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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주 연대기

맥주는 보리의 기원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인들이 처음 이용하였다고

추정되며, 뒤를 이은 바빌로니아는 이집트로 맥주를 수출할 정도로 발달하였으며 

맥주의 제조, 판매, 품질관리를 위한 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로마를 통해 유럽으로

전파된 맥주는 수도원과 독일 ‘맥주 순수령’의 영향으로 현대 맥주의 전형이 확립

되었으며, 효모의 발견과 냉장기술 등의 과학 발달로 맥주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2. 맥주본색

맥주는 보리(맥아), 물, 효모, 홉의 4가지로 만드는데, 맥아는 알코올이 되는

맥아당의 원천이고, 효모는 발효를 담당하며, 홉은 향과 쓴맛을 내는 향신료인

동시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한다. 발효 방식에 따라 효모가 위에 떠서 발효되어 

진한 색과 풍부한 과일향이 특징인 ‘상면 발효 맥주’, 발효된 효모가 맥주 바닥에 

가라앉아 투명한 황금색과 풍부한 탄산의 청량감을 자랑하는 ‘하면 발효 맥주’,

우리의 전통 누룩과 같은 대기 중의 균체를 이용해 발효시키는 ‘자연 발효 맥주’로 

나뉜다.

3. 맥주가 농업을 만났을 때

세계의 맥주 소비량은 지난 27년간 계속해서 늘어나 ‘12년 3,747억 병(500 mL 기준)에

달하는 규모까지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소형 양조장 맥주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량 생산 맥주 일색의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맥주 맛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제기와 외국산 맥주의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만의 지역특화 맥주 산업화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 보리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개념이 도입된 지역특화 

맥주 산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보리만을 이용한 제주 맥주 ‘제스피’를 선두로 

하여 고창, 순창, 김포, 홍천 등으로 지역특화 맥주 산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광 사업과 연계한 맥주 축제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4. 시사점

지역특화 맥주 산업육성은 전통주에 한정된 우리 술 산업의 영역을 넓히고,

국내 보리와 홉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특화맥주 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 맞춤형 품종의 육성·보급부터 제품 개발까지의

일원화 체계가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전통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맥주와 보리 산업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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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맥주 연대기

최초로 맥주를 발명한 수메르인

□ 맥주는 보리의 기원지인 비옥한 초승달지역(메소포타미아지역)에서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 

○ 비옥한 초승달지대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유역

에서 이집트 나일 강 유역에 걸쳐있는 평야지대 

*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가 2곳이나 속해 있을 정도로 정착에 유리한

조건이며 많은 재배종 식물의 기원지이기도 함

○ 보리와 밀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하던 수메르인들이 우연히 물에

젖은 빵이 발효된 것을 먹어본 것이 맥주의 시초라 짐작

- 가장 오래된 기록물 중 하나인 점토판 유물(Monument Blue)에

의하면 맥주의 여신인 닌카시(Ninkasi, Nina)가 있었을 정도

* 다른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는 현재의 두줄보리(맥주보리)가 아닌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6줄보리와 에머밀(고대 밀)이 빵과 맥주를 제조하는데 이용

-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문학으로 인정되는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원시인(완키두)이 맥주를 먹고 문명화된 내용이 수록

수메르 문명이 전하는 맥주의 이모저모

▷ 맥주를 제조하고 파는 것은 모두 여자가 담당했으며 세계

최초의 맥주 제조법이 적힌 점토판이 출토

- 자연발효에 의존하여 만들었으며 풍미를 더하기 위해 꿀이나

약초, 향신료 등을 첨가한 흔적도 발견(현대 맥주에서는 홉

(hop)이 풍미를 담당)

- 맥주를 마시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세금이나 임금을

맥주로 지불되기도 하였다고 함 수메르 점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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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를 상업화시킨 바빌로니아인

□ 수메르 문명의 뒤를 이은 바빌로니아는 이집트로 맥주를 수출할 

정도로 발달하였으며 관련 법령도 제정

○ 8개는 보리(Gerste), 다른 8개는 에머밀(Emmer wheat)로, 나머지

4개는 곡식 혼합물로 제조된 맥주 등 20가지가 넘었다고 함

- 인기가 좋아 약 1,000km 떨어진 이집트로도 수출되었다고 하며,

당시의 맥주는 걸쭉한 죽의 형태로 식사대용까지 겸하였음

* 당시 네부카드네자르(BC 605～562)왕은 바빌론에 있는 맥주의 종류가

자신의 머리카락 수만큼 많다고 자랑하였다고 함

○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는 맥주의 제조, 판매,

품질관리와 관련한 4개 조항이 있었음

- 매일 맥주가 배급되었으며, 맥주를 사고 팔 때 대금은 보리로만

지불하게 하였으며, 품질을 속일 경우 엄벌에 처한다고 기록 

맥주에 대한 최초의 법령, ‘함무라비 법전’

▷ 일반 노동자는 매일 2리터, 관리는 3리터, 성직자들과 고위 관리는 매일 5리터의

맥주를 배급하였다고 하며 외상술값은 가을에 곡식으로 정산

- 술집 여인이 대금으로 곡식대신 은으로 요구하거나 맥주의 분량을 속이면

물에 던져버리는 엄벌에 처했음

- 범죄자를 맥주 집에 숨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주인을 사형에 처하고 수도원에

거주하지 않는 승려가 맥주 집을 내거나 주점에 출입하면 화형에 처함

- 맥주 60실라(sila, 약 0.5리터)를 외상으로 주면 곡식으로 50실라를 받도록 하였으며,

술에 물을 탄 술집 주인은 그 술을 모두 마시는 벌에 처하였음

○ 기원전 600∼700년부터는 맥아로부터 얻은 즙을 자연발효 시킨 후

용기에 넣어 땅속에 묻어 숙성했다고 함



RDA 130호

3

interr●bang

고대 최고의 맥주 애호가, 이집트인

□ 수메르의 영향을 받아 맥주를 제조하기 시작한 이집트에서 맥주는 

음료이자 신에게 바치는 공물이며 화폐와 같은 역할

○ 최고의 신인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Isis)가 제조법을 전해주었다고 

하며, 별도로 맥주의 여신인 테네네트(Tjenenet)도 있었음

* 오시리스는 농경과 초목의 신으로 율법과 농경법을 전파, 이시스는 밀과 보리를

발견하고 빵과 맥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지혜, 곡식 및 만물 창조’의 신

○ 왕인 파라오들은 매년 많은 양의 맥주를 신에게 바쳤는데 기원전

1,200년 람세스 2세 때에는 연간 3만 갤런(13만6천 리터)에 이름

○ 한편 최저 임금의 기준을 맥주 2통으로 하고 노예에게도 임금으로

맥주를 지급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 화폐 기능도 담당

- 음료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분으로 식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여

헤케네트 줄여서 헤크(HEK) 즉, ‘액체로 된 빵‘이라 부르기도 함

* 이집트어로 맥주는 ‘hqt’, ‘hequet’, ‘hekt’ 또는 ‘tnmw’

□ 기록문화가 발달했던 이집트는 벽화와 기록을 통해 음주의 기록을

다양하게 남겨 놓은 것도 특징(‘10, 야콥 블루메, 김희상 역)

○ 도수가 높은 것은 궁중과 신전에, 도수가 낮은 것은 서민에게  

주었고, 맥주를 빚는데 들어간 재료와 시간도 꼼꼼히 기록

여신 이시스 맥주의 여신 이집트의 맥주제조법 구토하는 이집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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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는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장례의식에서 죽은 자에게 바치는

부장품의 종류 중에도 맥주가 포함

* 부장품에는 열 가지 육류, 다섯 가지 조류, 열여섯 가지 떡과 빵, 다섯 가지

포도주, 열한 가지 과일 그리고 네 가지의 맥주 등이 포함

○ 신관의 축문이나 문학 등에도 맥주가 묘사된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요리법(recipe)과 처방전도 존재

- 신관은 제단에 맥주를 바치며 "오시리스의 눈에서 흐른 눈물 

(맥주), 호루스의 눈을 마시게나." 라고 했다고 함

* 에베르 파피루스(BC. 1552)에는 “신이시어, 빵은 부스러지지 않게, 맥주는

시지(sour) 않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문이 전함

* 다른 시가에는 “이 골목 저 골목 찾느니 술집이라, 자네 앉은 곳에 맥주

냄새 풍기고, 술은 자네 혼령을 쫓네.” 등의 문구가 전함

- 제조법에 따르면 반죽을 불에 살짝 구운 뒤 가루를 내어 물과 

함께 항아리에 담았다가 체로 걸러 큰 항아리에서 숙성

* 당시 의학처방에서도 소화제, 벌레물린데 등 600여 처방 중 100 가지에

맥주가 이용된 기록이 있음

도를 넘은 고대 이집트의 맥주 사랑?!

▷ 음주에 대해 너그러워 심하게 취할수록 품위가 있다고 여겼으며 실제로 많은

벽화에서 술을 마시고 구토하는 그림이 발견

- 왕은 호탕하게 독한 술을 쭉 들이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며, 신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축제 기간에는 먹고 토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겨짐

- 술에 취하면 현세를 잊고 고단한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도 전혀 손가락질하지 않고 매우 관대

- 평민 일꾼은 도수가 낮은 1리터의 보통 맥주를, 일반 관리는 3리터의 도수 높은

고급 맥주를, 그리고 고위 관리자는 5리터의 맥주를 받았으며 피라미드 건설 할 때

기술자(석수)들도 고위 관리와 비슷한 대접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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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한 그리스 시대 맥주

□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에서도 맥주를 마시기는 했으나

와인이 일상화됨에 따라 격이 낮은 술로 취급

○ 플리니우스에 의하면 그리스 초기 맥주는 인기 있는 술이었으나

걸쭉한 느낌이나 맛 때문에 음료 성격이 강한 와인에 밀려남

- 발효기법이 발달하지 않아 걸쭉한 죽의 형태로 남아 있고 곡물이 

쓰이며 공정이 복잡하면서도 맛은 시큼털털한 것이 원인

* 주식인 빵을 만드는 밀과 보리가 쓰이며, 생산성면에서는 나일 강이나 메소

포타미아 지역보다 낮았음

- 반면 와인은 새콤달콤한 맛에 순수한 음료로 신화에서 말하듯 

신의 음료로 인정받아 왕족, 귀족, 신관들이 즐겨 마심

* 나중에는 일반화되어 거의 매일 1리터의 와인을 마셨다고 하며, 후일에

이러한 와인문화를 로마에 전달

○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는 "보리로 만든 메트나 마시는 족속이라니…"

라고 폄하하였으며, 신(神) 중에 맥주의 신은 없었음

* 호메로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폴토스'라는 이름의 맥주와 비슷한 보리죽을

만들어 먹었다고 언급(’10, 야콥 블루메, 김희상 역)

* 브루어(Brewer, 맥주양조장인)이자 작가인 랜디모셔에 의하면 그리스의

주신(酒神) 디오니소스는 원래 인근의 리디아나 프리지아의 맥주의 신을

변형시킨 것이라 주장(’09, Randy mosher)

포도주항아리(그리스) 아이스킬로스 시인 호메로스 랜디모셔와 그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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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으로 맥주를 전파한 로마인

□ 로마는 고대～중세까지 존속하면서 이집트, 그리스의 맥주 제조법과

문화를 유럽 전역으로 전파

○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보다 더 와인을 숭상하고 생활화하였으나 

대제국 건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맥주를 먹어야 할 상황도 존재

- 맥주의 제조법을 알고 있었으나 일상적으로 지배층은 고급 와인,

서민층은 저급와인, 포도즙, 식초 등을 마심

- 제국의 변방에 나가 있던 지휘관, 성직자, 병사들은 와인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점령지의 기후 때문에 맥주를 마셨다고 함

○ 정확한 자료로 제시된 바는 없으나 로마의 주된 적이자 후일 

용병으로 활동했던 게르만족에게 맥주의 제조법이 전해진 시기

-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저술한 ‘게르마니아’에 맥주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옴

* 쿨름바흐(Klumbach) 부근에서 대략 기원전 800년 전 사용된 맥주항아리

단지가 발견되기도 하였음

당시의 게르만족 생활을 생생히 기록한 민족박물지 ‘게르마니아’

▷ 타키투스(56～117)는 라틴어 산문 작가 중 최고로 여겨지는 로마의 정치가,

웅변가로 라인 강 유역에 살고 있던 게르만인의 문화, 습성을 자세히 기록

- 음료 중에 보리나 밀로 만든 다소 포도주와 비슷하고 품위가 떨어지는 액체가

있으며, 강기슭(라인 강과 도나우 강) 가까이에 사는 자들은 포도주까지 수입해 마신다고

기록(’12, 무라카미 미스루 저, 이현정 옮김)

* 여기서 게르만이란 독일 뿐 아니라 게르만어를 쓰던 원시 게르만족을 지칭하는

말로, 키가 크고 파란 눈에 금발을 가진 스칸디나비아인, 앵글로색슨인(영국),

네덜란드인, 독일인을 통칭하며 당시 로마 국경에 살던 원주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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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두줄보리와 맥주가 만나다

□ 맥주 제조기술을 전수받은 게르만족의 땅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

달리 두줄보리가 많이 재배되던 지역

○ 두줄보리의 존재로 인해 게르만족은 많은 종류의 맥주를 만들어 

먹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사를마뉴 대제

- 카를 대제라고도 하는 사를마뉴 대제는 신성로마제국을 이끌며 

기독교를 수호하고 맥주를 상업화하는데 기여

* 자신의 신하를 수도원장으로 파견하고 세속지위인 영주로 인정하였으며

각 지역의 맥주 양조를 지원하고 세금을 맥주로 징수

사를마뉴 대제의 못 말리는 맥주 사랑

▷ 수도원을 적극 육성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면서 양조를 장려

하고 지역을 순회할 때 수도원을 반드시 방문

- 수도원을 방문할 때는 맥주의 리스트를 준비하게 하여 그 시기에 어떤 맥주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맥주 양조 감독관이 샘플을 가져올 때 항상 그 맥주를 만든 사람을 대동하게

하였으며 감독관들로 하여금 맥주를 만드는 사람의 손을 점검하고 항상 깨끗하게

하도록 지시하는 등 맥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 한편 영국과 그 외의 국가에서도 사를마뉴 대제와 관계없이

로마로부터 배운 양조기술로 독자적인 맥주문화가 발달

- 영국은 교황청에서 파견된 성 안드레아회 수사들로부터 시작된

맥주가 자리 잡아 현재의 에일(Ale)맥주의 근간이 됨

- 핀란드의 민속 문학 Kalewala에는 맥주에 대한 구절이 400개가 

넘어, 세계의 창조에 관한 구절(200개)보다 더 많을 정도

* 한편 북구의 대서사문학 ‘Edda’에 포도주는 신을 위한 것이었고, 맥주는 죽는 자들

(인간)에게 속하며, 밀주(密酒)는 죽은 자들의 것이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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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맥주의 전형을 확립한 근대

□ 수도원은 근대이전까지 종교의식과 학문의 중심지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맥주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수행

○ 수도사들은 사순절(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한 일화를 기림)

에는 금식을 했는데 맥주는 예외로 1인당 5리터까지 허용

- ‘액체 빵’으로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며 포만감도 주었기 때문에 

식사대용으로 애용

- 수도원에서는 여관의 기능도 겸하여, 맥주는 순례자,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수도원마다 고유의 양조전통이 확립

○ 이후 수도원 맥주의 기술은 민간에 전수되고 상업화되었으며,

현재 전통 수도원 맥주는 7곳만 남아 있음

- 벨기에의 ‘레페(Leffe)’, 독일의 ‘파울라너’, ‘바이헨슈테판’ 등이

대표적으로 수도원 맥주에서 유래

맥주 마시는 수도사 트라피스트에일, 시메이수도원맥주 보증마크 빌헬름 4세

□ 독일(프로이센)의 왕이었던 빌헬름 4세가 1516년 제정한 ‘맥주 순수령’은

오늘날 맥주 제조법의 기초가 되는 법령

○ 이 당시 공포된 '맥주 순수령'은 수도원에 집중되어 있던 맥주에

관한 양조권을 국가로 귀속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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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로서 보리맥아, 물, 홉(Hop)만 사용토록 지정하여 현대

맥주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현재도 독일은 이 규정을 준수

* 독일 이외의 지역(벨기에, 체코, 영국 등)에서는 보리 이외에도 밀이나 다른

잡곡을 계속 사용했고 ‘구르트’라는 향신료를 홉 대신 이용

○ 이 당시의 맥주는 에일이라 하여 지금의 맥주처럼 투명하지 않고

색깔도 갈색, 검은색 등으로 어두운 색으로 흑맥주가 대표적

- 중세 말 독일 남부에서 상온이 아닌 동굴의 저온을 이용한 장기

저온숙성을 거친 투명한 ‘라거’ 맥주가 탄생(NSLC.com)

영어인 줄로만 알았던 hof!

▷ 마당, 혹은 정원을 뜻하는 독일어로, 원래는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 있는 ‘호프

브로이하우스(hofbruhaus)’라는 옛 궁정 양조장에서 유래된 말

- hof는 건물을 ‘ㄷ’자 혹은 ‘ㅁ’자 모양으로 짓고, 건물 뒤편이나 중앙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뒷마당’을 두는 독일의 전통 건축양식 중 하나

- 뒷마당은 이웃들이 한데 어울려 식사를 하거나 주민회의 등의 장소로도 이용

□ 맥주산업이 성장하면서 유럽에서는 직업의 분화나 새로운 업종이 

탄생하는 등 활약이 늘어나게 되었음

○ 영국에서는 여성이 맥주를 빚고 파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이들을 ‘에일 와이프(alewife)’라 불렀음

* 맥주는 크게 대중화되어 중세 말기(14～15세기)에 베네룩스 3국(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의 소비량은 1인당 연 275～300리터에 달했다고 함

○ 약으로도 이용되던 맥주는 중세 흑사병이 유행할 때 병에 걸리지

않는다하여 물 대신 음용

- 제조과정 중 맥아와 물을 끓여서 자연스럽게 살균이 되었기

때문으로 나중에는 흑사병(페스트)맥주도 등장했을 정도

* 장기간 바다에 나가는 선원들도 병의 예방, 영양분의 보충, 마실 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맥주를 물보다 선호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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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과학

□ 근대에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맥주의 양조기법과 산업 전반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

○ 와트의 증기기관은 그 동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제조공정을 

기계로 대신하면서 대량생산의 기틀을 확립

* 아울러 증기기관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확대

○ 프랑스의 루이 파스퇴르에 의해 미생물의 살균방법이 발명되면서

발효의 제어와 살균에 의한 장기보관이 가능

- 덴마크의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Emil Christian Hansen)은 이 

이론을 응용하여 발효를 담당하는 효모를 순수분리하기에 이름

* 이 기술이 산업화되어 오늘날 덴마크 맥주를 대표하는 ‘칼스버그’가 탄생

○ 독일의 칼 폰 린데는 기존 냉장기술을 보완하여 맥주 제조공정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냉장고를 개발

* 계절과 상관없이 맥주를 대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양조기술을 완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품질의 향상을 가져옴

○ 1950년 경 뉴질랜드의 모튼카우츠(Morton W. Coutts)가 라거 

맥주의 생산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연속발효공정을 개발

* 연속발효공정(Continuous Fermentation System)의 개발은 우리에게 친숙한

라거 맥주와 몇몇 대형생산업체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데 크게 기여

제임스 와트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 칼 폰 린데 모튼 카우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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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맥주본색

맥주의 정의

□ 일반적으로 보리를 싹틔워 만든 맥아(엿기름)로 즙을 만들어 

여과한 후에 홉(hop)을 첨가하고 효모로 발효시켜 만든 술

○ 맥아는 알코올이 되는 맥아당의 원천이고, 효모는 발효를 담당하며

홉은 향과 쓴맛을 내는 향신료인 동시에 천연 방부제

○ 국가별로 원료의 혼합 범위 등에 따라 맥주를 규정하는 방법이 

일부 차이를 보이기도 함

- 맥주의 본 고장인 독일에서는 맥아, 홉, 효모, 물 이렇게 4가지 

성분만 사용된 것에 맥주란 명칭을 사용

- 우리나라 주세법에는 ‘맥아와 홉 그리고 백미, 옥수수 등의 부가 

원료와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제성한 것’으로 정의

* 일본에서는 맥아함량이 67.7% 이상일 때 맥주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10%

이상이면 맥주로 표기가 가능

○ 맥주의 맛은 개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달라 정확히 표현하기 쉽지

않으나 보통 4가지 맛이 있다고 함(‘08, 원융희)

- 첫째 재료 고유의 순수함, 둘째 쓴맛, 단맛, 신맛 등이 조화된 

온화함, 셋째 농도에 따른 농순함, 넷째 탄산가스의 상쾌함 등

맥주(Beer)라는 이름의 탄생

▷ ‘마시다’는 뜻의 라틴어 비베레(bibere)와 ‘곡물’을 뜻하는 게르만어 베오레

(bior)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으며, 각 나라에서 맥주를 이르는 말에는 위의

두 가지 뜻 중의 하나를 내포

- 독일의 비어(bier), 포르투갈의 세르베자(cerveja), 프랑스의 비에르(biere), 체코의

피보(pivo), 중국의 삐주(碑酒), 덴마크의 오레트(ollet), 스페인의 세르비자

(cerveza), 이탈리아의 비르라(birra) 등 나라마다 불리는 이름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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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의 4원소

□ (보리) 최초 6줄보리에서 탄생한 맥주는 현재 두줄보리로 거의 대체

되어 맥주보리라고 하면 낟알이 크고 발아율이 좋은 두줄보리를 의미

○ 6줄 보리에 비해 전분(녹말) 함량이 높고 맛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단백질의 함량이 낮아 선호

* 보리는 도정이 잘되지 않는 겉보리와 비교적 잘되는 쌀보리로 나뉘기도

하는데 맥주용 보리는 정확하게는 두줄 겉보리를 의미

○ 영국의 아처(Archer), 스칸디나비아의 골드(Gold), 독일의 한나

(Hanna) 등이 대표 품종으로 유럽, 호주, 캐나다, 남미가 주생산국

- 그 외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은 시바리(Chevalliar), 골든멜론

(Golden Melon), 골드소프(Gold-thorpe) 등

○ 우리나라에는 1910년경 ‘골든멜론’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도입

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꼭 필요한 양을 뺀 나머지가 반출

- 6.25이후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가 1961년부터 제주도에서 

맥주보리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품종도 이때부터 육성

□ (물) 맥주의 명산지로 유명한 나라에서는 모두 그 나라 물의 특색을

반영하여 고유한 맥주를 생산

○ 맥주 양조는 원료인 맥아를 빻아 물과 혼합하여 적당한 온도로 

당화시켜 끓이는 것으로부터 시작

- 무색투명하고 무취, 무미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로서, 칼슘

등의 무기 염류가 적당히 함유되어 있는 것을 사용

- 양조 조건에 맞도록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대는 발달된 

기술로 양조에 적합한 물을 만들어 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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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물로는 농색맥주가, 단물로는 담색맥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며,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 뮌헨지방은 상당히 센물을 사용하고, 체코 필센 지방은 염류

함량이 적은 단물을 사용해 만드는 등의 특성이 있음

□ (홉, hop) 맥주 특유의 쌉쌀한 맛과 독특한 향을 제공하며,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 고대 로마에서는 봄에 어린잎을 데쳐먹기 위하여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맥주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 이후

- 736년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할레타우(Hallertau)에서 제일 처음

재배되었다고 하며, 12세기 힐데가르트에 의해 효능이 보고

* 독일의 수도원장인 힐데가르트의 ‘약초의 역사’에서 홉의 효능이 보고되면서

가치가 인정되어 수도원 맥주의 주원료로 사용하기 시작

- 맥주의 제조에 처음 쓰인 것은 10세기 경 독일의 브레멘에서

부터였으나 널리 확산된 것은 ‘맥주 순수령’의 공포 이후

- 영국에서는 1648년 이용 허가를 요구하는 에일 업자들에 의해 홉의

사용권이 풀렸고, 17세기가 되어 모든 에일에 홉이 사용

* 15세기 영국에서는 홉이 첨가되지 않은 맥주(malt liquor)를 '에일', 홉이

첨가된 맥주를 'beer'라고 했음

홉이 등장하기 전 이용되었던 ‘구르트(Gruit)’

▷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던 선버들, 서양톱풀, 긴병꽃풀, 셀비어 로즈마리,

생강, 파슬리 등의 향신료를 통칭하여 부르던 말

- 이에 대한 판매권이 교회 또는 영주에게 있었기 때문에 홉의 등장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맥주 순수령’이 발표된 이후 홉으로 대체

- 기록에 의하면 독초, 동식물, 심지어는 사형수의 손가락까지 이용되었다고 함

○ 원료로 사용하는 부분은 작은 솔방울 모양의 연두색 암꽃으로 

수확기는 8월이며, 평균 16도 정도의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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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35~55도의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라며, 생산지에 따라

독일 종, 영국 종, 미국 종으로 나뉨

* 대표적인 품종은 Hallertau, Saaz, Spalt(이상 독일), Fuggl, Golding(이상 영국),

Late cluster, Early cluster(이상 미국) 등

- 체코, 독일, 영국, 미국이 주산지로 1980년대 이후 세계 제일의 

생산국은 미국

- 맥주의 향기와 상쾌한 맛을 나게 하며 쌉쌀한 맛과 방부의 효과는

물론 거품을 잘 일게도 함

○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이전 함경북도 갑산에서 처음 재배되었으며,

남한에는 전남 장성(1957), 강원 진부(1959)에서 시험 재배

- 과거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은 강원도 평창과 횡성, 속사와

대관령 주변에서 일부 재배가 이루어졌음

□ (효모) 과학의 발달로 효능이 밝혀졌으며 맥주의 발효과정을 담당

○ 원래의 맥주 순수령에는 맥아, 홉, 이스트에 대한 규정밖에 없었으나

효모의 존재와 역할이 밝혀진 이후 맥주 순수령에 포함

- 맥즙(맥아를 분쇄한 후 물과 섞어 당화시키고 끓인 것)속의

당분을 발효시켜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것이 주역할

- 양조에 쓰이는 다양한 효모는 풍부한 향을 만들고, 맛을 조화롭게

하거나 깨끗한 끝 맛을 내는 보조 역할도 수행

○ 효모가 활동하는 온도가 높으면(10~25℃) 상면발효로 에일, 저온

(5～10℃)이면 하면발효로 라거 맥주가 탄생 

* 상면발효맥주에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Saccharomyces cerevisiae),

하면발효맥주에는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베르겐시스(Saccharomyces carlsbergensis)

라는 효모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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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방식에 따라 맛도 천차만별

□ 전 세계에는 수백 가지 유형의 맥주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효모의

발효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1)

○ (상면 발효) 효모가 위에 떠서 발효되는 맥주로, 진한 색과 풍부한

과일향을 자랑하며 가장 역사가 깊은 에일(Ale)의 제조법

- 페일 에일(Pale Ale)은 통상적인 에일 맥주로 붉은색과 같이 진한

색과 꽃향기와 같은 풍부한 향을 자랑

* 세부적으로는 인디아 페일 에일(IPA)이 유명하며, 19세기 인도에 거주하던

영국인들에게 수출하기 위해 알코올 도수와 홉의 사용량을 높인 것

- 스타우트(Stout)는 보리를 탈 정도로 볶아 발효시키는 아일랜드산  

에일 맥주로 특유의 짙고 그윽한 맛이 일품

* 동일한 방식의 포터(Porter)는 영국 산을 지칭

- 알트비어(Altbier)는 라거(Lager)가 대부분인 독일을 대표하는 

에일 맥주로 적갈색의 묵직한 맛을 자랑

- 쾰쉬(Kölsch)는 상면발효이나 라거와 같은 저온숙성 방식으로 

라거에 가까운 맑은 색과 깔끔한 맛이 특징인 에일

- 이외에도 ‘돌 맥주’라는 별명을 가진 슈타인비어(Steinbier), 양조

할 때 증기 기계를 이용하는 담프비어(Dampfbier) 등이 포함

페일 에일 스타우트 알트비어 쾰쉬 슈타인비어

1) 참고자료: 블로그 “살찐돼지의 맥주광장(fatpig.tistory.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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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발효) 발효된 효모가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로, 투명한 황금

색과 풍부한 탄산의 청량감을 자랑하는 라거(Lager)의 제법

- 페일 라거(Pale Lager)는 연한 황금색, 적당한 쌉쌀함과 청량감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맥주

* 유럽 각지에서 발달한 페일 라거는 유러피안 페일 라거(European Pale Lager)

라는 이름으로 따로 지칭하기도 함

- 둥켈(Dunkel)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흑맥주로 볶은 보리를 하면발효(下面醱酵)하는 라거

* 다크 라거(Dark Lager)는 유럽 각지에서 발달한 유러피안 페일 라거에서

유래한 흑맥주의 한 종류로 둥켈과는 구분지어 부름

- 필스너(Pilsener)는 체코에서 탄생한 밝고 투명한 색의 맥주로 

다른 라거에 비해서 홉(hop)의 쓴맛이 강한 것이 특징

* ‘크롬바허’, ‘바슈타이너’, ‘벡스’, ‘뢰벤브로이’ 등 거의 모든 밝은 색의 독일

맥주가 이에 해당

- 복(Bock)은 과거 독일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한 맛과 높은 도수를 자랑하는 맥주

- 라우흐비어(Rauchbier)는 맥아를 훈제해서 말리고 양조하는 방식으로,

훈제 향이 매우 강한 이색 맥주

- 이외에도 페일 라거와 유사한 뮌헨식 헬레스 라거, 붉은 빛을 띠는

비엔나 라거 등이 있음

페일 라거 둥켈 필스너 복 라우흐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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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발효) 우리의 전통 누룩과 같은 대기중의 균체를 이용해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벨기에의 람빅(Lambic)이 대표적

- 언블렌디드(unblended)는 말 그대로 숙성통에서 그대로 나온 

람빅을 말함

* 람빅은 약 7:3의 비율로 보리맥아와 발아되지 않은 밀이 들어가며 완성된

맥즙은 야생효모와 발효시키는데, 발효와 숙성은 셰리 배럴, 와인 배럴 등의

밤나무나 오크나무 통에서 이루어짐

벨기에의 맥주 ‘람빅(Lambic)’은 왜 시중에 거의 없을까?!

▷ 자연발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타의 에일(Ale), 라거(Lager)에 비해서 오랜

발효 기간이 필요

- 대형 나무통(250∼650리터 용량)에 맥아즙을 담은 뒤 추운 늦가을에서 겨울까지

그대로 두어 발효하므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림

- 벨기에의 몇몇 대형 양조장이나 소규모 양조장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귀한 맥주

* 다른 맥주와 달리 거품이 거의 없으며, 맛과 향의 종류가 풍부하고 다양

- 괴즈(Gueuze)는 오래(2~3년) 묵혀 단맛이 감도는 것과 신맛이

강한(1~2년 숙성) 두 종류의 람빅을 혼합하여 만듦

* 혼합한 맥주는 2차 발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탄산이 축적

- 과일 람빅(fruit Lambic)은 과일이 첨가된 형태로 단 맛이 첨가

되면 Sweetened, 그렇지 않은 경우는 Traditional이라 표기

* 이외에 신 맛이 강한 체리가 들어가서 다시 발효되는 크리엑(Kriek), 괴즈에

흑설탕이 들어가는 파로(Faro) 등도 존재(Wikipedia.com)

언블렌디드 괴즈 과일 람빅 크리엑 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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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맥주가 농업을 만났을 때

세계의 맥주 시장

□ 세계의 맥주 소비량은 27년간 계속해서 늘어나 ‘12년 1억 8,737만

kL(3,747억 병, 500 mL 기준)에 달하는 규모까지 성장2)

○ (아시아) 한 해에 1,242억 병이 소비되는 곳으로, 세계 맥주 시장

점유율이 33.2%에 달함

- 중국은 전 세계에서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태국과

인도는 시장의 성장세가 가장 빠른 곳

* 중국에서는 한 해 4,420만 kL의 맥주가 소비되는데, 이는 미국(2위)의 1.8

배가 넘으며 전 세계 맥주 시장의 23.6%를 차지하는 규모

* 태국의 연간 소비량 증가율은 13.2%, 인도의 경우는 12.4%에 달함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가 중국산이라고?!

▷ 셰화 맥주(雪花, Snowflake)의 출고량(’11)은 8백만 kL로,

우리나라 전체 맥주 출고량(’12)의 4.3배가 넘는 규모

- 미국 판매 1위, 세계 판매 2위인 ‘Bud Light’에 비해서 85만

8,600 kL가 더 많이 판매될 정도(’12, The Huffington Post)

- 설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맥주의 풍부하고

두터운 거품의 모양이 눈(雪)을 연상시키기 때문

○ (유럽) 맥주의 대명사인 라거(Lager)와 에일(Ale)이 탄생한 곳으로,

연간 맥주 소비량이 1,046억 병(500 mL)에 달하는 시장

- 독일은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라거 맥주의 본고장으로,

연간 소비량이 167억 병(863만 kL)로 단연 유럽 최고

- 영국은 2천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일 맥주의 원산지로 

유럽에서 두 번째(432만 kL)로 맥주 소비량이 높은 나라

2) “Global Beer Consumption by Country in 2012”, Kirin Beer University Report(‘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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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의 전체 맥주 소비량은 세계 21위에 불과하나, 1인당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 체코의 1인당 맥주 소비량은 148.6 L로 한 해 297병(500 mL)을 마시는 셈

체코에서는 물보다 맥주가 싸다고?!

▷ 330 ml 생수의 가격이 35 코로나(2 달러)인데 비해 같은

양의 맥주 가격은 14 코로나(0.8 달러)로 더 저렴한 나라

- 예부터 물에 석회질 성분이 많아 일반적인 마시는 물로 적합

하지 않았기 때문

- 체코의 맥주 양조 역사는 1세기부터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급

스러운 쓴맛이 일품인 ‘필스너(Pilsner)’와 일반인들이 미국 상표로

알고 있는 ‘버드와이저(Budweiser)’의 탄생지 필스너 우르켈

○ (북아메리카) 전 세계 2위의 소비국(총량)인 미국과 15위인 캐나다가

있는 곳으로 한 해 529억 병(500 mL 기준)의 맥주를 소비

- 미국은 세계 판매 상위 15개 맥주 제품 중 4개가 탄생한 곳으로

한 해 미국인의 1인당 맥주 소비량은 154병 수준

* 상위 4개 제품은 ‘Bud Light’, ‘Budweiser’, ‘Coors Light’, ‘Miller Lite’ 등

- 캐나다의 알코올음료 판매액 중 46%(‘09년)가 맥주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많으며, 점유율면에서는 미국산 맥주가 대부분

○ (남아메리카)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이 맥주 소비가 

많으며, 소비량의 연평균 성장률이 2.5%로 꾸준

- 멕시코의 맥주 시장은 Grupo Modelo와 FEMSA社에 의해 좌우 될

정도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막강(90%)

* Grupo Mode lo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Corona’로 유명한 회사이며,

FEMSA는 ‘Tecate’, ‘Sol’, ‘Dos Equis’ 등의 맥주 브랜드가 대표적

- 베네수엘라는 1인당 소비량이 세계 8위(85.5 L)에 해당할 만큼 

맥주를 즐기는 나라이며, ‘Polar beer’라는 브랜드가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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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양조장(Micro brewery)의 바람

□ 최근 들어 소형 양조장 맥주 등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량 생산 맥주 일색의 시장에 새로운 붐이 형성

○ (미국) ‘12년 2,700개가 넘는 소규모 양조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3년 상반기 시장점유율이 13%에 이름(‘13, Bart Watson)

- 소규모 양조장 맥주의 시장점유율은 가까운 미래에 1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13, Beer Business Daily)

- 대량 생산되는 페일 라거(pale lager)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향이 뛰어난 소형 양조장 맥주를 찾는 트렌드가 지속

* 맥주 총 생산량은 1.4% 감소하나 소규모 양조장의 맥주 생산량은 9.6% 증가(’12)

○ (일본) ‘94년 주세법이 개정되어, 지역산 맥주인 ’지비루(地ビ―ル)‘의 

생산이 가능해면서 시장 점유율 1%를 차지(’13, 야마구치)

- ‘94년 양조장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연간 최저 생산량 200만

리터에서 6만 리터로 완화되면서 200개가 넘는 양조장이 탄생

* 이에 따라 오니덴세츠, 타자와코, 아카기산로쿠, 요나요나 에일, 킨샤치,

나가하마 로망, 아카시타코, 돗뽀 맥주 등 일본의 10대 지역 맥주가 탄생

[미 국]

케이프코드

베이스캠프

빅앨리스

청키

[일 본]

오니덴세츠

요나요나에일

나가하마로망

아카기산로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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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1,300개의 양조장에서 5,000개가 넘는 맥주가 생산되며,

소규모 양조장은 대부분 바바리아(Bavaria)에 자리(Wikipedia)

- 바바리아에는 768년부터 맥주를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인 바이엔슈테판 수도원(Weihenstephan abbey)이 자리

* 당시 기록에 의하면 지역의 홉(hop)농장에서 수도원에 십일조를 내었다고

전해짐(Wikipedia.com)

- 수도 베를린 주변에만도 ‘Vagabund Brauerei’, ‘Privatbrauerei

Am Rollberg’, ‘Brauerei Eschenbrau’ 등의 소형 양조장이 즐비 

○ (영국) 20세기 초반부터 70년대까지 합병을 거듭하면서 많은 소형

양조장이 거의 사라졌다가 지난 30년간 다시 번성(Wikipedia)

- 소형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에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가게와 

자가 양조를 한 맥주를 판매하는 가게(brew pub)로 구성

- 유명한 양조장으로는 데본의 ‘Exe Valley’, 웨스트요크셔의 ‘Bare

Arts’, 하이랜드의 ‘The Black Isle’ brewery등이 존재  

* 이외에 스티를링의 ‘Allanwater Brewhouse’, 런던의 ‘Kernel Brewery’등도 명소

[독 일]

바가분트

롤베크

하이든피터스

에셴브라우

[영 국]

익스밸리

블랙아일

알란워터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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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맥주 시장

□ 우리나라에서 맥주는 전체 주류 출고량의 58.2%, 매출액의 54.3%를

차지하는 주류 산업의 노른자3)

○ (출고량) ’12년 188만 7천 kL로 약 29억 병(633 mL 기준)이 출고

- 전년에 비해 5.1%가 증가한 수준이며, 서민의 사랑을 받는 소주

(희석식)에 비해서도 약 58만 kL가 더 많이 출고된 셈 

* 전형적으로 여름철 수요가 많은 알코올 음료로, 1년 출고량의 40% 이상이

5∼8월까지 집중

- 용기별로 보면 병맥주 비율이 45%로 가장 높으나 캔의 비율도

22%로 매년 높아져, 편리함을 추구하는 수요를 반영

○ (매출액) 우리나라 맥주 매출은 약 4.1조 원 규모로, 2위인 소주에

비해서도 약 1조 원이 더 큰 시장 규모를 자랑

- ‘12년의 매출액은 ’11년에 비해서 약 2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증가폭은 국내의 어떤 주류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우리나라 맥주의 복점(複占)시장은 계속 유지될까?

▷ 올해 4월부터 롯데주류가 ‘클라우드’ 맥주를 출시해 출시

100일 만에 2,700만 병(330mL)을 판매하면서 오비(동양)와

하이트진로(조선)로 양분된 우리나라 맥주시장에 도전

- ’92년에 진로쿠어스맥주가 설립되어 ‘카스’맥주가 신규

진입하면서 16∼18%까지 점유율을 확대하기도 하였으나 ’01년

3월에 현재의 오비(동양)로 합병

- 진로쿠어스가 ’97년 자금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와는

달리, 롯데주류는 롯데마트를 통한 판매와 제품 차별화(풍부한

거품, 100% 맥아)로 승부

3) 조윤미, 2012년 국내주류시장 동향, 한국주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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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맥주의 맛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제기와 해외여행 경험 증가에

따라 외국산 맥주의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 

○ (수입량) ‘12년 한 해 수입된 주류의 51.5%(물량 기준)가 맥주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큰 품목

- ’12년에는 우리나라 맥주 출고량의 4%에 해당하는 74,750 톤,

’13년에는 전년 대비 27.4%가 증가한 95,211 톤으로 폭발적 증가

* ’14년 상반기(1∼6월)의 맥주 수입량만 해도 53,619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2%가 증가한 수치(’14, 관세청)

○ (수입액) 최근 5년간 약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수입맥주 전문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도 단연 인기 

- 수입 원가는 822억 원(7천 3백만 달러) 수준이며, 대형마트에서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 중

대형마트 내 수입맥주의 점유율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 우리나라 소매업계 유통 3사에서의 수입산 맥주의 매출 비중은 수직 상승하는

반면 대조적으로 국내맥주의 매출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

- 이마트에서 수입맥주의 ’13년 매출액은 570억 원으로 ’12년 대비 37.7%가 증가

하였으며, 올해 들어서 매출 비중은 15%까지 급증(’14.4.18, 한국경제)

- 롯데마트의 올해 상반기 맥주 매출액 중 수입맥주의 비중은 26.2%로 3년 만에

12.4%p가 증가(’14.8.6, 메디컬투데이)

- 홈플러스에서 수입맥주의 올해 상반기 매출 비중도 30%까지 증가하였으며, ’10년

80여종에 불과하던 맥주의 종류도 300여종으로 큰 폭 증가(’14.7.17, 동아일보)

○ (수입국) 올해 상반기에 수입된 맥주의 국적을 살펴보면 일본

(25.7%), 네덜란드(16.5%), 독일(14.6%), 중국(9.4%)등의 순

- ‘12년까지 상위 3개국에는 일본, 네덜란드, 미국 등이었으나 최근

들어 독일과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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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맥주사(史)속 맥주보리 산업 

□ 우리나라 맥주산업의 부흥 속에서 보리 산업도 ’80년대까지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외면을 받기 시작

○ 1933년 일본에 의해 조선맥주주식회사, 같은 해 12월에는 소화

기린맥주주식회사가 설립

- 초기에는 고급술로서 번화가에서만 판매되었는데 맥주 3상자 반의

가격이 쌀 한 석(144kg)과 같을 정도(OB맥주 홈페이지)

- 광복과 더불어 두 맥주회사는 적산관리공장으로 지정되었다가 

1952년에 민간에 불하되어 동양맥주와 조선맥주가 탄생

일제강점기 이전 우리나라에도 맥주가 있었다고?!

▷ 조선왕조실록 영조 86권에 ‘麥酒’라는 단어가 나오며 1755년 영조가 금주령을

내릴 때에도 탁주와 맥주를 제외했다고 기록(’10, 고나무)

-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할 때에는 탁주만을 쓰고, 농민들의 보리술과 탁주

역시 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명

- 당시의 맥주는 ‘모미주(牟米酒)’라 하였는데, 여기서 모미가 보리를 뜻하는 말

- 보리쌀을 밥 짓듯 잠깐 익게 하여 물에 사흘간 담가 굵은 보에 건져 볕에 돌같이

굳게 말려 다시 옥같이 찧어 술을 빚으면 좋다는 기록이 전함

○ 1960~70년에는 맥주 2사가 모두 맥주보리, 호프 등의 원료를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

- 최신 품종이 도입되고, 재배기술의 전수뿐만 아니라 계약재배와

수매 등을 통한 농가 소득의 향상이 잘 이루어지던 시기

* 1975년 동양농산(現 두산타워)이 설립되어 농가 소득 증대와 주류 원료의

국산화를 목표로 포도∙맥주보리∙호프 등의 국내 자급 생산에 투자

- 당시에 두산 1호부터 36호까지 다양한 맥주보리의 품종이 개발

되었고, 최근까지 두산 8, 22, 32호 등이 많이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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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맥주는 ’63년 맥주보리 계약재배를 시작으로 66년 경남 사천에 맥주보리

육종장 개설, 36개 계통의 맥주보리 품종을 육성(’66.6.19, 한국경제신문)

○ 80년대에는 국내맥주용 맥주보리의 자급률이 100%에 달할 정도

였으나 이후 수매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어지면서 빠르게 하락

-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맥주가 소개되면서 점차 품질 

차별화,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맥주사(社)의 맥아 수입이 증가

* 홉의 경우는 국내 생산량을 전량 수매하였으나 품질과 수량이 모두 부족하여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

□ ‘12년 현재 국내 맥주에 대한 수입산 맥아(麥芽)의 비율이 약 95%에

이르는 상황(’13.4.1, 뉴스1 코리아)

○ 3~4년 전만 해도 우리 보리의 비중은 40%에 달하였으나 UR,

FTA 등에 의해 수입산 가격의 하락으로 급격히 하락

- ’07년 수입산 맥아의 수입량은 13.4만 톤이었던 것이 ’13년 18.2 만

톤으로, 금액은 ’13년 1억 8백만 달러로 68%가 증가  

○ 국내산 맥주보리는 ‘85년 23만 톤에 버금가던 생산량이 ’14년에 

이르러 10분의 1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 

- ’14년 맥주보리는 5,732 ha에서 22,963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전체 맥류 생산량의 17.5%(’85년 28.5%) 수준까지 하락

맥주회사가 말하는 국내산 보리맥주 사용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 맥주를 만드는데 있어서 수입산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비싼 것이 현실(’13.4.1, 뉴스1 코리아)

- 생산량도 점점 줄어들어 맥주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산 맥주보리로 전체 원료 소요량의 5%를 채우는 것도 정부의

중재 하에서 계약 재배한 것을 전량 구매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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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의 새로운 불씨, 하우스맥주

□ 보리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맥주는 하나의 로컬푸드로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

○ 일본의 지역 맥주 ‘지비루’는 주민의 관심을 기반으로 특산물을 

맥주 맛과 향을 내거나 식사 메뉴나 안주 등으로 활용

- 오키나와의 ‘헬리오스’ 맥주는 지역을 상징하는 푸른 하늘과 바다를

이름으로 정했으며, 특산물인 호박 ‘고야’ 맛을 맥주에 첨가

- 도치기 현의 ‘로만찌’ 맥주는 지역의 1등급 보리를 이용해 만들어,

지역 농업을 알리고 농촌관광과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

헬리오스 맥주 인삼쌀맥주 오미자맥주 홍삼맥주 수출 MOU

○ 국내에서도 최근 보리 산지에서 맥주 제품 개발, 생산, 유통,

그리고 이를 연계한 관광 사업을 꾀하는 지자체들이 등장

- 제주산 우리 보리(백호보리)만을 이용하여 만든 정통 유럽식 

라거 맥주로 호평 받는 ‘제스피’는 최근 제주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 전북 군산시는 보리 주산단지라는 강점을 살려 맥주와 관광을 

연계한 ‘하우스맥주 체험관광벨트’ 사업을 추진(‘14.3.15, 뉴시스)

- 지역특산물을 재료로 한 경기 김포시의 인삼쌀맥주, 경북 문경의

오미자맥주, 전북 고창의 홍삼맥주 등도 시도되고 있음

* 고창 홍삼맥주는 ‘13년 중국 상해 LISK 그룹과 약 2천 톤의 수출 MOU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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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사업에 적합한 보리 품종 개발도 중요!

▷ 국내 보리로 만든 토종 프리미엄 맥주 생산을 위해서는 지역에 적합한 좋은

맥주보리 품종 개발과 자급할 수 있는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백호보리’의 탄생 배경은 제주 지역에 잘 적응하면서 병충해에 강하고 수량은

17% 가량 많이 생산(농촌진흥청)

- 고창 지역에는 추위에 강한 ‘광맥보리’를 맞춤형으로 개발(농촌진흥청)

* 경남 창원시 진북면은 맥주보리 채종포를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계획(’14.7.21, 농민신문)

□ 음식여행의 중요한 콘텐츠로 내 맘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맥주를

찾아다니는 양조장 탐방이 점차 증가

○ 독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소형 양조장 맥주(craft beer)가 

발달한 지역은 양조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이 관광수요를 창출

* 양조장 탐방은 기존 여행과 달리 직접 관여한 일에 더 큰 애착을 갖는다는

‘이케아 효과’가 있어 더욱 인기가 높아지는 관광 상품

○ 국내는 태동 단계이며,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특색 있는 지자체의 양조장 산업 탄생의 적기로 판단

로컬푸드와 축제로 숨통을 열어보자

□ 맥주 축제는 맥주를 즐기고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 외에도 지역의 

농식품 소비와 기술을 뽐내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음

○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는 초기 가축 경진대회와

함께 시작되어 세계인의 축제로 성장한 사례

- 1811년부터 독일 바이에른 주의 농업축제가 같이 열려 인연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농업기술 전람회와 시기적으로 같이 진행

- ‘13년 180회를 맞이한 축제에 매년 600만 명이 방문할 정도이며,

전통맥주와 족발, 소시지 등 전통안주가 엄청난 경제효과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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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음식으로 구운 닭고기인 브라트헨들, 구운 소시지 브라트부르스트,

매듭 또는 막대 모양의 빵 브레첼, 돼지 족발을 익힌 슈바인스학세 등이 인기

○ 중국 칭다오, 캐나다 키치너, 브라질 블루메나우 등 세계 맥주 

명산지, 맥주회사 본거지 중심의 유사한 축제들도 소비촉진에 기여

옥토버페스트 바이에른 주 농업축제 브라트부루스트 슈바인스학세

□ 국내에서도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면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점차 증가

○ ‘대구 치맥페스티벌(7월)’은 닭 소비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되며,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만한 내용이었다고 평가

* 그러나 축제에 사용된 맥주들이 국내 대기업이나 수입산 위주로 국내

지역 맥주의 참여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

○ 제주의 ‘제스피․재즈 페스티벌(7월)’은 지역 맥주의 홍보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향토음식과의 연계는 풀어야 할 과제

○ 남해 독일마을 ‘옥토버페스트(10월)’는 독일 문화를 보여주면서도

특산 마늘과 유자를 넣은 맥주를 만들어 내는 등 지역농업에도 기여

* 송도맥주축제(9월)와 센텀맥주축제(6월)는 큰 규모의 도심 문화축제이나

소규모 가정식 맥주 소비나 지역 농식품 소비와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평

대구 치맥페스티벌 제스피․재즈 페스티벌 남해 옥토버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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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 맥주, 무너진 하늘에 솟아날 구멍 

□ 지역에서 나는 보리와 홉을 이용하여 만든 맥주를 로컬푸드, 푸드

투어리즘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분석이 요구

○ (강점: S trength) 대형 공장에서 생산한 라거 외에도 필스너,

에일 등 본고장의 맥주를 맛보려는 수요가 증가

- 현재는 고급 맥주에 대한 수요를 수입산 맥주가 채우고 있으며,

이를 국내 소규모 양조장 맥주가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

* 상당수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캐슬 프라하’, ‘옥토버페스트(홍대점)’,

‘퀸즈 헤드’ 등은 CNN에 소개될 정도로 상당한 인기

우리나라 ‘소규모 양조장 맥주(craft beer)’의 시장점유율은?!

▷ ’12년 현재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소규모 양조장 맥주의 시장점유율은

0.3% 수준에 불과(’14, 홍종학)

- ’1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양조장은 최소 52개사로 추정

- 소수의 업체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설비의 가동률이 저조한(30% 이하) 상황

이며 수익성도 낮음(’14, 정철)

○ (약점: Weakness)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맥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  

- 성공한 업체들은 독일, 체코 등 현지의 전문 기술자를 직접 고용

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기술을 전수받은 경우가 대부분

제주도에 가면 맥주계의 ‘히딩크’가 있다?!

▷ ’13년 ‘제스피’라는 제주산 맥주가 탄생하게 되는 데에는

‘보리스 데 메조네스’라는 맥주 장인의 피와 땀이 있었음

- 제주도산 보리맥주를 맛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꼭 들른다는

‘모던타임’을 만든 장본인이며 현재 ‘보리스 브루어리’도 운영

- 세계 맥주대회에서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고, 제주개발공사가

‘제스피’를 기획·개발할 때도 산파(産婆)의 역할을 수행 보리스 데 메조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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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Opportunity) ‘02년 주세법의 개정이후 소규모 양조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열렸고,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도 기대

- ‘02년 개정으로 기존에 연간 생산량 6,000 kL 이상의 생산량을 

갖추어야 하던 요건이 60~300 kL 등으로 상당 수준 완화 

*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소규모 맥주 양조장이 상당수 들어서는 계기가

마련되었음(’14, 정철)

- 최근 맥주에 부과되는 72%의 세율을 낮추고, 양조장에서 생산한

맥주를 슈퍼 등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 이외에도 시설에 대한 기준과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던 것도 완화할 예정

맥주에 붙는 세금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고?!

▷ 우리나라 맥주 1 kL에 붙는 세금은 약 143 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독일의

약 100배가 넘는 수준(‘09년 9월말 기준, 각국 맥주가격과 환율 및 주세율 감안)

- 맥주 1 kL당 미국은 17만 9천원, 프랑스는 알코올 도수 2.8% 이상인 맥주에 2만 3

천원, 독일은 약 1만 4천원을 부과

* 자료: 이동필, “전통주 국내외 산업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9

○ (위협: Threat) 기존 국내 대기업의 맥주, 수입맥주와 시장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

- 대형 생산업체가 수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라거 이외의

품목은 수입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150개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하우스 맥주가 ’13년 현재 35개 업체까지

줄어든 데에는 가격 대비 품질이 떨어진 것도 주요 원인(’14, 정철)

- 국내산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100% 국내산 맥아, 홉 등으로 승부하려는 자세가 필요

* 국내산 홉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도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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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우리 술의 영역 확대와 지역농업 성장을 동시에 추구

□ 지역특화 맥주산업 육성은 전통주에 한정된 우리 술 산업의 영역을

넓히고, 국내 보리와 홉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

○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막걸리 등 전통주뿐만 아니라 

맥주보리를 이용해 만드는 지역 맥주도 엄연히 우리의 술

* 현대적 의미의 맥주는 일제 강점기에 그 기술이 유입되었다고 하나 이미

조선시대부터 ‘모미주(牟米酒)’라는 맥주의 기록이 존재

○ 다양한 지형을 가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특화된 보리 품종으로,

차별화된 맥주 생산이 가능

- 기존의 국내 맥주에 대한 평가는 획일·단순화되었다는 지적이

많으며, 다양한 맛을 추구하기에는 소규모 양조장이 보다 유리 

* 최근 토착 소주업체들이 사라지고 상품이 획일화된 사례는 타산지석

선진국형 지역 특화 맥주 산업화 지원이 필요

□ 현재 태동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지역 특화맥주의 꾸준한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

○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마다 다른

품종의 육성·보급부터 제품 개발까지의 일원화 체계가 중요 

- 지역연고의 기업이나 과거 주류산업 참여기업의 사회적 기여로 

기술지원이나 자문, 마케팅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

○ 지자체에서는 전통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맥주와 보리 산업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사업 개발이 중요



32

RDA 130호interr●bang

[부록] 아직 다하지 못한 맥주 이야기

□ 전 세계 맥주 마니아들이 뽑은 맥주 Top 10

베스트블레테렌12

우나프

다크로드

캔터키 브런치

모닝 딜라이트

플리니 더영거

스피드웨이

벨스 블랙노트

로슈포르10

파운더스 KBS

* 참고자료: ratebeer.com(세계 맥주의 순위를 매기는 유명 사이트)의 ‘14년 8월 8일

현재의 순위를 참고하였으며, 유사 제품인 경우는 제외 

□ 전 세계 맥주브랜드 Top 10(‘13, 판매량 기준)

셰화(雪花)

칭따오(靑島)

버드와이저

얀징(燕京)

버드라이트

코로나 엑스트라

스콜

하이네켄

쿠어스 라이트

브라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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