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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음식조리서로 본 

전통 술 담그는 법
 오가피주

백두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마 중 말

오갈피나무에 속하는 종은 전 세계에 약 서른다섯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한

반도에는 오갈피나무, 서울오갈피, 지리산오갈피, 털오갈피, 가시오갈피, 왕

가시오갈피, 섬오갈피 등 일곱 종이 자생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오가

피를 한방 약재로써 양기가 허약한 체질이나 중풍 등의 치료에 사용해 왔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본초강목(本草綱目)』을 인용하여, “오가피는 몸이 

허하여 여윈 것을 치료하여 살찌게 하며, 오가피는 술을 빚어 먹거나 달여 먹

어도 좋다.”고 하였다. 

『동의보감』의 「탕액편」에는 오가피(五加皮)를 ‘ 둘 ’(3권 29장)이라 해 놓았

고 ‘독활(獨活)’도 ‘ 둘 ’(3권 29장)이라 해 놓았다. 이 ‘ 둘 ’은 현대국어의 

‘땅두릅’이다. 한편, 『물명고(物名攷)』에서는 ‘토당귀(土當歸)’를 ‘ 두룹’(4:9)이

라 해 놓았다. 그런데 오갈피는 나무이지 풀이 아니며 땅두릅은 풀이다. 따라

서 ‘땅두릅’과 ‘오갈피’는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현대국어 사전에는 ‘땅두릅나무’

와 ‘땅두릅나물’이 각각 다른 표제어로 실려 있다. 그러나 전자, 즉 ‘땅두릅나무’

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식물은 나무가 아니라 풀이기 때문이다. ‘오

갈피’를 ‘땅두릅’이라 주석한 『동의보감』에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오갈피나무의 잎은 다섯 개로 나는 것이 보통이어서 어린 오갈피나무는 산

삼과 흡사하여 심마니도 착각한다고 한다. 인삼의 특유 성분인 사포닌이 가시

오가피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삼은 풀에 속하고, 

오갈피나무는 나무에 속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 성분과 효능이 비슷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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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도 있다. 오갈피나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서 뿌리와 줄기, 열매는 물론 잎과 꽃도 약용

할 수 있다고 한다. 오갈피나무의 학명은 아칸토 파낙스(Acanthopanax)인데 ‘아칸토’는 ‘가시나

무’, ‘파낙스’는 ‘만병을 치료한다.’는 뜻이라 한다. 이 식물의 학명에 만병을 다스린다는 뜻이 담

겨 있으니 그 약효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천지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자연에서 나는 온갖 식

물을 활용해 온 우리 조상님들이 이 오갈피나무를 놓쳤을 리 없다. 오갈피나무는 약재로도 쓰였

지만 술을 만드는 데도 이용되었다. 한글로 필사된 조선 시대의 전통 음식조리서에는 각종 전통

주 제조법이 실려 있다. 그 중에서도 오갈피나무를 이용한 오가피주(五加皮酒) 담그는 법이 전통 

음식조리서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문헌 간 비교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본 말

필사본 음식조리서에 오가피주 양조법이 실린 문헌은 다섯 가지다. 이 다섯 문헌에 실린 오가

피주법을 비교 정리하여 그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파악해 본다.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의 오가피주

원문

오가피쥬

① 오가피  무임 돌 제 만히 벗겨 웃겁질 벗기고 협도로 싸흐라 볏  로여 

② 술 비  제 닷 말 비 려 면 오가피 사흔 것  말 주머니예 녀허 독 미  노코 

③ 미 닷 말 셰 작말 여  수어  

④ 식거든 누록 닷 되 섯거 독의 녀허 둣다가 

⑤ 괴거든 공심의 먹그면 풍증과 저려 블인  증을 고칠 분 아니라 

⑥   사  이유공 도 쟉이란 사 이 평 을 쟝복 니 나흘 삼 을 살고 아들 셜흔

을 나흐니 이제 사  병 잇고 단명 니  다 리 여 먹으라. 

『음식디미방』 21앞-21뒤(그림 1)

현대어역

오가피주(五加皮酒)

①  오가피(나무줄기)를 물이 올랐을 때 많이 벗겨(베어) 웃껍질을 벗기고 협도(鋏刀)

로 썰어 볕에 말려라. 



그림 1. 『음식디미방』의 오가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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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술을 빚을 때 다섯 말을 빚으려 하면, 오가피 썬 것 한 말을 주머니에 넣어 (술 담

글) 독 밑에 깔아라. 

③ 멥쌀 다섯 말을 깨끗이 씻고 가루를 내어 죽을 쑤어라. 

④ (그 죽이) 식거든 누룩 다섯 되를 섞어 술독에 넣어 두어라. 

⑤  술이 고이거든 공복(空腹)에 먹으면 풍병(風病)과 (뼈마디가) 시끈거리고 저려 참

기 어려운 증세를 고친다. 

⑥  옛 사람 이유공과 도맹작이란 사람이 (오가피주를) 평생 장복하여 나이 삼백을 살

았고 아들 설흔을 낳았다. 지금 사람들 중 병이 있고 명(命)이 짧은 이는 모든 일을 

다 버리고(=만사 제쳐 두고) 먹으라.

『음식디미방』의 본문 첫 문장에 나오는 ‘무임 돌 제’의 뜻이 애매하다. ‘무임’은 고어사전은 물론 

현대국어의 어떤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낱말이다. 문맥으로 보아서 초봄에 나무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물을 빨아들여 가지에 푸른 기가 감돌 때를 ‘무임 돌 제’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렇게 추정하여 해석해도 ‘무임’의 정확한 뜻은 미상이다. ‘움’(봄에 돋는 새싹)과 비슷한 음절 구

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낱말이 아닌가 여겨진다. 

만드는 순서를 보면 먼저 오가피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협도(한약재 써는 칼)로 썰어 볕에 말

린 후, 멥쌀로 죽을 쑤어 누룩을 섞어 오가피와 함께 독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즘 일반 가

정에서 오가피 줄기나 열매를 소주에 넣어 오가피주를 담는다. 『음식디미방』의 방식은 이것과 매

우 다르다. 멥쌀과 누룩을 쓰는 것으로 보면 『음식디미방』의 오가피주는 오가피막걸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양조법에는 특별히 오가피주의 약효를 강조하였다. 공복(空腹)에 먹으면 풍병(風病)과 시

리고 저린 병을 고친다고 하였다. 요즘 말로 하면 관절염에 좋다는 뜻이다. 이유공과 도맹작이란 

옛 사람의 이름을 증거로 들면서, 오가피주를 장복하면 나이 삼백을 살고 아들 서른을 둔다고 하

였다. 말하자면 오가피주는 장수강정주(長壽强精酒)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오가피주가 가

진 참으로 좋은 이야기 자원이다. 요즘 음식은 맛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함께 담아야 더욱 맛난다고 한다. 이른바 음식의 스토리텔링이 강조되고 있으니 

이 이야기는 오가피주에 넣을 수 있는 특별한 향기라 하겠다.

『온주법(蘊酒法)』의 오가피주

원문

오가피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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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 월 오가피  만히 벗겨다가 웃겁질을 벗기고 협도의 흐라 볏  여 두고

② 오가피  말 주머니예 너허 독 미  너코

③ 미 닷 말 셰 작말 야 

④ 탕슈 닷 말 국말 닷 말 가옷 섯거 

⑤ 닉거든 공심의 양 로 먹으면 풍증과 저려 불인  증을 곳치 니

⑥  예 뉴공도와 쟉이란 람이 이 술을 쟝복 니 수십 셰  고 아  삼십을 나

흐니 무 고 단명 물  쟤어든 이 술을 먹어 시험 라 

『온주법』 3장 앞(그림 2)

현대어역

오가피주

①  삼사월 오가피를 많이 벗겨다가 겉껍질을 벗기고 협도로 썰어서 햇볕에 말려 두고

② 오가피 한 말을 주머니에 넣어 독 밑에 넣어라. 

③ 멥쌀 다섯 말을 깨끗이 씻어서 가루를 내어 

④ 끓인 물 다섯 말과 누룩가루 다섯 말 반을 섞어라. 

⑤ 익으면 공복에 양대로 먹으면 중풍과 저려 참을 수 없는 것을 고친다. 

⑥  옛날 유공도와 맹작이란 사람이 이 술을 오랫동안 먹으니 수십 백세를 살고 아들 

30명을 낳으니 자식이 없고 단명함을 한탄하는 사람은 이 술을 먹어 시험하라.

『온주법』은 의성 김씨 종가(내앞 마을)에 전해져 온 한글 필사본이다. 이 책의 이면지에 적힌 

‘正宗 丙午’라는 기록을 보아 1786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온주법』의 오가피주는 『음식디미방』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여 후자는 전자를 보고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 『음식디미방』의 ④항의 “누록 닷 되 섯거 독의 녀허 둣다가”가 『온주법』에서는 “탕슈 

닷 말 국말 닷 말 가옷 섯거”로 달라졌다. 끓인 물(탕수)의 분량이 표시되었고 ‘누록’을 한자어 ‘국

말(麴末)’로 바꾸고 그 양도 닷 되에서 닷 말 가옷으로 늘어나 있다. 그런데 누룩을 닷 말 가옷이

나 넣는다는 것은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누룩을 이렇게 많이 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⑥에 나오는 사람 이름도 바뀌어, 『음식디미방』의 ‘이유공’, ‘도 쟉’이 ‘뉴공도’, ‘ 쟉’으로 되어 

있다. 필자가 몇몇 문헌을 찾아보았으나 이런 인물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좀 더 폭

넓은 고전적을 조사하면 이 사람들의 행적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⑥에 나온 나이 삼백과 아

들 서른이 『온주법』에서 나이는 ‘수십 백셰’, 아들은 ‘삼십’으로 되어 그 표현이 조금 바뀌었다. 『온

주법』의 저자는 『음식디미방』의 오가피주법을 기본으로 하고 약간의 변개를 가하여 위 문장을 지

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온주법』의 오가피주

142|한국의 전통• 한글 음식조리서로 본 전통 술 담그는 법-오가피주



2011 제4권 2호 |143

『음식디미방』의 권말 필사기에 이 책을 지은 안동 장씨 부인이 딸들에게 이르는 말이 있다. 그 

내용인즉 이 책을 베껴는 가되 가져가지는 말라는 것이다. 이 유언에 적힌 바와 같이 출가한 딸

들이 베껴간 책이 여러 곳으로 퍼져 『온주법』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영향 관

계가 없었다면 『온주법』과 『음식디미방』의 오가피주 양조법이 이렇게 유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규합총서(閨閤叢書)』(정양완 가장(家藏) 가본1))의 오가피주

원문

오가피쥬

① 일명은 금염이오 일명은 문 쵸니

② 우흐로 오차셩 졍긔을 응  고로 닙히 오 이니

③  고인의 왈 만일  모슴 오가피을 어드면 금옥이 슈레의 득  거  지 아니리

라 고 

④ 우왈 문장쵸로 슈을 하면 금이 귀 믈 니로디 못 리라 니

⑤  시 왈 블긍년옥 야 (즐겨 옥 을 앗기지 아니 야)2) (옥 은 숀) 상경 금염 

(셔로 와 금염을 도다)

『규합총서』 (정양완 가장 가본 권지일) 24-25쪽(그림 3)

현대어역

오가피주(五加皮酒)

①  일명은 금염(金鹽)이오, 일명은 문장초(文章草)니 

② 위로 오차성(五車星) 정기를 응했기 때문에 잎이 다섯 개다. 

③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만일 한 모숨 오가피를 얻으면 금옥이 수레에 가득한 것을 쓰

지 아니리라 하였고

④  또 말하되 문장초(文章草)로 술을 빚으면 금(金)을 귀(貴)하다고 이르지 못하리라 

했으니

⑤  시(詩)에 가로되 불긍연옥순(不肯憐玉筍)(즐겨 옥순을 아끼지 아니하여) (옥순은 

손) 상경채금염(相競采金鹽)(서로 다투어 금염[五加皮]을 캐는구나)3). 

1)  정양완 가장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2001년에 한국학자료총서 29로 간행한 영인본을 이용하였다.

2)  (   ) 안의 내용은 원본에 협주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한시를 번역한 것이다.

3)  不肯憐玉筍 相競采金鹽: 이 시는 송나라 때의 시문집 『謝氏詩源』(편저자 미상)에 수록된 ‘遊女詩’라는 제목의 작품

이다. 이 정보는 경북대 중문과에 계신 이세동 교수가 알려 주신 것이다. 



그림 3. 『규합총서』 (정양완 가장 가본 권지일)의 오가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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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정보는 경북대 중문과에 계신 이세동 교수가 알려 주신 것이다.

5)   上應五車星精而生故葉五出者 佳延年不老仙經藥也(『의학입문(醫學入門)』). (오가피는) 위로 오거성(五車星)의 정

기를 받아서 자라는 고로 이파리가 다섯 갈래로 나며, 늙지 않고 장수하게 하는 좋은 약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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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본 『규합총서』에 실린 오가피주의 내용은 고전을 인용하여 오가피의 특성을 말하고 그

것의 귀함을 서술한 것이다. 즉 오가피주 양조법은 전혀 없고 오갈피나무의 효능과 그 귀함을 찬

탄한 내용만 서술되어 있다.  

문장초(文章草)는 오가피의 별칭이다. 시선 이태백이 오가피를 즐겨 다려 마셨다고 하여 오가

피를 ‘문장초(文章草)’라 한 것이다. ‘文章’은 이태백을 가리키는 다른 말인 것이다4). 『산림경제(山

林經濟)』 권4 「치약(治藥)편」에도 오가피를 금염(金鹽) 혹은 문장초(文章草)라 한다는 내용이 있

다. 오가피의 뛰어남을 ‘金鹽’(금소금)과 ‘文章草’(이태백)에 비유한 것이다. 이태백이라는 시선(詩

仙)이 오가피를 즐겨 먹었다는 고사가 오가피주의 품격을 더욱 높인다.

②의 내용, 즉 오가피가 오차성(五車星) 정기를 응하여 잎이 다섯 개라는 내용은 『의학입문(醫

學入門)』에 나오는 내용이다5).

『보감록』의 오가피주

원문

오가피쥬법

① 오가피 물 오을 에 만히 벗겨 음건 야 유협도의 게 쓰러 독 밋테 너코

②  닷 말 랴면 반식 셰 야 말 야 범벅 여 

③ 식힌 후 로누록 닷 되 섯거 비져서 

④ 다 괴거던 남은  세 야 닉게  게 식혀 

⑤ 탕수을 다른 슐 물과 갓치 잡아 졍히 엿다가 

⑥  다 게 데여 공심의 알맛게 먹그면 풍병과 반신불슈을 고칠 불 안이라 옛 윤공

도와 작소란 람이 이 슐을 먹그니 나흔 삼 식 살고 아달은 서흔을 나흐니라

⑦ 오가피 일명은 금념이오 일명은 문쟝초니 

⑧ 우흐로 오 셩 졍기을 응  고로 닙피 오츌이니

⑨  고인이 왈 만일  모슴 오가피를 어드면 금옥이 슈 에 득  거살 쓰지 안이 

여기니라 고 

⑩  우 왈 문쟝초로 슐을 면 금이 귀 믈 니아지 못 다 니라

『보감록』 5장뒤-6장앞(그림 4)



그림 4. 『보감록』의 오가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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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어역

오가피주법

①  오가피에 물이 오를 때에 (오가피 껍질을) 많이 벗겨 그늘에서 말려 유협도로 잘게 

썰어 독 밑에 넣는다. 

② 쌀 다섯 말로 하려면 반씩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내어 범벅을 개어 

③ 식힌 후 가루누룩 다섯 되를 섞어 빚는다. 

④ (술이) 다 괴거든 남은 쌀을 깨끗이 씻어 익게 쪄 차게 식힌다. 

⑤ 끓인 물을 다른 술 물과 같이 잡아 깨끗이 하였다가 

⑥  다스하게 데워 공복에 알맞게 먹으면 풍병과 반신불수를 고칠 뿐 아니라 옛 윤공도

와 맹작소란 사람이 이 술을 먹으니 나이는 삼백씩 살고 아들은 서른 명을 낳았다.

⑦ 오가피의 다른 이름은 금염(金鹽)이고, 또 다른 이름은 문장초(文章草)이다. 

⑧ 위로 오차성(五車星)의 정기를 응한 까닭에 잎이 다섯이 난다. 

⑨  옛 사람이 말하기를 만일 한 모숨의 오가피를 얻으면 수레에 가득한 금옥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하고 

⑩ 또 말하기를 문장초로 술을 빚으면 금이 귀하다고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보감록』의 오가피주 내용은 『온주법』의 그것과 『규합총서』(고려대본)의 것을 합쳐 놓은 것이

다. 위 문장의 ①∼⑥은 『온주법』의 내용과 거의 같고, ⑦∼⑩은 『규합총서』(고려대본)의 내용과 

유사하다. 『규합총서』의 ⑤에 있는 시문이 『보감록』에는 빠졌다. 『보감록』 필사자는 『온주법』과 

『규합총서』를 모두 참고하여 저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⑥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약간 달라진 점이다. 『음식디미방』에

는 이유공과 도맹작으로 되어 있는 사람 이름이 『온주법』에서 유공도와 맹작으로 바뀌었다가, 

『보감록』에서는 윤공도와 맹작소로 되어 있다. 원본 행방이 묘연하여 필자가 원본을 실사(實査)

하지 못한 『양주방』에는 윤공도와 맹작재라 되어 있다6). 사람 이름의 이러한 차이들은 전승 과정

에서 일어난 와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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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양주방(釀酒方)』이란 문헌 원문을 현대국어로만 소개하였다. 『양주방』에 오가피주 만드는 법이 나와 

있지만 원문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배 웅 말

필자는 농촌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어릴 때 집 뒤편 산 아래 ‘줄미터밭’이라 부른 큼직한 밭이 

있었다. 이 밭의 두둑에 제법 잘 자라 키가 큰 오갈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가을이 되면 작

은 포도알 같은 오갈피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할머니는 이 열매를 따서 인동넝쿨, 노고초, 느

릅나무껍질, 대추 등 갖가지 약재와 함께 가마솥에 넣어 달였다. 그렇게 닳인 물에 찐 찹쌀을 풀

어 넣어 마실 것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것을 ‘약단술’이라 불렀다. 약단술은 속이 좋지 않으신 할

머니와 아버지가 주로 드셨다. 약단술은 어린 우리들 입에 매우 쓴 것이어서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밭둑을 지키던 그 오갈피나무가 어느 해부터인지 없어져 버렸다. 이십년 이상이나 비어 있던 

그 자리에 오갈피나무 묘목을 사다가 다시 심었다. 굵은 오갈피 열매를 기대했었지만 병충해 등

이 예전보다 심해져서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고, 벌레가 먹어서 비틀린 열매밖에 얻지 못

하였다. 

거기에 심은 오갈피나무의 가지를 잘라 소주에 담가 놓으니 진 붉은색을 띤 고운 술이 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소주에 오갈피나무를 담가 만든 오가피주는 『음식디미방』의 오가피주와 전혀 다

른 것이었다. 『음식디미방』을 따라 오가피주를 만들면 오가피막걸리 혹은 오가피청주가 된다. 오

가피막걸리를 재현하여 새로운 막걸리 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한 번 시험해 볼 일이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미 해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자료제공 | 백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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