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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부의주’(浮蟻酒)라는 이름의 술이 있다. 여기에 쓰

인 한자 ‘浮蟻’가 어려운 글자여서 이게 무슨 술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간다. 

‘浮蟻’는 ‘뜰 부’와 ‘개미 의’가 결합한 것이다. 개미 모양과 비슷한 밥알이 술

에 동동 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부의주’다. 이렇게 보면 이 이름이 무슨 

술을 가리키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동동주인 것이다. 쌀로 

빚는 이 술은 다 익으면 술독에서 밥알이 가라앉으나, 술이 숙성되는 도중에

는 밥알이 떠오른다. 떠오르는 밥알이 마치 어린 개미 모양과 같다 하여 부의

주라고 이름을 붙였다 한다.

부의주, 즉 동동주는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막걸리의 한 종류이다. 예

전부터 막걸리는 서민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술이었으나 요즘처럼 특

별한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다. 막걸리가 인기몰이를 하게 된 것은 해외, 특

히 일본에서 이 술이 크게 인기를 끌었고, 이 분위기가 국내로 다시 유입된 결

과로 보인다. 

국내에서 막걸리는 가장 서민적인 술로, 소박한 삶의 대명사처럼 쓰였던 

것이다. 특급 호텔에 막걸리 바가 생겨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였다. 

 막걸리가 이런 인기를 끌게 된 동기는 건강식품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신

드롬과 연결되어 있다. 막걸리는 소주, 맥주, 양주 등과 달리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 단백질, 아미노산, 탄수화물 등이 풍부하고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

성된 젖산균은 장의 활성화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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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막걸리에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는 다이어트는 물론 변비를 완화시켜 준다. 이와 같은 건강

식품으로서의 효능이 막걸리를 술이 아닌 ‘건강음료’처럼 여기도록 한 것이다.

 ‘막걸리’의 어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주저 없이’, ‘함부로’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인 

‘막-’이 동사 ‘거르다’에 첨가되어 ‘막 거르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명사 파생접미사 ‘-이’

가 결합된 것이 ‘막걸리’다. 즉 ‘막-거르-이>막걸이>막걸리’라는 생성 과정을 거친 것이다. 

 ‘막걸리’는 다른 이름도 몇몇 가지고 있다. 한자어 ‘탁주’(濁酒)가 대표적이고, 여기서 파생된 ‘탁배

기’도 쓰인다. 막걸리를 따라 마시는 잔이 크기 때문에 이 술을 ‘대포’ 혹은 ‘왕대포’라 부르기도 한다. 

‘대포’는 원래 큰 술잔을 뜻한다. ‘대폿집’은 막걸리를 파는 집이지, 대포(大砲)를 거래하는 집은 아니다.

 ‘막걸리’는 19세기 이후의 문헌부터 나타나지만 ‘탁쥬’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쓰였다. 19세기 

이전에 ‘막걸리’라는 낱말이 존재했는지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막걸리’와 ‘탁주’의 고문헌 

용례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막걸이에 취겨 (『규합총서』, 17a, 1869)   

막걸이 濁酒 (『국한회어』, 106, 1895)

탁쥬 네 사바래 (『구급간이방』 3, 29a, 1489)

醪 탁쥬 료 (『훈몽자회』 중, 11a, 1527)

濁酒 두 되와  와 글혀 (『구급방』 하, 87a, 1466)

 그런데 조선시대의 필사본 한글 음식조리서에 ‘막걸리’나 ‘탁주’의 양조법이 나타나 있지 않

다. 탁주법이라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탁주에 가까운 술 이름이 음식조리서에 여러 개 보인다. 

시급주(時急酒), 일일주(一日酒), 삼일주(三日酒) 등이 그러한 술이다. 특히 18세기 초기의 다

양한 양조법을 담은 『주방문』에는 ‘합주’(合酒)라는 양조법이 실려 있다. 이 합주의 양조법을 보

면 사실상 탁주 담그는 법과 같다. 합주법의 본문 속에서도 이 술을 ‘탁쥬’라고 하였다. 다음이 합

주의 양조법이다.

『주방문』의 합주(合酒)

원문

미 닷 되 셰 므   실  두고 믈 무  헛처 시겨 누록 닷 홉 섯거 더온  둣

다가 닐웨 후의 믈 노화 걸러 뵈예 밧타 라 비록 탁 나 훈감 여 샹술과 다 니

라  되예 누록이  홉식 드 니라 

『주방문』 2뒤-3앞(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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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방문』의 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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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어역

백미 닷 되를 깨끗이 씻어 무르게 쪄 시루에 넣는다. 물을 많이 뿌려 식혀서 누룩 닷 

홉을 섞어 더운 곳에 둔다. 이레 후에 물 놓아 걸러 베에 밭아 쓰라. 비록 탁주이지만 

맛이 진하고 냄새가 좋아서 보통 술과는 다르다. 한 되에 누룩이 한 홉씩 든다.

이 술의 명칭은 합주라고 했지만 그 내용은 탁주, 즉 막걸리와 같다. 본문에서 “비록 탁주이지

만 맛이 진하고”라 한 것으로 보아 이 술을 탁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실생활의 음식 문화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는 『현풍곽씨언간』에 탁주에 관한 내용이 있다. 곽주

가 아내 하씨에게 보낸 편지에 종들에게 먹일 탁주를 한 두루미 보내라는 다음 사연이 그것이다.

내 머글 것도 아 거시나 여 내여 보내고 죵  머글 탁쥬 술도  두롬이나 걸러 

내여 보내소 밧바 이만 (『현풍곽씨언간』 58번)

(내가 먹을 것도 아무것이나 해 내어 보내고, 종들이 먹을 탁주 술도 한 두루미나 걸

러 내 보내소. 바빠 이만.) 

곽주의 이 편지는 1610년경에 쓰인 것이다. 이 시대의 양반가에서 종들을 부릴 때 탁주를 만들

어 먹였음을 이 편지는 증거해 준다. 위의 인용문 앞에는 둑이 터져 종들을 동원하여 둑 쌓는 일

을 하는 내용이 있다. 농사일과 같은 노동에 탁주가 긴요한 먹거리였음은 고금이 동일하다. 탁주

는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해 온 민족의 술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전통 음식조리서나 양조서에 ‘탁주법’이라 명시한 제조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

다. 탁주만큼 애용된 술은 아니지만, 탁주와 매우 비슷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부의주, 즉 동동주 제조법이 음식조리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본 말 :  부 의 주 ( 동 동 주 ) 의  원 문  분 석 과  번 역 문

『술 만드는 법』의 부의주

원문

① 졈미  말를 랴면 셰 야  우고

② 인 물 셰 병 와 곡말1)  되 밥에 셕거 비져 

1)   ‘곡말’은 ‘국말’(麴末)을 잘못 적은 것이다. 『음식방문』 등 다른 문헌에는 ‘국말’이라 표기되어 있다. ‘국말’은 누룩가

루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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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술 만드는 법』의 부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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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 후에 익나니 익거든  밥을 게 야 라

   『술 만드는 법』 7뒤(그림 2)

번역

① 찹쌀 한 말을 하려면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쪄 차게 식힌다.

② 끓인 물 세 병을 차게 식혀서 누룩가루 한 되와 (함께) 밥에 섞어 빚는다.

③ 삼 일 후에 익으니 (술이) 익으면 뜬 밥을 띄워서 써라.

  『술 만드는 법』은 고려대학교 한적실 소장본이다. 이성우 교수는 이 책의 연대를 1800년대 

말로 보았다. 44면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이며, 필사자는 미상이다. 

이 책에 묘사된 부의주 양조법은 매우 간단하다. 찹쌀 한 말을 쪄서 식히고 끓인 물 세 병을 식

혀 누룩 한 되를 밥에 섞어 빚어 두면 삼 일 후에 익는다. 술에 밥알을 뜨게 하여 쓰라는 점이 부

의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준다. 

『주식방』의 부의주

원문

부의쥬법 

① 미 한 말 셰 여 닉게  그  담아 오고 

② 힌 물 세 병을 와 국말  되  그 물의 골나2) 

③ 밥의 섯거 독의 너허 두면 사흘 밤 지  후의 닉  거시니 

④ 3) 맑거든  밥을 워 쓰라

『주식방』 2앞(그림 3)

번역

부의주법

① 찹쌀 한 말을 잘 씻어 익게 쪄 그릇에 담가 식히고

② 끓인 물 세 병을 차게 하여 가루누룩 한 되를 그 물에 화합하여

2)   ‘골나’는 음식조리서에서 ‘골라’로 흔히 표기된 것인데, 여러 가지를 합하여 섞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가루누룩

을 물에 개는 것을 뜻한다.

3)   ‘ ’는 ‘완전히’, ‘다’, ‘아주’와 같은 부사의 뜻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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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식방』 (고려대 규곤요람)의 부의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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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밥에 섞어 독에 넣어 두면 사흘 밤 지난 후에 익는다. 

④ 완전히 맑아지거든 밥을 띄워서 쓴다. 

『주식방』은 일명 고려대 『규곤요람』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체 11장에 지나지 않는 적은 분량이

다. 고려대 도서관 목록에서 필사 연도를 1795년이라 해 놓았다. 『주식방』의 부의주법은 『술 만

드는 법』의 그것과 거의 같다.

『음식방문』의 부의주

원문

부의쥬

① 쌀  말  오고 인 물 셰 병을 와

② 국말  되 물에 섯거 범으려 거든 쓰되  

③ 겨울이면 칠 일이요 봄과 가을이면  일 만에 쓰라 

  『음식방문』 13뒤(그림 4)

번역

부의주

① 찹쌀 한 말을 쪄서 차게 하고 끓인 물 세 병을 식혀

② 누룩가루 한 되를 물에 섞어서 버무려 맑아지면 쓰되,

③ 겨울이면 칠 일이요, 봄과 가을이면 삼 일 만에 써라. 

 『음식방문』은 동국대학교 소장이며,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다. 저자와 필사자 미상이며, 19세

기 중엽 경의 자료로 판단된다. 음식 만드는 법에 해당하는 ‘음식방문’으로 시작해 술 만드는 법

인 ‘술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방문』의 부의주법은 『주식방』 및 『술 만드는 법』의 그것과 거

의 같다.

『정일당잡지』의 부의주

원문

부의쥬

① 졈미 닷 되 셰 여  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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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음식방문』의 부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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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거든 실  닷 홉 잠간 두 려  비저

③ 칠 일 후 됴흔 쥬 두 병 부어 삼 일 후 면 긔특 니라

   『정일당잡지』 4앞-4뒤(그림 5)

번역

① 찹쌀 닷 되를 깨끗이 씻어 쌀알갱이가 없도록 해서 쪄라. 

② (찐 것이) 식거든 잣알 다섯 홉을 조금 두드려 한데 넣어 빚는다.

③ 칠 일 후에 좋은 청주 두 병을 부어 삼 일 후에 쓰면 맛이 특별하다.

『정일당잡지』는 규장각 소장본이며 19세기 후기에 기존의 자료를 보고 베껴 쓴 필사본이다. 권

말에 ‘봉선화가’와 ‘남초가’라는 두 편의 가사가 실린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정일당잡지』의 부

의주는 그 제조법이 앞의 『술 만드는 법』과 매우 다르다. 잣 알 다섯 홉을 두드려 넣는 점과 청주 

두 병을 추가로 부어 넣어 쓴다는 점이 특이한 양조법이다.

『양주방』의 부의주

번역

부의주

① 희게 쓴 멥쌀 두말을 깨끗이 씻고 또 씻어 가루로 만들어 흰무리를 쪄라. 

② 끓는 물 서 말을 쳐서 망울 없이 풀어 차게 식혀라. 

③ 좋은 누룩가루 서 되를 섞어 항아리에 넣어 두었다가 

④ 나흘 만에 희게 쓴 멥쌀 닷 되로 지에밥을 쪄서 

⑤ 누룩 한 줌과 밀가루 한 되를 섞어 덮어서, 여름이면 차게 하여 두고 써라.

다른 방법 1

①  다른 방법은 찹쌀 한말을 깨끗이 씻고 또 씻어 물에 담가 지에밥을 익게 쪄서 식

혀라. 

② 누룩가루 한 되에 밥 찐 물을 식혀 누룩을 타서 밥과 섞어 넣어 세 밤을 지나면 익는다. 

③ 맑은 뒤에 개미를 동동 띄워 쓰면 맛이 달고 매와 콕 쏜다. 

④  한 여름에 빚는 술이니 많이 내고자 하거든 주전자에 따르되 정화수 두 병만 부어 

따라라.



그림 5. 『정일당잡지』의 부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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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 2

① 또 한 방법은 찹쌀 닷 되를 깨끗이 씻고 또 씻어, 지에밥을 익게 쪄서 식혀라. 

② 지에밥이 식거든 누룩가루 한 되와 벗긴 잣 되가웃을 곱게 두드려 밥에 섞어라. 

③ 이레 만에 좋은 맑은 술 두병을 부어 사흘 뒤에 써라.

『양주방』은 정양완(1977)에서 소개한 것인데 원문은 없고 현대어 번역만 실어 놓았다4). 모두 

65면이며 75개 항의 술 빚는 법이 적혀 있다. 위의 부의주는 정양완(1977:174)의 것을 그대로 인

용한 것이다. 이 자료문에서 보듯이 『양주방』의 부의주법은 세 가지로 각각 다르게 서술되어 있

다. ‘다른 방법 2’의 ③에는 매우 특이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맑은 뒤에 개미를 동동 띄워 쓰

면 맛이 달고 매와 콕 쏜다.”고 하였다. 개미를 실제로 술에 넣었다는 뜻이다. 개미를 띄우면 술

맛이 “매와 콕 쏜다”라 하였는데, 개미가 방어용으로 분사하는 개미산은 포름산으로 강한 산성

이며 독성을 가진다. 이 독성을 미미하게 활용하면 특유의 술맛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 『양주

방』의 내용으로 볼 때, ‘부의주’라는 이름이 단순히 술에 뜨는 개미 모양의 밥알 때문에 붙여진 것

은 아닌 듯하다.

배 웅 말

이 글에서는 부의주, 요즘 말로 하여 동동주의 양조 방법을 전통 조리서에 근거하여 분석 비

교해 보았다. 최근에 막걸리는 크게 뜬 반면 동동주는 그렇지 않다. 동동주는 막걸리보다 이름이 

예쁘고 외국인이 발음하기도 쉽다. 동동주의 맛을 고급화시켜서 동동주를 ‘둥둥 뜨게’ 하는 방법

이 없을까. 『양주방』에 나타나 있듯이 개미가 지닌 성분을 술맛에 알맞게 가미하여 독특한 맛의 

동동주를 개발하면 어떨까. 물론 개미산이 가진 독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 이름도 ‘개미 동

동주’라 하면 될 것 같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만한 이름이다. 문제는 맛이다.

[자료제공 | 백두현]

4)   정양완(1977), 마침내 밝혀진 일흔일곱 가지의 한국 술과 그 담그는 비밀, 『뿌리깊은나무』, 20호, 1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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