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의 보물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 체코 맥주생산의 90%는 플젠 스타일의 밝은 담색 맥주 – 필즈너 맥주이다.

•� 플젠 스타일의 맥주는 세계적으로 분류되는 담색 라거맥주의 원조이다.

•� 체코는 세계에서 맥주 소비량이 최대인 나라 - 1인당 144리터이다.

•� 500ml의 맥주는 200~250 kcal이며, 이는 와인이나 당분이 첨가된 레모네이드,

 주스보다 적은 양이다.

•� 체코 맥주의 수호성인은 성 바츨라프이다.

맥주
체코 맥주는 약한 알코올 성분,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등삼투압isotonic음료이다. 체코산이라 규정지을 수 있는 일정한 품질의 맥아와 홉, 

특정미네랄 성분을 지닌 물을 원료를 사용하는 특별한 제조기술로 만들어진다. 

마셔도 마셔도 질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마시기 좋은 맥주는 체코산 맥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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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색의 맥아와 홉을 넣은 후, 강한 향을 내는 황금빛 맥주. 이 맥주의 산뜻한 풍미는 
중간 정도이지만, 무엇보다 발효가 되는 중의 온도와 숙성된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풍부한 맛을 지니고 있다. 맥주의 쓴맛은 중급에서 상급에 해당하며, 거친 정도는 
부드럽거나 약간 거친 정도에 해당한다. 맥주 색은 황금빛 노랑색이며, 중에서 상급의 
농도를 지니고 있다. 맥주는 발포성으로, 유리잔에 따르면 하얀 거품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 고유의 향 외에 다른 향이나 맛이 나지 않으며, 맥아와 홉의 맛이 가득하고, 
파스테르과정이나 에스테르과정의 향이나 맛은 매우
약한 농도로 나타난다. 체코 타입의 맥주
특징은 무엇보다 폴리페놀 정도 
그리고 pH의 정도가 
높은 점이다.

정의
체코 맥주



홉

•� 체코맥주는 보리에 싹을 내서 말린 것으로 만든다.

•� 담색 맥주(플젠식)의 맥아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맥아 
 종류이며, (모든 맥주의 생산의 기본 재료) 기본적으로 
 봄보리로 만든 맥아가 원료로 쓰인다.

•� 0.5리터의 12° 맥주에는 2400개의 맥아가 들어가고, 
 그것은 약 90- 100개의 보리이삭에 해당한다.

맥아

•� 홉은 다년생으로, 재배지에서 30년까지도 자랄 수 있다.

•� 체코 맥주는 체코의 자떼츠끼Žatecky 홉으로 만들어지며,
 이 홉에서 맥주의 독특한 특별함이 추가된다.

•� 맥주 500ml 한잔에는 자떼츠끼 홉이 3-4 개씩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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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체코 맥주는 맥주양조-맥아제조 연구소의 
독립적인 공인실험실에 의해 확인되었다. 체코 
맥주의 정밀 분석결과, 체코 맥주는 특별한 맛과 
특유성 요소가 있다는  보고결과가 나왔다.

세계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체코맥주!

지역 보호상표

체코 맥주



체코공화국
• 면적 78 867 km2/ 1천50만 인구 

• 연간 맥주생산량 19백만 헥토리터,

 1인당 184 리터,

 1 km2 당 24 500 L/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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