記念館 ]
http://www.kikumasamune.co.jp
기쿠마사무네 [ 菊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니시마치 1-9-1
℡078-854-102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3 주식회사 야스후쿠 마타시로 상점 [ 株式会社 安福又四郎商店 ]
https://www.matashiro.jp
다이코쿠 마사무네 [ 大黒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5-23
℡078-851-015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6 만다이 오사와 양조 주식회사 [ 万代大澤醸造株式会社 ] 37 오제키 세키주안 [ 大関 関寿庵 ]
https://www.sekijuan.ozeki.co.jp
세이슈 오제키 [ 清酒大関 ]
니시노미야시 이마즈데자이케초 3-3
℡0798-32-3039
[이마즈역 (한신 본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tokuwaka.storeinfo.jp
도쿠와카 [ 徳若 ]
니시노미야시 히가시마치 1-13-25
℡0798-34-1300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4 주식회사 고베 슈신칸 [ 株式会社神戸酒心館 ]
http://www.enjoyfukuju.com
후쿠주 [ 福寿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8-17
℡078-841-112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35 주식회사 고야마 혼케 주조 나다 하마후쿠쓰루 구라
     [ 株式会社小山本家酒造 灘浜福鶴蔵 ]

http://www.hamafukutsuru.co.jp
하마후쿠쓰루 [ 浜福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 4-4-6
℡078-411-833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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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쿠타카 로쿠스이엔 [ 白鷹 禄水苑 ]
https://hakutaka.jp/
하쿠타카 [ 白鷹 ]
니시노미야시 구라카케초 5-1
℡0798-39-0235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3 하쿠쓰루 주조 자료관 [ 白鶴酒造資料館 ]
http://www.hakutsuru.co.jp/community/shiryo/
하쿠쓰루 [ 白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스미요시미나미마치 4-5-5
℡078-822-8907
[스미요시역 (한신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38 니혼사카리 사카구라도리 렌가칸 [ 日本盛酒蔵通り煉瓦館 ] 39 사쿠라마사무네 기념과 “사쿠라엔” [ 櫻正宗記念館 " 櫻宴 "]
http://www.sakuramasamune.co.jp
사쿠라마사무네 [ 櫻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4-3-18
℡078-436-3030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6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nihonsakari.co.jp/
니혼사카리 소하나 [ 日本盛惣花 ]
니시노미야시 요가이초 4-28
℡0798-32-2525
[니시노미야역 (JR 산요 본선,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40 사와노쓰루 자료관 [ 沢の鶴資料館 ]
https://www.sawanotsuru.co.jp/site/company/siryokan/
사와노쓰루 조센혼죠조 
[ 沢の鶴 上撰 本醸造 ]
고베시 나다구 오이시미나미마치1-29-1
℡078-882-7788
[오이시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1 다쓰우마 혼케 주조 주식회사 [ 辰馬本家酒造株式会社 ]
https://sake-museum.jp
하쿠시카 [ 白鹿 ]
니시노미야시 다테이시초 2-10
℡0798-32-2761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2 기쿠마사무네 주조기념관 [ 菊正宗酒造記念館 ]
http://www.kikumasamune.co.jp
기쿠마사무네 [ 菊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니시마치 1-9-1
℡078-854-102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3 주식회사 야스후쿠 마타시로 상점 [ 株式会社 安福又四郎商店 ]
https://www.matashiro.jp
다이코쿠 마사무네 [ 大黒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5-23
℡078-851-015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6 만다이 오사와 양조 주식회사 [ 万代大澤醸造株式会社 ] 37 오제키 세키주안 [ 大関 関寿庵 ]
https://www.sekijuan.ozeki.co.jp
세이슈 오제키 [ 清酒大関 ]
니시노미야시 이마즈데자이케초 3-3
℡0798-32-3039
[이마즈역 (한신 본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tokuwaka.storeinfo.jp
도쿠와카 [ 徳若 ]
니시노미야시 히가시마치 1-13-25
℡0798-34-1300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4 주식회사 고베 슈신칸 [ 株式会社神戸酒心館 ]
http://www.enjoyfukuju.com
후쿠주 [ 福寿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8-17
℡078-841-112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35 주식회사 고야마 혼케 주조 나다 하마후쿠쓰루 구라
     [ 株式会社小山本家酒造 灘浜福鶴蔵 ]

http://www.hamafukutsuru.co.jp
하마후쿠쓰루 [ 浜福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 4-4-6
℡078-411-833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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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쿠타카 로쿠스이엔 [ 白鷹 禄水苑 ]
https://hakutaka.jp/
하쿠타카 [ 白鷹 ]
니시노미야시 구라카케초 5-1
℡0798-39-0235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3 하쿠쓰루 주조 자료관 [ 白鶴酒造資料館 ]
http://www.hakutsuru.co.jp/community/shiryo/
하쿠쓰루 [ 白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스미요시미나미마치 4-5-5
℡078-822-8907
[스미요시역 (한신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38 니혼사카리 사카구라도리 렌가칸 [ 日本盛酒蔵通り煉瓦館 ] 39 사쿠라마사무네 기념과 “사쿠라엔” [ 櫻正宗記念館 " 櫻宴 "]
http://www.sakuramasamune.co.jp
사쿠라마사무네 [ 櫻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4-3-18
℡078-436-3030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6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nihonsakari.co.jp/
니혼사카리 소하나 [ 日本盛惣花 ]
니시노미야시 요가이초 4-28
℡0798-32-2525
[니시노미야역 (JR 산요 본선,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40 사와노쓰루 자료관 [ 沢の鶴資料館 ]
https://www.sawanotsuru.co.jp/site/company/siryokan/
사와노쓰루 조센혼죠조 
[ 沢の鶴 上撰 本醸造 ]
고베시 나다구 오이시미나미마치1-29-1
℡078-882-7788
[오이시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1 다쓰우마 혼케 주조 주식회사 [ 辰馬本家酒造株式会社 ]
https://sake-museum.jp
하쿠시카 [ 白鹿 ]
니시노미야시 다테이시초 2-10
℡0798-32-2761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2 기쿠마사무네 주조기념관 [ 菊正宗酒造記念館 ]
http://www.kikumasamune.co.jp
기쿠마사무네 [ 菊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니시마치 1-9-1
℡078-854-102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3 주식회사 야스후쿠 마타시로 상점 [ 株式会社 安福又四郎商店 ]
https://www.matashiro.jp
다이코쿠 마사무네 [ 大黒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5-23
℡078-851-015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6 만다이 오사와 양조 주식회사 [ 万代大澤醸造株式会社 ] 37 오제키 세키주안 [ 大関 関寿庵 ]
https://www.sekijuan.ozeki.co.jp
세이슈 오제키 [ 清酒大関 ]
니시노미야시 이마즈데자이케초 3-3
℡0798-32-3039
[이마즈역 (한신 본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tokuwaka.storeinfo.jp
도쿠와카 [ 徳若 ]
니시노미야시 히가시마치 1-13-25
℡0798-34-1300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4 주식회사 고베 슈신칸 [ 株式会社神戸酒心館 ]
http://www.enjoyfukuju.com
후쿠주 [ 福寿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8-17
℡078-841-112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35 주식회사 고야마 혼케 주조 나다 하마후쿠쓰루 구라
     [ 株式会社小山本家酒造 灘浜福鶴蔵 ]

http://www.hamafukutsuru.co.jp
하마후쿠쓰루 [ 浜福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 4-4-6
℡078-411-833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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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쿠타카 로쿠스이엔 [ 白鷹 禄水苑 ]
https://hakutaka.jp/
하쿠타카 [ 白鷹 ]
니시노미야시 구라카케초 5-1
℡0798-39-0235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3 하쿠쓰루 주조 자료관 [ 白鶴酒造資料館 ]
http://www.hakutsuru.co.jp/community/shiryo/
하쿠쓰루 [ 白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스미요시미나미마치 4-5-5
℡078-822-8907
[스미요시역 (한신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38 니혼사카리 사카구라도리 렌가칸 [ 日本盛酒蔵通り煉瓦館 ] 39 사쿠라마사무네 기념과 “사쿠라엔” [ 櫻正宗記念館 " 櫻宴 "]
http://www.sakuramasamune.co.jp
사쿠라마사무네 [ 櫻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4-3-18
℡078-436-3030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6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nihonsakari.co.jp/
니혼사카리 소하나 [ 日本盛惣花 ]
니시노미야시 요가이초 4-28
℡0798-32-2525
[니시노미야역 (JR 산요 본선,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40 사와노쓰루 자료관 [ 沢の鶴資料館 ]
https://www.sawanotsuru.co.jp/site/company/siryokan/
사와노쓰루 조센혼죠조 
[ 沢の鶴 上撰 本醸造 ]
고베시 나다구 오이시미나미마치1-29-1
℡078-882-7788
[오이시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1 다쓰우마 혼케 주조 주식회사 [ 辰馬本家酒造株式会社 ]
https://sake-museum.jp
하쿠시카 [ 白鹿 ]
니시노미야시 다테이시초 2-10
℡0798-32-2761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2 기쿠마사무네 주조기념관 [ 菊正宗酒造記念館 ]
http://www.kikumasamune.co.jp
기쿠마사무네 [ 菊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니시마치 1-9-1
℡078-854-102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3 주식회사 야스후쿠 마타시로 상점 [ 株式会社 安福又四郎商店 ]
https://www.matashiro.jp
다이코쿠 마사무네 [ 大黒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5-23
℡078-851-015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6 만다이 오사와 양조 주식회사 [ 万代大澤醸造株式会社 ] 37 오제키 세키주안 [ 大関 関寿庵 ]
https://www.sekijuan.ozeki.co.jp
세이슈 오제키 [ 清酒大関 ]
니시노미야시 이마즈데자이케초 3-3
℡0798-32-3039
[이마즈역 (한신 본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tokuwaka.storeinfo.jp
도쿠와카 [ 徳若 ]
니시노미야시 히가시마치 1-13-25
℡0798-34-1300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4 주식회사 고베 슈신칸 [ 株式会社神戸酒心館 ]
http://www.enjoyfukuju.com
후쿠주 [ 福寿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8-17
℡078-841-112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35 주식회사 고야마 혼케 주조 나다 하마후쿠쓰루 구라
     [ 株式会社小山本家酒造 灘浜福鶴蔵 ]

http://www.hamafukutsuru.co.jp
하마후쿠쓰루 [ 浜福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 4-4-6
℡078-411-833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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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쿠타카 로쿠스이엔 [ 白鷹 禄水苑 ]
https://hakutaka.jp/
하쿠타카 [ 白鷹 ]
니시노미야시 구라카케초 5-1
℡0798-39-0235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3 하쿠쓰루 주조 자료관 [ 白鶴酒造資料館 ]
http://www.hakutsuru.co.jp/community/shiryo/
하쿠쓰루 [ 白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스미요시미나미마치 4-5-5
℡078-822-8907
[스미요시역 (한신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38 니혼사카리 사카구라도리 렌가칸 [ 日本盛酒蔵通り煉瓦館 ] 39 사쿠라마사무네 기념과 “사쿠라엔” [ 櫻正宗記念館 " 櫻宴 "]
http://www.sakuramasamune.co.jp
사쿠라마사무네 [ 櫻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4-3-18
℡078-436-3030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6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nihonsakari.co.jp/
니혼사카리 소하나 [ 日本盛惣花 ]
니시노미야시 요가이초 4-28
℡0798-32-2525
[니시노미야역 (JR 산요 본선,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40 사와노쓰루 자료관 [ 沢の鶴資料館 ]
https://www.sawanotsuru.co.jp/site/company/siryokan/
사와노쓰루 조센혼죠조 
[ 沢の鶴 上撰 本醸造 ]
고베시 나다구 오이시미나미마치1-29-1
℡078-882-7788
[오이시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1 다쓰우마 혼케 주조 주식회사 [ 辰馬本家酒造株式会社 ]
https://sake-museum.jp
하쿠시카 [ 白鹿 ]
니시노미야시 다테이시초 2-10
℡0798-32-2761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2 기쿠마사무네 주조기념관 [ 菊正宗酒造記念館 ]
http://www.kikumasamune.co.jp
기쿠마사무네 [ 菊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니시마치 1-9-1
℡078-854-102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3 주식회사 야스후쿠 마타시로 상점 [ 株式会社 安福又四郎商店 ]
https://www.matashiro.jp
다이코쿠 마사무네 [ 大黒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5-23
℡078-851-015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6 만다이 오사와 양조 주식회사 [ 万代大澤醸造株式会社 ] 37 오제키 세키주안 [ 大関 関寿庵 ]
https://www.sekijuan.ozeki.co.jp
세이슈 오제키 [ 清酒大関 ]
니시노미야시 이마즈데자이케초 3-3
℡0798-32-3039
[이마즈역 (한신 본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tokuwaka.storeinfo.jp
도쿠와카 [ 徳若 ]
니시노미야시 히가시마치 1-13-25
℡0798-34-1300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4 주식회사 고베 슈신칸 [ 株式会社神戸酒心館 ]
http://www.enjoyfukuju.com
후쿠주 [ 福寿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8-17
℡078-841-112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35 주식회사 고야마 혼케 주조 나다 하마후쿠쓰루 구라
     [ 株式会社小山本家酒造 灘浜福鶴蔵 ]

http://www.hamafukutsuru.co.jp
하마후쿠쓰루 [ 浜福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 4-4-6
℡078-411-833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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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쿠타카 로쿠스이엔 [ 白鷹 禄水苑 ]
https://hakutaka.jp/
하쿠타카 [ 白鷹 ]
니시노미야시 구라카케초 5-1
℡0798-39-0235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3 하쿠쓰루 주조 자료관 [ 白鶴酒造資料館 ]
http://www.hakutsuru.co.jp/community/shiryo/
하쿠쓰루 [ 白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스미요시미나미마치 4-5-5
℡078-822-8907
[스미요시역 (한신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38 니혼사카리 사카구라도리 렌가칸 [ 日本盛酒蔵通り煉瓦館 ] 39 사쿠라마사무네 기념과 “사쿠라엔” [ 櫻正宗記念館 " 櫻宴 "]
http://www.sakuramasamune.co.jp
사쿠라마사무네 [ 櫻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4-3-18
℡078-436-3030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6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nihonsakari.co.jp/
니혼사카리 소하나 [ 日本盛惣花 ]
니시노미야시 요가이초 4-28
℡0798-32-2525
[니시노미야역 (JR 산요 본선,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40 사와노쓰루 자료관 [ 沢の鶴資料館 ]
https://www.sawanotsuru.co.jp/site/company/siryokan/
사와노쓰루 조센혼죠조 
[ 沢の鶴 上撰 本醸造 ]
고베시 나다구 오이시미나미마치1-29-1
℡078-882-7788
[오이시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1 다쓰우마 혼케 주조 주식회사 [ 辰馬本家酒造株式会社 ]
https://sake-museum.jp
하쿠시카 [ 白鹿 ]
니시노미야시 다테이시초 2-10
℡0798-32-2761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2 기쿠마사무네 주조기념관 [ 菊正宗酒造記念館 ]
http://www.kikumasamune.co.jp
기쿠마사무네 [ 菊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니시마치 1-9-1
℡078-854-102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3 주식회사 야스후쿠 마타시로 상점 [ 株式会社 安福又四郎商店 ]
https://www.matashiro.jp
다이코쿠 마사무네 [ 大黒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5-23
℡078-851-015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6 만다이 오사와 양조 주식회사 [ 万代大澤醸造株式会社 ] 37 오제키 세키주안 [ 大関 関寿庵 ]
https://www.sekijuan.ozeki.co.jp
세이슈 오제키 [ 清酒大関 ]
니시노미야시 이마즈데자이케초 3-3
℡0798-32-3039
[이마즈역 (한신 본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tokuwaka.storeinfo.jp
도쿠와카 [ 徳若 ]
니시노미야시 히가시마치 1-13-25
℡0798-34-1300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4 주식회사 고베 슈신칸 [ 株式会社神戸酒心館 ]
http://www.enjoyfukuju.com
후쿠주 [ 福寿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8-17
℡078-841-112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35 주식회사 고야마 혼케 주조 나다 하마후쿠쓰루 구라
     [ 株式会社小山本家酒造 灘浜福鶴蔵 ]

http://www.hamafukutsuru.co.jp
하마후쿠쓰루 [ 浜福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 4-4-6
℡078-411-833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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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쿠타카 로쿠스이엔 [ 白鷹 禄水苑 ]
https://hakutaka.jp/
하쿠타카 [ 白鷹 ]
니시노미야시 구라카케초 5-1
℡0798-39-0235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3 하쿠쓰루 주조 자료관 [ 白鶴酒造資料館 ]
http://www.hakutsuru.co.jp/community/shiryo/
하쿠쓰루 [ 白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스미요시미나미마치 4-5-5
℡078-822-8907
[스미요시역 (한신 본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38 니혼사카리 사카구라도리 렌가칸 [ 日本盛酒蔵通り煉瓦館 ] 39 사쿠라마사무네 기념과 “사쿠라엔” [ 櫻正宗記念館 " 櫻宴 "]
http://www.sakuramasamune.co.jp
사쿠라마사무네 [ 櫻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4-3-18
℡078-436-3030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6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http://www.nihonsakari.co.jp/
니혼사카리 소하나 [ 日本盛惣花 ]
니시노미야시 요가이초 4-28
℡0798-32-2525
[니시노미야역 (JR 산요 본선,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40 사와노쓰루 자료관 [ 沢の鶴資料館 ]
https://www.sawanotsuru.co.jp/site/company/siryokan/
사와노쓰루 조센혼죠조 
[ 沢の鶴 上撰 本醸造 ]
고베시 나다구 오이시미나미마치1-29-1
℡078-882-7788
[오이시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1 다쓰우마 혼케 주조 주식회사 [ 辰馬本家酒造株式会社 ]
https://sake-museum.jp
하쿠시카 [ 白鹿 ]
니시노미야시 다테이시초 2-10
℡0798-32-2761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2 기쿠마사무네 주조기념관 [ 菊正宗酒造記念館 ]
http://www.kikumasamune.co.jp
기쿠마사무네 [ 菊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니시마치 1-9-1
℡078-854-102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43 주식회사 야스후쿠 마타시로 상점 [ 株式会社 安福又四郎商店 ]
https://www.matashiro.jp
다이코쿠 마사무네 [ 大黒正宗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5-23
℡078-851-015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6 만다이 오사와 양조 주식회사 [ 万代大澤醸造株式会社 ] 37 오제키 세키주안 [ 大関 関寿庵 ]
https://www.sekijuan.ozeki.co.jp
세이슈 오제키 [ 清酒大関 ]
니시노미야시 이마즈데자이케초 3-3
℡0798-32-3039
[이마즈역 (한신 본선) 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tokuwaka.storeinfo.jp
도쿠와카 [ 徳若 ]
니시노미야시 히가시마치 1-13-25
℡0798-34-1300
[니시노미야역 (한신 본선)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34 주식회사 고베 슈신칸 [ 株式会社神戸酒心館 ]
http://www.enjoyfukuju.com
후쿠주 [ 福寿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미카게쓰카마치 1-8-17
℡078-841-1121
[이시야가와역 (한신 본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35 주식회사 고야마 혼케 주조 나다 하마후쿠쓰루 구라
     [ 株式会社小山本家酒造 灘浜福鶴蔵 ]

http://www.hamafukutsuru.co.jp
하마후쿠쓰루 [ 浜福鶴 ]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우오자키미나미마치 4-4-6
℡078-411-8339
[우오자키역 (한신 본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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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iji 도다이지 절

2120

미야미즈의 발상지 석비(니시노미야시)

나다노 미야미즈 [ 灘の宮水 ]
에도시대 후기에 우오자키(고베시)와 니시노미야(니시노미야시) 양쪽에 술도가를 둔 

야마무라 다자에몬이 니시노미야 술도가의 주질이 항상 뛰어난 원인을 추구했습니다.

도지(술 제조 기술자)와 도구를 바꾸어 봤으나 효과가 없고 덴포 11년(1840년) 

니시노미야의 물을 우오자키에 옮겨 제조해 보았는데 양질의 사케가 완성됐습니다. 

롯코산계에 내린 빗물이 복류수가 되어 니시노미야 신사 인근 일대에서 용출되는 샘물이야말로 

뛰어난 술이 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다의 주조가들은 빠짐없이 니시노미야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니시노미야노 

미즈」가 줄어서 「미야미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야미즈는 경수로 이 경수로 만든 나다의 술은 산미가 있고 맛이 시원해서 '오토코자케

(남주)'로도 불립니다.

출처: 독립행정법인 주류 종합연구소

WHO(세계보건기구)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에서는
연　수: 경도 60mg/ℓ 미만
중경수: 경도 60mg/ℓ 이상 120mg/ℓ 미만
경　수: 경도 120mg/ℓ 이상 180mg/ℓ 미만

우오자키·니시노미야·후시미·히가시무라야마 정수장의 수질 비교

（출처: 양협:87,p.909(1992), 도쿄도 수도국(2015)）

 

단위: pH 이외는 mg/ℓ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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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iji 도다이지 절

2120

미야미즈의 발상지 석비(니시노미야시)

나다노 미야미즈 [ 灘の宮水 ]
에도시대 후기에 우오자키(고베시)와 니시노미야(니시노미야시) 양쪽에 술도가를 둔 

야마무라 다자에몬이 니시노미야 술도가의 주질이 항상 뛰어난 원인을 추구했습니다.

도지(술 제조 기술자)와 도구를 바꾸어 봤으나 효과가 없고 덴포 11년(1840년) 

니시노미야의 물을 우오자키에 옮겨 제조해 보았는데 양질의 사케가 완성됐습니다. 

롯코산계에 내린 빗물이 복류수가 되어 니시노미야 신사 인근 일대에서 용출되는 샘물이야말로 

뛰어난 술이 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다의 주조가들은 빠짐없이 니시노미야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니시노미야노 

미즈」가 줄어서 「미야미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야미즈는 경수로 이 경수로 만든 나다의 술은 산미가 있고 맛이 시원해서 '오토코자케

(남주)'로도 불립니다.

출처: 독립행정법인 주류 종합연구소

WHO(세계보건기구)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에서는
연　수: 경도 60mg/ℓ 미만
중경수: 경도 60mg/ℓ 이상 120mg/ℓ 미만
경　수: 경도 120mg/ℓ 이상 180mg/ℓ 미만

우오자키·니시노미야·후시미·히가시무라야마 정수장의 수질 비교

（출처: 양협:87,p.909(1992), 도쿄도 수도국(2015)）

 

단위: pH 이외는 mg/ℓ

pH
칼슘
마그네슘
경도
나트륨
칼륨
클로라민
인산
철분

6.9

우오자키 니시노미야 후시미노 
고코스이

히가시무라야마 
정수장

(도쿄 수도물)

29
3.5
87
11
2.8
10
0.3

<0.005

7.1
51
7.3
157
25
9.8
35
4.4

<0.005

6.4
8.4
5.5
44
11
1.9
7.3
ー
ー

7.5
ー
ー
43
3.1
ー
1.8
0.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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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스다 주조 주식회사 [ 増田酒造株式会社 ]

20 기타무라 주조 주식회사 [ 北村酒造株式会社 ]
http://www.kitamurasyuzou.co.jp
쇼조 [ 猩々 ]
요시노군 요시노초 가미이치 172-1
℡0746-32-2020
[야마토카미이치역 (긴테쓰 요시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1 미요시노 양조 주식회사 [ 美吉野醸造株式会社 ]

23

15 이나다 주조 합명회사 [ 稲田酒造合名会社 ]

17 주식회사 나카모토 주조점 [ 株式会社中本酒造店 ]
http://yamaturu.com/
야마쓰루 [ 山鶴 ]
이코마시 가미마치 1067
℡0743-78-3805
[시라니와다이역 (긴테쓰 게이한나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18 우에다 주조 주식회사 [ 上田酒造株式会社 ]

19 주식회사 기타오카 본점 [ 株式会社北岡本店 ]
http://www.kitaoka-honten.com
야타가라스 [ 八咫烏 ]
요시노군 요시노초 가미이치 61
℡0746-32-2777
[야마토카미이치역 (긴테쓰 요시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칸：데운 술
　사케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42-45℃ 정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산미가 있고 
잘 숙성된 술은 따뜻하게 데우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섬세한 풍미의 술의 경우는 35-40℃ 정도(누루칸)가 
좋습니다.

히야：찬 술
　긴죠슈와 같은 향기로운 술이나 생주는 10℃ 정도로 차갑게 
해서 마시면 그 풍미가 돋보입니다.

온 더 록
　여름에 마실 때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케를 마시려면 도자기와 같은 작은 술잔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축하연에는 나무 되나 옻칠한 술잔도 
사용됩니다.
　냉주를 마실 때는 작은 유리잔이나 와인잔도 좋습니다.

사케를 즐겁게 마시는 법

데운 술? 찬 술? 어떻게 마시면 되나? 술잔이나 유리잔이나, 취향에 따라

출처: 독립행정법인 주류 종합연구소

http://inaten.com
구로마쓰 이나텐 [ 黒松稲天 ]
덴리시 미시마초 379
℡0743-62-0040
[덴리역 (JR 만요마호로바선, 긴테쓰 덴리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www.hanatomoe.com/
하나토모에 [ 花巴 ]
요시노군 요시노초 무다 1238-1
℡0746-32-3639
[무다역 (긴테쓰 요시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masuda-shuzou.co.jp
미야코히메 [ 都姫 ]
덴리시 이와야초 42
℡0743-65-0002
[이치노모토역 (JR 사쿠라이선) 도보 4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www.ueda-syuzou.com
기초 [ 嬉長 ]
이코마시 이치부초 866-1
℡0743-77-8122
[이치부역 (긴테쓰 이코마선) 도보 3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❶ 가와이 주조 주식회사 [ 河合酒造株式会社 ]

슛세 오토코 [ 出世男 ]
가시하라시 이마이초 1-7-8
℡0744-22-2154
[야기니시구치역 (긴테쓰 가시하라선) 도보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❷ 기타 주조 주식회사 [ 喜多酒造株式会社 ]
http://www.miyokiku.com/
미요키쿠 [ 御代菊 ]
가시하라시 고보초 8
℡0744-22-2419
[우네비고료마에역 (긴테쓰 가시하라선) 도보 5 분]
※ 대응 가능 언어: 한국어

12 나라 도요사와 주조 주식회사 [ 奈良豊澤酒造株式会社 ]
http://nara-toyosawa.jp
호슈큐 [ 豊祝 ]
나라시 이마이치초 405
℡0742-61-7636
[오비토케역 (JR 만요마호로바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3 야기 주조 주식회사 [ 八木酒造株式会社 ]
http://sho-hei.cool.coocan.jp
쇼헤이 [ 升平 ]
나라시 다카바타케초 915
℡0742-26-2300
[긴테쓰 나라역（긴테쓰 나라선）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❾ 요시무라 주조 주식회사 [ 芳村酒造株式会社 ]
http://www.begin.or.jp/~inadoya/
지요노마쓰 [ 千代乃松 ]
우다시 오우다만로쿠 1797
℡0745-83-2231
[하이바라역 (긴테쓰 오사카선) 택시로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❽ 주식회사 구보 혼케 주조 [ 株式会社久保本家酒造 ]
https://kubohonke.com
스이류 [ 睡龍 ]
우다시 오우다이데신 1834
℡0745-83-0036
[하이바라역 (긴테쓰 오사카선) 버스로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2

11 구라모토 주조 주식회사 [ 倉本酒造株式会社 ]
http://kuramoto-sake.weebly.com
긴가쿠 [ 金嶽 ]
나라시 쓰게하야마초 2501
℡0743-82-0008
[하이바라역 (긴테쓰 오사카선) 버스로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4 나카타니 주조 주식회사 [ 中谷酒造株式会社 ]
http://www.sake-asaka.co.jp/
나라긴 [ 奈良吟 ]
야마토코리야마시 반조초 561
℡0743-56-2296
[고리야마역 (JR 야마토지선) 도보 2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❼ 니시우치 주조 [ 西内酒造 ]
https://www.nara-tanzan.com
단잔 [ 談山 ]
사쿠라이시 시모 ３
℡0744-42-2284
[사쿠라이역 (긴테쓰 오사카선, 
JR 만요마호로바선) 버스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❸ 고조 주조 주식회사 [ 五條酒造株式会社 ]
http://www.sake-goshin.com
고신 [ 五神 ]
고조시 이마이 1-1-31
℡0747-22-2079
[고조역 (JR 와카야마선) 도보 3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0 주식회사 이마니시세이베 상점 [ 株式会社今西清兵衛商店 ]
http://www.harushika.com
하루시카 [ 春鹿 ]
나라시 후쿠치인초 24-1
℡0742-23-2255
[긴테쓰 나라역 (긴테쓰 나라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❹ 주식회사 야마모토 혼케 [ 株式会社山本本家 ]
http://www.yamamoto.com
마쓰노 도모 [ 松の友 ]
고조시 고조 1-2-19
℡0747-22-1331
[고조역 (JR 와카야마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❻ 조료 주조 주식회사 [ 長龍酒造株式会社 ]
http://www.choryo.jp
요시노스기노 타루사케 [ 吉野杉の樽酒 ]
기타카쓰라기군 고료초미나미 ４
℡0745-56-2026
[하시오역 (긴테쓰 다와라모토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umenoyado.com/
가쓰라기 준마이 다이긴죠 [ 葛城純米大吟醸 ]
가쓰라기시 데라구치 27-1
℡0745-69-2121
[긴테쓰 신조역 (긴테쓰 고세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022년 7월~견학 가능

❺ 우메노야도 주조 주식회사 [ 梅乃宿酒造株式会社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271776_日本酒マッ�_韓国語.indd   22 2022/03/29   10:36

16 마스다 주조 주식회사 [ 増田酒造株式会社 ]

20 기타무라 주조 주식회사 [ 北村酒造株式会社 ]
http://www.kitamurasyuzou.co.jp
쇼조 [ 猩々 ]
요시노군 요시노초 가미이치 172-1
℡0746-32-2020
[야마토카미이치역 (긴테쓰 요시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1 미요시노 양조 주식회사 [ 美吉野醸造株式会社 ]

23

15 이나다 주조 합명회사 [ 稲田酒造合名会社 ]

17 주식회사 나카모토 주조점 [ 株式会社中本酒造店 ]
http://yamaturu.com/
야마쓰루 [ 山鶴 ]
이코마시 가미마치 1067
℡0743-78-3805
[시라니와다이역 (긴테쓰 게이한나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18 우에다 주조 주식회사 [ 上田酒造株式会社 ]

19 주식회사 기타오카 본점 [ 株式会社北岡本店 ]
http://www.kitaoka-honten.com
야타가라스 [ 八咫烏 ]
요시노군 요시노초 가미이치 61
℡0746-32-2777
[야마토카미이치역 (긴테쓰 요시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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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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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데운 술
　사케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42-45℃ 정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산미가 있고 
잘 숙성된 술은 따뜻하게 데우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섬세한 풍미의 술의 경우는 35-40℃ 정도(누루칸)가 
좋습니다.

히야：찬 술
　긴죠슈와 같은 향기로운 술이나 생주는 10℃ 정도로 차갑게 
해서 마시면 그 풍미가 돋보입니다.

온 더 록
　여름에 마실 때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케를 마시려면 도자기와 같은 작은 술잔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축하연에는 나무 되나 옻칠한 술잔도 
사용됩니다.
　냉주를 마실 때는 작은 유리잔이나 와인잔도 좋습니다.

사케를 즐겁게 마시는 법

데운 술? 찬 술? 어떻게 마시면 되나? 술잔이나 유리잔이나, 취향에 따라

출처: 독립행정법인 주류 종합연구소

http://inaten.com
구로마쓰 이나텐 [ 黒松稲天 ]
덴리시 미시마초 379
℡0743-62-0040
[덴리역 (JR 만요마호로바선, 긴테쓰 덴리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www.hanatomoe.com/
하나토모에 [ 花巴 ]
요시노군 요시노초 무다 1238-1
℡0746-32-3639
[무다역 (긴테쓰 요시노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masuda-shuzou.co.jp
미야코히메 [ 都姫 ]
덴리시 이와야초 42
℡0743-65-0002
[이치노모토역 (JR 사쿠라이선) 도보 4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www.ueda-syuzou.com
기초 [ 嬉長 ]
이코마시 이치부초 866-1
℡0743-77-8122
[이치부역 (긴테쓰 이코마선) 도보 3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❶ 가와이 주조 주식회사 [ 河合酒造株式会社 ]

슛세 오토코 [ 出世男 ]
가시하라시 이마이초 1-7-8
℡0744-22-2154
[야기니시구치역 (긴테쓰 가시하라선) 도보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❷ 기타 주조 주식회사 [ 喜多酒造株式会社 ]
http://www.miyokiku.com/
미요키쿠 [ 御代菊 ]
가시하라시 고보초 8
℡0744-22-2419
[우네비고료마에역 (긴테쓰 가시하라선) 도보 5 분]
※ 대응 가능 언어: 한국어

12 나라 도요사와 주조 주식회사 [ 奈良豊澤酒造株式会社 ]
http://nara-toyosawa.jp
호슈큐 [ 豊祝 ]
나라시 이마이치초 405
℡0742-61-7636
[오비토케역 (JR 만요마호로바선) 도보 7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3 야기 주조 주식회사 [ 八木酒造株式会社 ]
http://sho-hei.cool.coocan.jp
쇼헤이 [ 升平 ]
나라시 다카바타케초 915
℡0742-26-2300
[긴테쓰 나라역（긴테쓰 나라선）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❾ 요시무라 주조 주식회사 [ 芳村酒造株式会社 ]
http://www.begin.or.jp/~inadoya/
지요노마쓰 [ 千代乃松 ]
우다시 오우다만로쿠 1797
℡0745-83-2231
[하이바라역 (긴테쓰 오사카선) 택시로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❽ 주식회사 구보 혼케 주조 [ 株式会社久保本家酒造 ]
https://kubohonke.com
스이류 [ 睡龍 ]
우다시 오우다이데신 1834
℡0745-83-0036
[하이바라역 (긴테쓰 오사카선) 버스로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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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라모토 주조 주식회사 [ 倉本酒造株式会社 ]
http://kuramoto-sake.weebly.com
긴가쿠 [ 金嶽 ]
나라시 쓰게하야마초 2501
℡0743-82-0008
[하이바라역 (긴테쓰 오사카선) 버스로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14 나카타니 주조 주식회사 [ 中谷酒造株式会社 ]
http://www.sake-asaka.co.jp/
나라긴 [ 奈良吟 ]
야마토코리야마시 반조초 561
℡0743-56-2296
[고리야마역 (JR 야마토지선) 도보 2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❼ 니시우치 주조 [ 西内酒造 ]
https://www.nara-tanzan.com
단잔 [ 談山 ]
사쿠라이시 시모 ３
℡0744-42-2284
[사쿠라이역 (긴테쓰 오사카선, 
JR 만요마호로바선) 버스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❸ 고조 주조 주식회사 [ 五條酒造株式会社 ]
http://www.sake-goshin.com
고신 [ 五神 ]
고조시 이마이 1-1-31
℡0747-22-2079
[고조역 (JR 와카야마선) 도보 3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10 주식회사 이마니시세이베 상점 [ 株式会社今西清兵衛商店 ]
http://www.harushika.com
하루시카 [ 春鹿 ]
나라시 후쿠치인초 24-1
℡0742-23-2255
[긴테쓰 나라역 (긴테쓰 나라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❹ 주식회사 야마모토 혼케 [ 株式会社山本本家 ]
http://www.yamamoto.com
마쓰노 도모 [ 松の友 ]
고조시 고조 1-2-19
℡0747-22-1331
[고조역 (JR 와카야마선) 도보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❻ 조료 주조 주식회사 [ 長龍酒造株式会社 ]
http://www.choryo.jp
요시노스기노 타루사케 [ 吉野杉の樽酒 ]
기타카쓰라기군 고료초미나미 ４
℡0745-56-2026
[하시오역 (긴테쓰 다와라모토선) 도보 8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s://umenoyado.com/
가쓰라기 준마이 다이긴죠 [ 葛城純米大吟醸 ]
가쓰라기시 데라구치 27-1
℡0745-69-2121
[긴테쓰 신조역 (긴테쓰 고세선) 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2022년 7월~견학 가능

❺ 우메노야도 주조 주식회사 [ 梅乃宿酒造株式会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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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키시라하마 온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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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S / Copyright(C) Heibonsha.C.P.C

❻ 하쓰사쿠라 주조 주식회사 [ 初桜酒造株式会社 ]

❶ 나카노 BC 주식회사 [ 中野ＢＣ株式会社 ] ❷ 주식회사 나테 주조점 [ 株式会社名手酒造店 ]
https://kuroushi.co.jp
구로우시 [ 黒牛 ]
가이난시 구로에 846
℡073-482-0005
[구로에역 (JR 기세이 본선）도보 12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❸ 시마모토 주조장 [ 島本酒造場 ]

미요 마사무네 [ 御代正宗 ]
가이난시 후지시로 54
℡073-482-0017
[가이난역 (JR 기세이 본선) 도보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❽ 슈쿠호 주조 주식회사 [ 祝砲酒造株式会社 ]
http://www.shukuhou.co.jp/
기슈 사키가게 [ 紀州魁 ]
와카야마시 다나카마치 2-20
℡073-424-4141
[와카야마역 (JR 한와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❼ 다카가키 주조 주식회사 [ 高垣酒造株式会社 ]
http://www.takagakishuzo.com
기세이쓰루 [ 紀勢鶴 ]
아리다군 아리다가와초 오가와 1465
℡0737-34-2109
[후지나미역 (JR 기세이 본선) 택시로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www.hatsusakura.co.jp
고야산 히지리한냐토 [ 高野山 聖 般若湯 ]
이토군 가쓰라기초 나카이부리 ８5
℡0736-22-0005
[나카이부리역 (JR 와카야마선) 도보 2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http://www.nakano-group.co.jp
기노쿠니야 분자에몬
 [ 紀伊国屋文左衛門 ]
가이난시 후지시로 758-45
℡073-482-1234
[가이난역 (JR 기세이 본선) 택시로 5분, 도보 2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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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
Wi-Fi  ×

매장   ○
Wi-Fi  ×

❺ 주식회사 요시무라 히데오 상점 [ 株式会社吉村秀雄商店 ] 
https://nihonsyu-nihonjyou.co.jp
구루마자카 [ 車坂 ]
이와데시 하타케 ７２
℡0736-62-2121
[기이역 (JR 한와선) 택시로 15분]
※ 대응 가능 언어: 영어

매장   ×
Wi-Fi  ×

매장   ○
Wi-Fi  ○

❹ 주식회사 고코노에 사이카 [ 株式会社九重雜賀 ]
http://www.kokonoesaika.co.jp
사이카 [ 雑賀 ]
기노카와시 모모야마초모토 142-1
℡0736-66-3160
[시모이사카역（JR 와카야마선）택시로 10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❾ 주식회사 세카이잇토 [ 株式会社世界一統 ]
http://www.sekaiitto.co.jp/
준마이긴죠 미나가타 [ 純米吟醸南方 ]
와카야마시 미나토콘야마치1-10
℡073-433-1441
[와카야마시역 (난카이 본선) 도보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매장   ○
Wi-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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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슈쿠호 주조 주식회사 [ 祝砲酒造株式会社 ]
http://www.shukuhou.co.jp/
기슈 사키가게 [ 紀州魁 ]
와카야마시 다나카마치 2-20
℡073-424-4141
[와카야마역 (JR 한와선) 도보 5분]
※ 대응 가능 언어: 일본어만

❼ 다카가키 주조 주식회사 [ 高垣酒造株式会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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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다군 아리다가와초 오가와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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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
Wi-Fi  ×

매장   ○
Wi-Fi  ×

❺ 주식회사 요시무라 히데오 상점 [ 株式会社吉村秀雄商店 ] 
https://nihonsyu-nihonjyou.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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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데시 하타케 ７２
℡0736-6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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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
Wi-Fi  ×

매장   ○
Wi-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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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매장   ○
Wi-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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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
Wi-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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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歳未満の者の飲酒は法律で禁止されています

酒類総合研究所
広島県東広島市鏡山３－７－１

アルコール分
16.0 度以上
17.0 度未満
原材料名
米（国産）
米こうじ（国産米）
醸造アルコール

錦
田
山

100％

製造年月
25.3

精米歩合 60％

清酒
720mℓ

樽酒
東広島の酒

原料米 山田錦 精米歩合  60％

使用酵母 協 会７０１号

冷やして 室温 ぬる燗 熱燗
△ ○ ◎ ○

酒類総合研究所
広島県東広島市鏡山３－７－１

成分 日本酒度 ＋ 5
 酸度 1．6
アミノ酸度 1．6

おすすめの飲み方

甘辛

製品の特徴
● 酒造好適米を贅沢に使いました
● 伝統の生もとを採用、手造りにこだ
わりました

● 旨味に富んだ辛口本醸造酒です

甘口 やや甘口 やや辛口 辛口

　 ~　  는 법령 
등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저장연수, 품질 
우량을 표현하는 말, 
유기쌀 사용 등도 표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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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의 독자적인 등급 구분

　 특정 명칭
(긴죠, 준마이, 혼죠조)

원료쌀의 품종

 산지명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 소재지

알코올분

　 원재료명
(물은 쓰지 않게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20세 미만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구
(원주, 생주, 생저장주, 기잇폰, 통술)

　 　　  부터 　  은 실은 법령 등으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생주의 보존�음용상의 주의, 외국산 청주 등의 표시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2

7

8

9

10

11

12

13

1 8

(메이커가 임의로 표시하는 어구）

뒷 라벨(병 뒷쪽에 붙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을 붙인 제품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품질을 아는 데에 참고가 되는 
각종 데이터가 적혀 있습니다.

　 품목
(「일본주(日本酒)」라고도 쓸 수 있음)

제조 시기

내용량

　 정미 비율
(특정 명칭주의 경우만)

3

4

5

6

사케 라벨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9 12

교토

긴테쓰 나라

나라

난바

주고쿠 자동차도로

JR
 고

세
이

선

JR 산요 신칸센

한큐 고베선
JR 고베선

한신 본선

오사카
순환선

JR 야마토지선

JR
 한

와선난카이 본
선

긴테쓰 나라선

JR
 도

카
이

도
 신

칸
센

다루미 JCT

사카이
JCT

니시노미야 JCT

린쿠
JCT

이즈미사노 JCT이즈미사노 JCT

스케마쓰 JCT

한
신
고
속
도
로 

5
호 

만
안
선 마쓰바라 JCT

구사쓰 JCT

가도마 JCT

스이타 JCT고베 JCT

고베공항
긴
키 

자
동
차
도
로

긴
키 

자
동
차
도
로

비와코

Route map

세타히가시 JCT

메이신 고속도로

신메이신 고속도로

한큐 교토선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와카야마로

약 40분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35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아와지시마로

약 120분
자동차, 버스로

간사이국제공항에서
난바로

약 48분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35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산노미야로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85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교토로

약 85분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75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오쓰로

약 100분
자동차로

전철로   약 90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나라로

약 85분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60분

오사카

우메다

신오사카신오사카

와카야마

난
카
이 

고
야
선

간사이국제공항
스모토

오쓰

산노미야

JR
 비

와
코

선

다카쓰키 JCT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오사카 우메다로

약 50분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65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신오사카로

약 60분
자동차로

전철로   약 50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고베공항으로

약 30분
고속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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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76_日本酒マッ�_韓国語.indd   26 2022/03/29   10:36

20歳未満の者の飲酒は法律で禁止されています

酒類総合研究所
広島県東広島市鏡山３－７－１

アルコール分
16.0 度以上
17.0 度未満
原材料名
米（国産）
米こうじ（国産米）
醸造アルコール

錦
田
山

100％

製造年月
25.3

精米歩合 60％

清酒
720mℓ

樽酒
東広島の酒

原料米 山田錦 精米歩合  60％

使用酵母 協 会７０１号

冷やして 室温 ぬる燗 熱燗
△ ○ ◎ ○

酒類総合研究所
広島県東広島市鏡山３－７－１

成分 日本酒度 ＋ 5
 酸度 1．6
アミノ酸度 1．6

おすすめの飲み方

甘辛

製品の特徴
● 酒造好適米を贅沢に使いました
● 伝統の生もとを採用、手造りにこだ
わりました

● 旨味に富んだ辛口本醸造酒です

甘口 やや甘口 やや辛口 辛口

　 ~　  는 법령 
등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저장연수, 품질 
우량을 표현하는 말, 
유기쌀 사용 등도 표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26

©독립행정법인 주류 종합연구소

메이커의 독자적인 등급 구분

　 특정 명칭
(긴죠, 준마이, 혼죠조)

원료쌀의 품종

 산지명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 소재지

알코올분

　 원재료명
(물은 쓰지 않게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20세 미만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구
(원주, 생주, 생저장주, 기잇폰, 통술)

　 　　  부터 　  은 실은 법령 등으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생주의 보존�음용상의 주의, 외국산 청주 등의 표시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2

7

8

9

10

11

12

13

1 8

(메이커가 임의로 표시하는 어구）

뒷 라벨(병 뒷쪽에 붙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을 붙인 제품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품질을 아는 데에 참고가 되는 
각종 데이터가 적혀 있습니다.

　 품목
(「일본주(日本酒)」라고도 쓸 수 있음)

제조 시기

내용량

　 정미 비율
(특정 명칭주의 경우만)

3

4

5

6

사케 라벨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9 12

교토

긴테쓰 나라

나라

난바

주고쿠 자동차도로

JR
 고

세
이

선

JR 산요 신칸센

한큐 고베선
JR 고베선

한신 본선

오사카
순환선

JR 야마토지선

JR
 한

와선난카이 본
선

긴테쓰 나라선

JR
 도

카
이

도
 신

칸
센

다루미 JCT

사카이
JCT

니시노미야 JCT

린쿠
JCT

이즈미사노 JCT이즈미사노 JCT

스케마쓰 JCT

한
신
고
속
도
로 

5
호 

만
안
선 마쓰바라 JCT

구사쓰 JCT

가도마 JCT

스이타 JCT고베 JCT

고베공항
긴
키 

자
동
차
도
로

긴
키 

자
동
차
도
로

비와코

Route map

세타히가시 JCT

메이신 고속도로

신메이신 고속도로

한큐 교토선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와카야마로

약 40분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35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아와지시마로

약 120분
자동차, 버스로

간사이국제공항에서
난바로

약 48분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35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산노미야로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85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교토로

약 85분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75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오쓰로

약 100분
자동차로

전철로   약 90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나라로

약 85분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60분

오사카

우메다

신오사카신오사카

와카야마

난
카
이 

고
야
선

간사이국제공항
스모토

오쓰

산노미야

JR
 비

와
코

선

다카쓰키 JCT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오사카 우메다로

약 50분
자동차, 버스로

전철로   약 65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신오사카로

약 60분
자동차로

전철로   약 50분

간사이국제공항에서
고베공항으로

약 30분
고속선으로

27

약 65분

271776_日本酒マッ�_韓国語.indd   27 2022/03/29   10:36



오사카 국세국

본 가이드맵의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 및 갱신될 수 있습니다.
또 기재 내용의 정보를 사용했을 때 모든 손해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20세 미만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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