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순간을 축복하는 오늘의 酒님,
맥주 한 잔의 미학

글_이영경

노동자의 저녁을 함께하며 고단함을 위로해주던 맥주는 이제 하나의 스타일이 되었다. 

맥주가 곧 스타일임을 완벽하게 증명한 신(scene)이 있으니,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2015)’의 

한 장면이다. 매끈한 슈트 핏을 자랑하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명언을 내린 콜린 퍼스는 

작은 술집에서 6명과 싸웠다. 상대들은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으나 콜린 퍼스는 

정장 소매 끝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다시 자리에 앉아 마지막 남은 기네스 한 모금을 들이킨다. 

어두컴컴한 영화관, 왜 나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맥주가 아니고 콜라였던가.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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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 휴식 그리고 자유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되는 6월, 기온

이 점점 올라가는 여름의 초입, 여러모로 

맥주의 달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며 젊은이들의 새로운 인생모토로 

자리 잡은 신조어 ‘소확행(小確幸)’을 완성

하는 것 중 혼자 혹은 함께 즐기는 맥주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단어는 일본 작가 무라

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철

저한 자기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꾹 참고 격렬하게 운동을 

한 뒤에 마시는 차갑게 얼린 맥주 한 

잔 같은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 中

무라카미 하루키의 맥주 사랑은 유명하다. 

그는 스스로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맥주를 좋아하고 조개를 먹지 않는 보통 남

자’라고 소개했다. 하루키 대부분의 작품에

서 주인공들은 맥주를 마신다. 어떤 맥주 

CF보다 효과 좋은 것이 하루키의 존재다. 

심지어 맥주 회사에서는 그에게 CF 모델을 

제의하기도 했는데, 하루키는 거절했지만 

후에 삿포로 맥주 광고의 카피라이팅을 하

기도 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나 영화 속 많은 이들이 맥주를 마시

지만 그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맥

주’라고 회자되는 장면이 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숨겨진 맥주와 관련된 명장면이다. 

쇼생크 주립 교도소에 있는 팀 로빈스는 악

질 간수의 세금 문제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 내용은 간단하다. “우리에게 

보통 사람처럼 즐길 수 있는 휴식과 맥주 세 

병을 줄 것.” 수감자들은 건물 옥상에 앉아 

간수가 지급한 맥주를 마신다. 또 다른 주인

공 모건 프리먼은 이렇게 말했다. “마치 우

리는 자유인처럼 맥주를 마셨다. 부러울 게 

없었다.”

인류와 함께한 맥주의 역사

값이 싸고 계절과 상관없이 제조할 수 있

으며 알코올 농도가 낮은 맥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주이자 가장 대중적인 술

이다. 인류는 발아한 보리가 달콤한 맛을 

맥주(beer)를 부르는 
다른 나라 언어

독일 : 비어(bier)

포르투갈 :   세르베자
(cerveja)

체코 : 피보(pivo)

이탈리아 : 비르라(birra)

러시아 : 피보(pivo)

덴마크 : 올레트(ollet)

스페인 :   세르비자
(cerve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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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발효가 잘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

았다. 메소포타미아의 농부들은 들판을 경

작하여 대량의 맥주를 빚고 소비했으며, 일

찍부터 맥주를 중요한 교역 상품으로 삼았

다. B.C.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인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점토판에는 맥주 

양조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같은 시기에 이집트에도 맥주가 있었다. 이

집트는 ‘맥주의 고향’으로도 불리는데, 맥

주 마시는 장면이나 맥주를 빚는 장면을 

고대 벽화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집트에

서는 맥주를 소중히 여겨 노동 계약에 포

함시켰으며,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

다. 이집트의 맥주 제조 방법은 로마를 거

쳐 유럽으로 전해졌고, 두줄보리의 주산지

영화 [쇼생크 탈출] 1995

양조장 
맥주 한 잔과 
목숨의 보증서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명예 같은 건 
버려도 괜찮다.
- 셰익스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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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쇼생크 탈출] 1995 6월에 개막하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맥주가 필요하다.

인 독일 및 영국에서 발전·성행했다. 참고로 현재 독일에서는 14세면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명실공히 독일의 ‘국민’ 음료다.

한국에서는 1876년 맥주가 등장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개항 이후, 서울과 

개항지에 일본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맥주들이 유입됐다. 이후 1905년 

일본 기린맥주가 서울에 ‘명치옥(明治屋)’이라는 총판회사를 개설했다. 그리고 

1933년, 최초의 맥주 공장이 들어섰다. 일본 군수품으로 맥주를 공급하기 위

해 대일본맥주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 최초의 맥주 공장인 조선맥주주식회사

를 설립했으며, 그해 12월 소화기린맥주주식회사도 들어왔다. 국내 최초 맥주 

공장은 일본의 자본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1945년 이 두 회사는 해방과 함께 미국 군정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했

다. 1948년 소화기린맥주주식회사는 사명을 동양맥주로, 상표는 OB(Oriental 

Brewery)로 변경했다. 1952년 맥주 공장의 민영화 맥주회사가 모두 민간에게 

불하돼, 조선맥주(현재 하이트진로)와 동양맥주(현재 오비)가 되었다. 

책은 고통을 
주지만 
맥주는 우리를 
즐겁게 한다. 
영원한 것은 
맥주뿐!
- 괴테 -

6362
함께(With), 활기차게 사는 건강한 세상,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  2018 June Vol. 362

산업보건 2018 06_내지 0607.indd   63 2018-06-07   오후 3:5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