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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사람
TongKensaRam

대대포
Daedaepo

신선도 쌀 막걸리
Sinsundo rice makgeolli

공주 알밤 막걸리
Gongju chestnut  makgeolli

서울 장수 막걸리
Seoul jangsoo makgeolli

생 땅끝누리 고구마 막걸리
Saeng ddangkeut 
sweet potato makgeolli

참살이 탁주
Chamsali takju

허생원 메밀꽃술
Heosaengwon 
buckwheat flower liquor

햇탁
Hattak

결성 막걸리
Kyeolseong makgeolli

하얀 생 꽃 막걸리
White alive flower makgeolli

이동 생 쌀 막걸리
Edong alive rice makgeolli

강릉 그린 생 동동 주
Gangneung green alive dongdongju

아침이슬 쌀 막걸리
Morning dew rice makgeolli

부산금정산 막걸리
Busan guemjeong mount makgeolli

아침이슬 쌀 막걸리
Morning dew rice makgeolli

함평 나비축제 막걸리
Hampyoung butterfly festival makgeolli

금곡 생 막걸리
Guemgok alive makgeilli

금곡 생 막걸리
Geumgok arive makgeolli

산삼가득 막걸리
Wild makgeolli

전주명가 생 막걸리
Jinju myoungga 
alive makgeolli

'mm- makgeol.' is a MD brand 
to recommend various 101 makgeollis 
you don't have drunken.

누보 쌀 막걸리
Nouveau rice makgeolli



101 colors of
101 makgeollis

mm-
Philosophy.

획일화 된 삶과 취향 속에서,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특별함을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막걸리 한잔으로 당신의 

특별함을 가득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잊혀진 취향을 찾아보세요.



your taste is forgotten 
by standardized life

We find your taste 
from repittiv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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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01
'음-막걸'은 '막걸리가 어떻게하면 문

화로 정착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우리는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막 걸리

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저장하고, 새

롭게 보여줍니다.

01. 우리는 지역 양조장을 지킵니

다. 막걸리는 각 지역의 제조 환경, 

술 제조 장인들의 법법에 의해 각

기 다른 맛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

한 우리나라 술입니다. 그러나 몇 몇

의 막걸리 제조기업이 독과점으로인

해 막걸리 맛을 표준화되고 있습니

다. 반면 뛰어난 맛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지역 양조장은 하나둘씩 사라

지고 있습니다. '음- 막걸'은 막걸리 

소비의 50%가 넘는 서울의 소비자

에게 지역 막걸리를 유통시켜 지역 

양조장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가평 삼정 주조

양주 탁주 합동제조장

양운 양조

내촌 주조

주문진 탁주 합동제조장

사곡 양조원

속리산 양조장

장연 양조장

신평 양조장

남원 탁주 합동제조장

담양 죽향 도가

광주 무등산 탁주

신평 양조장

남원 탁주 합동제조장

담양 죽향 도가

광주 무등산 탁주

진도 주조장

부산 합동양조

제주 합동양조

화개 양조장

포항 탁주 합동제조장

울산 탁주 공동 제조장

가음 양조장

마창 탁주제조장

산이 주조장

개도 주조장

예산 탁주 양조장

팔봉산 양조

송정양조장

삼척 양조장

파주탁주

지평탁주제조장

'mm- makgeol.' Helps 
small alcohol factories which 
makes good makgeolli 
in the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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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02
'음-막걸'은 '막걸리가 어떻게하면 문

화로 정착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우리는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막 걸리

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저장하고, 새

롭게 보여줍니다.

02. '음-막걸'은 막걸리의 역사와 과

학을 지킵니다. 막걸리는 우리와 함

께 익어온 술 입니다. 그 안에는 우

리의 역사, 과학, 풍류가 함께 있습니

다. 와인을 즐기기위해 지식이 필요

하듯 막걸리에 대한 지식 또한 우리

의 술을 즐기는 또다른 방법입니다. 

MMMG가 만든 '음-막걸'은 막걸리에 

대한 모든 정보와 가치를 누구나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o you know 
korean makgeolli?



It has our history,
our science.



'mm- makgeol.'
wants to make
the curture of makgeolli.



and find your taste
in reppittive 
standardize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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