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잔 술로 시름을 씻자구나

그 옛날, 술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생각되어 ‘백약지장(百藥之長)’이라 불렸다.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주재(酒材)의 노인을 봉양하고 제사를 받드는 데에 술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하였고,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의 

기혈(氣血)을 순환시키고 정을 펴며 예(禮)를 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 하여 술을 

권장했다. 그런가 하면, 설날에는 도소주(屠蘇酒)라 하여 설날 아침에 차례를 마치고 

찬술을 마셨는데, 이로써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보기도하였다.

이러한 믿음들이 바탕이 되어 우리네 조상들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술을 빚었다. 그 

마음이 대대로 이어져 지금껏 남아있는 전통술이 있으니 바로 문배주, 면천두견주, 

경주교동법주이다.

지정번호 86-1. 문배주 |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는 술.

지정번호 86-2. 면천두견주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지방의 향토술.

지정번호 86-3.   경주교동법주 | 경상북도 경주 교동 최부잣집에서 전해오는 쌀과 누룩을 

주원료로 하여 덧술하여 빚는 술.

전통생활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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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배주, 문배의 과실 향을 풍기다

문배주는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는 술로 고려 왕건 시대부터 

제조돼 내려온 평양일대의 증류식 소주이다. 고려 건국초기에 왕건

에게 문배주가 진상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그 전부터 빚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문배주라는 이름은 문배나무의 과실

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술의 향기가 문배나무의 과실에서 풍기

는 향기와 같아 붙여졌다.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시작된 문배주는 이경찬의 손에 의해 평양

의 대형 양조장에서 만들어 졌고, 1950년 6·25 전쟁 이후에는 남한에

서 되살아났다. 

이경찬은 서울 하월곡동에 정착해 1952년부터 문배주를 만들어 팔

문배주

•사진 출처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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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1955년 정부의 양곡관리법에 의해 곡식으로 술을 제조하는 것

이 전면 금지되며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행히도 이후 양곡관

리법이 풀리며 1986년 이경찬이 국가무형문화재 문배주 제조기능 보

유자로 인정되었고, 그의 아들 이기춘이 보유자 후보(전수교육조교)

로 인정되었다. 현재는 이기춘이 문배주 기능보유자가 되어 그의 아

들 이승용과 함께 문배주 제조기능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시 술을 빚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참으로 

묘했습니다. 30년 만에 양조장을 열 수 있게 되니 그렇게 술 빚는 일이 

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을 떠나 온 마음을 다해 문배주를 담

그기 시작했지요.”

문배주 이기춘 기능보유자

문배주는 해방 전에는 평양 대동강 유역의 석회암층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원료는 밀·좁쌀·수수이며, 누룩의 주

원료는 밀이다. 술의 색은 엷은 황갈색을 띠며 문배향이 강하고, 알코

올 도수는 본래 40도 정도이지만 증류 및 숙성이 끝난 문배주는 48.1

도에 달하므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두견주, 술잔에서 진달래를 피우다 

두견주는 진달래 꽃잎과 찹쌀로 담그는 술로, 진달래꽃을 두견화라

고도 하므로 두견주라고 하는 것이다. 색깔은 연한 황갈색이며, 단맛

이 나고 점성이 있는데 신맛과 누룩 냄새가 거의 없는 대신 진달래향

이 일품인 고급술이다. 이 같은 두견주는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의 

것이 특히 유명한데, 『운양집(雲養集)』에는 두견주와 고려의 개국공신

인 복지겸(卜智謙)에 얽힌 전설이 남아있다.

복지겸이 원인모를 병이 들어 면천에 와서 휴양을 할 때였다.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도 병이 낫지 않자, 그의 어린 딸이 아미산에 올라 

100일 기도를 드렸다. 신선이 나타나 이르기를 아미산에 활짝 핀 진달

래꽃으로 술을 빚되 반드시 안샘(지금 면천초등학교 뒤에 있는 우물)

면천두견주 덧술과 진달래를 

한켜씩 담기

•사진 출처 : 국립무형유산원

문배주 소주받기

•사진 출처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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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로 빚어 100일 후에 마시고 뜰에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 정

성을 드려야만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딸이 그대로 하였더니 아버지

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두견주는 『운양집』 이외에 『규합총서(閨閤叢書)』·『술만드는 법』·

『술빚는 법』·『시의전서(是議全書)』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규합총서』

의 제조법은 찹쌀과 가루누룩으로 청주를 빚어 술이 부글부글 끓어오

를 때 진달래꽃을 따서 꽃술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히 다듬어 명주 주

머니에 넣어 1개월 이상 그대로 담가둔다고 하였다. 그런데 진달래꽃

이 속하는 철쭉과 식물의 꽃술에는 독성분이 있으므로, 술을 담글 때 

진달래의 꽃술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로부터 두견주는 요통·진통·해열·각연증(脚軟症 : 다리의 힘

이 없어 보행이 곤란한 증세)·류머티즘 등의 치료약으로 쓰였으며, 

삼월삼짇날의 절기주로도 유명하다. 증조모로부터 4대에 걸쳐 기능을 

계승한 박승규(朴昇逵) 보유자가 2001년 사망한 후, 현재는 면천두견

주 보존회가 명맥을 잇고 있다.

면천두견주 술채 거르기

•사진 출처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이야기 여행    569



경주교동법주, 최씨 가문 술을 빚다

경주교동법주는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최부잣집에서 대대로 빚

어 온 전통 있는 술이다. 경주법주를 처음 만든 사람은 최국선으로, 

그는 조선 숙종(재위 1674∼1720) 때 궁중음식을 관장하는 사옹원(司

饔院)의 참봉을 지냈다고 한다. 

최국선은 참봉 벼슬을 마친 후 경주로 낙향해 임금의 반주로 올렸

던 법주(法酒)를 궁중비법 그대로 빚어냈다. 최국선과 그 후손들은 월

성군 내남면 이조리에서 대대로 거주하였으나 최국선의 6세손 최기영 

대에 이르러 지금의 경주시 교동으로 이사를 했다. 법주 양조 비법을 

이어받은 최기영 가문의 며느리들은 대를 이어 법주를 빚어왔다. 

이렇게 최부잣집 며느리들에 의해 전수돼 오던 법주는 최기영

의 둘째아들 집안에서 온전하게 이어져, 그의 증손부인 배영신

(1917~2014)대에서 198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름은 ‘교동법

주’)되었다. 최초 기능보유자 배영신은 최국선의 8대손과 결혼하여 

40여 년 동안 법주를 빚어왔다. 3백여 년 동안 제조기법이 철저히 맏

며느리에게만 전수되어 왔으나 현재는 장남 최경(崔梗)이 기능보유

자로 지정되어 있다.

법주를 만들 때에는 최씨 집안 마당의 우물물을 쓰는데, 물의 양

과 온도가 사계절 내내 거의 일정하며 예부터 물맛이 좋기로 이름이 

경주교동법주(좌), 

경주교동법주 본술 담그는 모습(우)

•사진 출처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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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다. 술을 빚을 때는 이 물을 일단 팔팔 끓인 다음 식혀서 사용한

다. 법주의 주원료는 토종 찹쌀이고 물과 누룩과 쌀로 빚어지는 순수

한 곡주로서, 색은 밝고 투명한 미황색을 띠며, 곡주 특유의 향기와 

단맛, 약간의 신맛을 지니고 있다. 도수가 19도가 넘어 국세청의 곡주 

허용 규정도수인 11~16도를 초과하다가, 1990년 15도로 낮추는 비법

을 창안하여 제조허가를 받게 되었다.

제조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밑술을 먼저 빚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제2차 발효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술을 숙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제

조하는데 약 100일 정도가 소요되며, 온도만 주의하면 1년 이상 보관

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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