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 you can boil water, you can make beer !

Beer Name :                                    
Equipment Needed (Bare Minimum)

1. Boil pot                      2. Stiring Spoon

3. Fermenter                 4. Timer

5. Thermometer          6. Heat Source

7. Sanitizer                     

8. Water  ( 9L size: 11 liter  water )

                    (19L size: 21 liter water )
Please count how much water will be evaporated during the 

boiling, usually 2-4 liters water will evaporate per hour.

Beer Specs.

                                              Target      /    Actual 

Beer Style                                           /                        

Batch Size                                           /                        

Original Gravity                               /                         

Final Gravity                                     /                         

Alcohol (ABV)                                  /                         

Color (SRM)                                      /                         

Bitterness (IBU)                             /                           

CO2 Volume                                    /                          

Hop & Ingredient Schedule

                     Variety       Amount       Boil Time

Hop(A):     _______     _________   _________

Hop(B):     _______     _________   _________

Hop(C):       _______     _________   _________

Other Ingrs:  _______    ________   ________

                   Variety    Ideal Temp.   Pitch Temp.

Yeast :      _______     _________      _______  

Bottling Day !

<<SANITIZATION>>

1. Sanitiz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bottling. If you are reusing glass bottles make 

sure they are thoroughly cleaned with a bottle brush and hot water.

2. Sanitize all bottles and caps using an appropriate sanitizer. Follow the directions for your 

sanitizer. Make sure to use the correct dilution and contact time and to drain bottles well.

3. Sanitize any other equipment that will touch your beer. For example, stirring spoon, 

siphoning euqipment, bottling bucket.

<<PRIMING>>

4. The correct amount of priming sugar should come with your kit.

Otherwise, use an online beer priming calculator.

5. Boil the sugar in a small amount of water (1/2 cup, 150ml)

6. Slowly add your boiled priming sugar to your beer. Make sure to stir it in thoroughly, but 

VERY slowly and gently so as not to stir up the trub (sediment) on the bottom. 

(Recommended to use a separate bottling bucket)

<<BOTTLING>>

7. Fill all of your sanitized bottles, Make sure to leave a little air-space at the top of the 

bottle. Avoid air contact with your beer (avoid creating bubbles in the bottles and cap 

them quickly)

8. Cap your bottles and store in a cool dark place and avoid disturbing them. After 1-2 

weeks or recommended conditioning time, crack one open and try it. Darker and higher 

alcohol beers will usually benefit from longer conditioning in the bottle. All beers will 

improve in clarity with longer conditioning. There will be a little trub on the bottom of your 

bottles. Be careful not to disturb this and avoid drinking it. Carefully pour your beer into a 

glass and leaving the bottom trub behind.

* Extract Brewing Instructions *
Brew Day !

<< The Boil >>

Make sure you have all necessary equipment and ingredients.

1. Boil water in the brew pot.

2. When water starts to boil, add about half the extract and stir.

3. After extract is thouroughly stired, and the extract and wort start a light rolling boil 

again, start a count down timer to the time listed hop schedule, and add hops into the 

boiling wort as the hop's schedule.

4. While you are waiting during the boil, sanitize your fermentor and any equipment that 

will touch your wort after the boil.

5. When your count down timer gets to the time listed, put hops into the pot , and 

continue to boil until the timer reachers zero.

( All kits will have different hops and boil time), ( Dry hops are added later, during the 

fermentation phase).  Add the rest of the extract for the last 15 min of boil.

6. When your count down timers reaches zero, turn off the heat source and stop the boil.

<<Pitching the Yeast>>

7. Next, bring down the temperature of your wort to a safe yeast pitching temperature 

(check package). You can use a wort chiller or ice bath in your sink (also, adding cold water 

or ice in the next step will help )

8. Transfer the cooled wort to a sanitized fermentor and add enough cold, sanitized water 

to reach your target batch size. If you have a hydrometer, take a hydrometer reaching to 

know how much sugar is in your wort. This is your original Gravity (OG).

9.  Aerate your wort by shaking, using a stiring tool, or an aeration system, and then pitch 

the yeast. Seal the fermenter and fill the airlock to the indicated level using sanitized water.

<<Fermentation>>

10. Put your fermenter in a cool dark place and let it ferment. After a day or two, your 

fermenter should start bubbling to release excess CO2. If your recipe calls for dry hops, add 

these after the fermentation has slowed down (4-6days). After approximately 1 1/2 weeks, 

or suggested fermentation time, check the gravity of your beer to make sure your final 

gravity has been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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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on't be able to measure alcohol, color,

bitterness and CO2, but you can take notes from 

observation.



물만 끓일줄 알아도 맥주를 만들수 있습니다 !

Beer Name :                                    

필요 도구 (필수 사항)

1. 냄비 (양조 사이즈보다 5-10리터 큰사이즈)                      

2.  저을수있는 긴 주걱    3. 발효통

4. 타이머   5. 온도계  6. 가스레인지

7. 세척제                  

8. 물  ( 9L size: 11 리터 물 )

           (19L size: 21 리터 물 )
맥즙을 끓이는 동안 증발되는 물에 양을 계산해야하며, 

시간당 화력에 따라 약 2-4리터 정도 증발됩니다.

맥주 정보

                                              목표      /    실제 

맥주 스타일 :                                 /                        

맥주량:                                             /                        

최초 비중:                                       /                         

최종 비중:                                       /                         

알코올 도수(ABV):                       /                         

색감 (SRM):                                    /                         

쓴맛 (IBU):                                      /                           

탄산 볼륨:                                       /                          

홉 & 기타 재료 끓이는 시간과 수량

                      종류         수량       끓이는 시간

홉(A):     _______     _________   _________

홉(B):     _______     _________   _________

홉(C):       _______     _________   _________

기타 재료:  _______    ________   ________

                      종류     온도 범위.   피칭 온도.

효모 :      _______     _________      _______  

병입 하기 !

<<세척>>

1. 병입할 용기, 뚜껑을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유리병을 다시 사용하면, 브러쉬와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신후 다시 사용해 주세요. ( 가장 중요한 과정)

2. 모든 도구, 용기를 적합한 세제로 세척하고, 세제를 사용할때 사용방침을 확인후 

사용합니다. 병은 세척후 거꾸로 해서 건조합니다.

3. 맥주에 닿는 모든 도구 역시 세척합니다. 예를 들어 스푼, 사이펀 도구, 병입 용기 등

<<프라이밍 ( 설탕)>>

4. 맥주 재료 키트를 구매하시면, 알맞는 양의 프라이밍 설탕이들어가있습니다.

따로 구매하실경우, 맥주 프라이밍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블로그 참고

5. 설탕을 ½컵 또는 150ml 의 물과 함께 끓여주세요.

6. 끓여진 프라이밍 설탕물을 맥주에 첨가해 주십시요.  천천히 부드럽게 저어주셔야 

바닥에 가라앚은 침전물을 건들이지 않습니다. ( 병입시 깨끗이 세척된 양조통에 

침전물을 제외한 맑은 맥주를 옮겨  작업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병에  넣기>>

7. 세척된 병에 맥주를 채워주세요. 공기와 맥주가 접촉하지 않게 맥주병의 윗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맥주를 채워주세요. 

8. 맥주 뚜껑이 밀봉된것을 확인후 시원하고 어두운곳에 보관해주세요 ( 설명서에서 

맥주 컨디셔닝 온도확인 ).  약 2주후 맥주 한병을 시음해보세요. 다크 맥주 또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는 병안에서 커디셔닝 기간이 길수록 맥주의 맛이 더 

좋아집니다.

* 정확한 알코올, 색감, 쓴맛, 탄산화 양은 측정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효되는 동안 관찰하시고 노트를 

남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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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아 추출물을 이용한 양조 방법 *
맥주 만드는 날 !

<< 끓이기 >>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재료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끓이는 시간은 보통 총  60분이며, 오래 끓인 홉에서는 쓴맛,  짧은 시간 끓인 홉에서는 

아로마가 맥주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1.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주세요.

2.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간 보글거릴때) 맥아 추출물을 절반 넣고 저어주세요.

3. 맥아 추출물을 잘 저어주다가 맥즙이 다시 보글 거리면  홉을 스케줄에 따라 을 넣고 

( 첫번째 홉 넣을때 타이머 시작) 명시된 시간만큼 끓여주세요.   

4. 맥즙을 끓이는 동안  양조통을 세척해주시고, 맥즙을 넣을 용기를 세척해주십시요.

5. 모든 재료 와 홉등을  스캐줄에따라 기재된 시간동안 맥즙에  넣고 끓여줍니다. ( 

모든 킷은 다른 홉, 재료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끓이는 시간도 다릅니다. ) ( 드라이 

호핑이 있으면, 이건 발효 과정중에 추가합니다.) 물끓이기 종료 15분전 남은 맥아 

추출물을 넣고 잘저어 녹여줍니다. 

6. 타이머가 종료되면 가스불을 꺼주세요.  

<<효모 넣기>>

7. 다음은 맥즙을 적절한 온도를 내려 (효모 포장지에서 적절온도 확인), 효모를 

추가합니다. 맥즙을 식히는 방법은 냉각기(워트칠러)를 사용 또는 냄비를 얼음이 

가득한 통에 넣어 식히는것 입니다.  ( 처음부터 적은양에 물을 끓여, 나중에 찬물 또는 

얼음 (살균된물/정수물) 을  양조 사이즈를 맞춰 추가해, 맥즙을 식힐수있습니다.)

8. 식혀진 맥즙을 이전에 세척한 양조통에 옮겨줍니다. 그리고 비중계가 있으면, 

맥즙안에 당의 양을 체크합니다. 이것이 초기 비중 (O/G) 입니다.

9.  맥즙을 주걱으로 2분정도 저어 에어레이션을 해주고, 효모를 위에  고루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양조 뚜껑을 닫고, 에어락 (소주등 알코올을 넣어줌) 을 

꽂아줍니다. 

<<발효하기>>

10.양조통을 시원하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 하루 이틀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위해 

에어락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드라이홉핑이 있는경우, 발효 과정중4-

6일후 발효조 뚜껑을 살짝 열고, 추가합니다.  약 10-14일이후 병입전 최종 비중 

(F/G)를 체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