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7편 전통민속

1. 개관
소곡주는 반가에서 제조해 마시던 가양주로 소곡주(小

酒) 또는 소국주(小麴

酒)로 불리워졌다. 곡( )이든 국(麴)이든 누룩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소곡
주나 소국주는 같다. 소곡주란 명칭이 생긴 까닭은‘고운 누룩가루로 빚은 술’
에서
비롯되었다.
소곡주의 문헌적 초출은 김수(金綏, 1481~1552)가 지은『수운잡방(需雲雜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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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기에는 소곡주(小

酒)로 되어있다.『수운잡방』
을 필두로 하여『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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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
(1670년)에는 소곡주로,『규합총서(閨閤叢書)』
(1800년대초)에는 소국주(小
麴酒)로『주찬(酒饌)』
(1800년대 중엽)·
『산림경제촬요(山林

濟撮要)』
(1800년

대 중엽)·
『음식방문』
(1800년대 중엽)·
『역주방문』
(1800년대 중엽)에는 소곡주
로,『이씨음식법』
(1800년대말)·
『시의전서』
(1800년대 말)·
『부인필지』
(1915)에
는 소국주로 표기하여 그 재료와 제조방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소곡주는 조
선 전기(全期)에 걸쳐서 반가에서 제조해 먹던 가양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고조리서(古調理書)』
에 등장하는 소곡주의 제조방법은 모두
일정한 시기와 규격화된 조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월 첫 해일(亥日)에 누룩
가루와 밀가루를 1 : 1로 배합하여 이것을 차게 식힌 멥쌀가루죽에 혼합하여 밑술
을 만들고, 쪄낸 멥쌀밥에 차게 식힌 끓인물을 부어 골고루 풀어서 밑술과 화합
하여 발효 시키는 것이다.
조선조 전기(全期)에 걸쳐서 고조리서에 등장하는 소곡주가, 한산 소곡주로 도
지정무형문화재 제3호가 되어 있는바, 본고를 통하여 한산 소곡주의 형성배경과
그 특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한산 소곡주의 형성 배경
1) 제조 상한 시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제민요술(齊民要術)』
을 저술한 산동반도의 태수 가사
협(賈思

)의 생존시기는 북위( 魏, 386~535)이다. 산동반도는 동이족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백제가 요서에 진출하여 진평(晋平)을 두었던 시기가 285
년에서 500년 경이기 때문에『제민요술』
을 저술한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시기에 산동반도를 비롯한 그 주변이 백제인의 활동 무대 였다면 또 당시 활
발했던 산동과의 해상교역을 감안한다면『제민요술』
의 술은 백제인이 마시던 술
의 한 부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민요술』
에는 신국(神麴 : 보리와 밀로 만든 누룩), 백료국(白

麴: 밀로 만

든 누룩), 분국( 麴 : 조국粗麴), 서미주(黍米酒 : 수수로 빚은 술), 나미주(

米

酒 : 찹쌀로 빚은 술), 경미주(粳米酒 : 멥쌀로 빚은 술), 량미주(粱米酒 : 차조로
빚은 술) , 속미주(粟米酒 : 메조로 빚은 술), 약주(藥酒), 호초주(胡椒酒), 법주(法
酒) 등을 기록하고 그 재료와 제조방법이 기술되어 있다(김상보, 2003.『향토서
울 제63호』
,「한성백제시대의 음식문화」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92쪽).
쌀·수수·좁쌀 등 다양한 곡식을 사용할 뿐 만 아니라, 법주·호초주·약주 등
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한다면 한산 소곡주는 웅진시대와 사비
시대 때 상류 지배층이 제조해 마시던 종류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수운잡방』
에서 초출되고 있는 소곡주는『수운잡방』
을 쓴 김수의 생존연대가
1481년부터 1552년임으로, 소곡주는 조선 전기(前期)에 반가에서 만들어 마시던
술의 한 종류였다고 판단된다. 김수는 중종(中宗) 때 광산김씨 예안파( 安派) 오
천군자리(烏川君子里, 안동군 오천면이었으나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어 현재는
안동군 와룡면에 편입되었음) 입향조이다. 그러니까『수운잡방』
의 소곡주는 안동
일대 반가에서 제조하던 가양주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조선조 중종때는 이미 안동을 포함한 전국의 반가에 소곡주가 보
급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음식 문화가 갖는 보수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고려시
대에 전국적으로 빚어 마시면서 풍류를 즐겼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술이 있었다. 이인로( 仁 , 1152~1220)의『파
한집(破閑集)』
에는 녹주(綠酒)·청주(淸酒)가, 이규보( 奎報, 1168~1241)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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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소곡주의 누룩재료인 밀누룩을 백료국이라 하고 있고, 멥쌀·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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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상국집(東國 相國集)』
에는 단오전주(端午奠酒)·화주(花酒)·삼해주(三亥
酒)·무주(無酒)·백주(白酒)등이, 안축(安軸, 1287~1348)의『근재집(謹齋集)』
에는 포도주·원단도소(元旦屠蘇)가, 이숭인( 崇仁, 1349~1392)의『도은집(陶
隱集)』
에는 도소주(屠蘇酒)·황봉주(黃封酒)가, 이색( 穡, 1328~1396)의『목은
집(牧隱集)』창포주·중양국주(重陽菊酒)가 소개 되고 있다. 화주·삼해주·도
소주·포도주·창포주·국화주는 여전히 조선조 전기(全期) 고조리서에 등장하
는 술이기 때문에, 조선조의 가양주 문화는 고려왕조를 계승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나라 안에 밀이 적어 장사치들이 다 경동도(京東道)로부터 사오
므로 면(麵) 값이 대단히 비싸서 큰 잔치가 아니면 쓰지 못하였다. 조선조에 들어
와서도 밀가루는 여전히 귀하여 진말(眞末)이라 하였다. 술과 단술을 중히 여겼
던 고려의 풍속에서 멥쌀이 있으나 찹쌀은 없었다(徐兢, 1124,『宣和奉使高麗圖
經』
,「雜俗」
). 술 제조 때 밀가루를 혼합 하고 밑술과 덧술의 주재료를 멥쌀로만
하는『수운잡방』
의 소곡주는 재료에 밀가루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귀한 술에 속하
고, 제조 상한 시기는 적어도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徐兢,
1124,『宣和奉使高麗圖經』
,「雜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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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산 소곡주의 탄생
고려조부터 한산군이라 부른 한산군은 비옥한 평야가 전개되고 있고, 금강에
연하여 수원이 풍부하다. 산수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바닷가를 끼고 있어 어장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며, 모시로도 유명하다. 풍부한 농산물과 풍부한 어장, 그리
고 외국으로의 수출 품목이었던 모시 생산 등의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이곳은
크게 부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19세기 중엽에 나온『한산군지』
에는 당시 한산의
형편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산세는 기이하고 물은 수려하다[山奇水秀]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모시를 짜며 귀신을 섬긴다.
모시·뱅어·조기·홍어·숭어·위어·농어가 물산이다.’
(저자미상, 1850,『한산군지』
)

한산이 모시로서 유명한 기록은 조선조 전기(全期)에 걸쳐서 나타난다.
『세종실록지리지』
에도
‘ 토의(土宜)는 오곡과 모시이다 ’
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
에는 모시가 명나라와 왜국사신에게 선물로 주는 토산물로 종종 등
장하고 있다(
『세종실록』제26권, 경신조 ;『세종실록』제23권, 병술조). 일본의
경우 조선정부에 모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세종실록』
제27권, 경진조).
이렇듯 모시가 조선조 전기 명과 왜국에 보내는 중요한 선물 품목의 하나였다
는 사실은 한산경제에서 모시의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명나라와 일본에 보내는
선물 물목의 하나였고 토산물로서 명과 왜가 탐내는 모시였던 만큼, 백제의 사비
시대 때 왜와의 교역이 있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에서 당시에도 모시는 교
역품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조 초기 모시가 사신을 위한 선물 물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해양활동이 왕성했던 고려시대에는 진(津)과 포(浦)를 통하는 해상교역품
의 하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장 또는 세도가의 땅에서 수확된 모시·농산물·소금 등은 노비
들에 의하여 수확 되었다. 지현리에 살았던 고려의 호장(戶長) 이윤경(이윤경의 4
대 손이 이곡이며, 이곡은 이색의 아버지이다.) 시대에는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솔거노비와 딴집살이하는 외거노비들이 있어 이들을 거느렸다. 솔거노비와 외거
노비는 나라에서 지우는 모든 부담에서 면제되었고 그 대신 주인에게 무제한의
존속되었다.
‘ 내포에서 떠난 세척의 배는
@ @한 척의 배처럼 웃녁으로 치달아
@ @이윽고 개경의 서강 기슭에 닿았다.
@ @늙은 종아, 몸이 늙도록 고생하는 너희를 보노라니
@ @너희 노고를 먹고 사는 내가 부끄러워 들 낯이 없구나 ’
충청·경기·강원도에 흩어져 있던 이색의 땅에서는 외거노비들이 경작을 했
고, 충남 당진의 내포에서 쌀을 싣고 떠난 세 척의 배가 개경 예성강의 나루인 서
강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이색의 시이다. 이 때에 이색은 개경에 머물
면서 나랏일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임금이 부르시면 개경에서 살고, 그 직
위를 떠나면 고향에서 사는 이중의 생활이었다. 당진에도 이색의 땅이 있었고,
호장을 지냈던 이색의 집안인 고향 한산에도 땅이 있었다(안길정, 2000,『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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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바쳤다. 물론 이러한 솔거노비·외거노비 제도는 조선왕조에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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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생활사, 하』
, 사계절, 144~146쪽).
한산이씨의 세거지인 한산군은 대대로 풍부한 농산물과 값이 나가는 모시수확
으로 부(富)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다. 수확된 모시와 농산물은 배를 이용하고
포구를 통하여 바닷길로 수송되고 판매되었는데, 이색의 땅들은 하나같이 배가
들어가서 물건을 실어 오기 좋은 지역에 있었다(안길정, 2000,『조선시대 생활
사, 하』
, 사계절, 147쪽).
포구를 중심으로 한 상업활동과 원(院)을 중심으로 한 거래는 자연스럽게 주막
의 번성함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며, 임진왜란 이후 가속화된 장시발달은 객주집
문화의 발달을 가속화 시켰다.
풍부한 쌀농사·좋은물·바닷가에서 나오는 좋은 술안주·부유함이 어우러져
적어도 고려시대 한산이씨를 중심으로 당시에 고급술이었던 소곡주가 한산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소곡주의 발전과 보급의 배경에는 지현리에 뿌리를 내린 한산이씨들이 조선시
대 500년간 100명에 가까운 문과급제자와 5명의 무과급제자를 낸 이곳의 반가
문화 및 한산모시를 중심으로 한 상거래와 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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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문화재 한산 소곡주
1) 제조 방법
한산 소곡주는 한산면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있는 술이다. 김영신 씨를 제조기
능 보유자로 인정하여 1979년 7월 3일 한산 소곡주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로 지정되었다. 김영신 씨가 1997년 6월 19일 사망함에 따라 1997년 12월 23일
김영신 씨의 자부인 우희열 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우희열 씨의 아들인 나
장연 씨(38세, 서천군 한산면 호암리 67)가 기능보유 후보자로 되어었다. 우희열
씨와 나장연 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한산 소곡주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소맥을 분쇄기로 분말한 다음 물과 혼합하고 형틀에 압축하여 20일 동안
곡실(발효실)에 저장하여 효모를 발생시켜 곡자를 생산한다.(누룩제조)
② 곡자를 분말로 만들어 밤 이슬과 햇볕에 일주일간 쪼인다.
③ 곡자를 물에 담가 불려서 압축시킨다. 곡자는 버리고 곡자물만 남겨둔다.

④ 멥쌀을 가루로 만들어 물을 내려 찜기에서 쪄낸다. 완전히 냉각시켜 ③의
곡자물을 골고루 혼합하여 3`~4일간 발효시켜 밑술을 만든다.
⑤ 찹쌀로 고두밥을 지어 냉각시킨다. 여기에 메주콩(약간)·고추·엿기름·
곡자를 합한다.
⑥ ④의 밑술에 ⑤의 덧술을 혼합하여 들국화를 넣고 땅 속에서 100일 동안 발
효시킨 다음 용수를 박아 술을 뜬다.

<사진 1> 곡자를 만들어 밤이슬과 햇볕에 쪼인다.

<사진 2> 소곡주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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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곡자를 압축하는 과정

<사진 4> 곡자물을 남김

<사진 5> 고두밥에 재료를 혼합함

<사진 6> 발효시켜 술을 떠냄

멥쌀·찹쌀·누룩·물·엿기름·메주콩·고추·들국화가 재료가 되고 있는
데, 밑술할때는 멥쌀, 덧술 할 때는 찹쌀이 주재료가 되고 있고, 밀누룩을 사용하
고 있으며 부재료로서 엿기름·메주콩·고추·들국화가 들어가고 있다.

2) 특성
『수운잡방』
(1481~1552)에서부터『부인필지』
(1915)에 이르기 까지 소곡주의
재료는 멥쌀·누룩·밀가루·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800년대 말과 1915년
에 나온『시의전서』
와『부인필지』
에서만 덧술할 때 찹쌀을 재료로 하고 있다. 따
라서‘무형문화재 한산 소곡주’
는 덧술로 찹쌀을 재료로 사용하는 점 만을 본다
면 다분히 조선후기의 소곡주 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조선조『고조리서』
에서는 전혀 소곡주의 재료로 등장하지 않는 엿기
름·메주콩·고추·들국화를‘무형문화재 한산 소곡주’
가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산에서만 지니고 있는 제조비법으로도 볼 수 있으나, 엿기름을 사용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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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상품으로서의
소곡주의 성격이 짙다. 즉‘무형문화재 한산 소곡주’
는 가양주인 반가의 소곡주

제2절 한산 소곡주

가 아니라,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에 따른 주막형 소곡주에 가깝다고 본다.

4. 한산 소곡주의 의미
소곡주는『수운잡방』
(1481~1552)을 초출로 하여,『부인필지』
(1915)에 이르기
까지 조선조 전기(全期)에 걸쳐서 고조리서에 등장하는 반가에서 제조해 먹던 가
양주이다. 비록 초출이 조선조 전기인『수운잡방』
이긴 하나, 소곡주의 주재료 구
성이 멥쌀·밀누룩·밀가루인 점을 감안할 때, 백제가 요서에 진출하여 진평을
두었던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산동반도의 태수 가사협이 지은『제민요술』
(386~535)속에 등장하는 밀로 만든‘백료국’
과 멥쌀로 빚은 술인‘경미주’
는백
제인이 마시던 술로 추정가능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한산 소곡주는 웅진시
대와 사비시대 때 상류지배층이 제조해 마시던 종류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수운잡방』
의 누룩·밀가루·멥쌀로 구성된 소곡주의 원형은, 찹쌀이 없

었던 상황과 밀가루가 귀했던 고려의 사회구조로 보았을 때 멥쌀을 주재료로 하
여 빚어 마시던 상류층의 술로 추정된다. 모시와 풍부한 농산물·좋은물·좋은
술안주·부유함이 어우러져 있었던, 한산 지현리에 뿌리를 둔 한산이씨가에서도
소곡주를 제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한산 소곡주’
는 발효를 촉진
시키는 엿기름을 넣고 고추·들국화 등을 부재료로서 사용하는 점, 덧술할 때 찹
쌀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 등에서 반가형 소곡주가 아니라 조선후기 가속화된 장
시발달에 따른 주막형 소곡주에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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