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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all the ingredients usedin mandu, the following types were used:, 13 types of grains were used (12.38%), 30 types

of vegetables, fruits, bulbs,and nuts were used (28.57%), 32 types of marine products, birds, meats, fishes, and shellfishes

were used (30.48%), 10 types of functional ingredients were used (9.52%) and. For spices, 20 types of spices were used

(19.05%). 2. Cooking Methods offor Mandu. The mMandu eaten at in the early Joseon era had was primarily made

ofusedbuckwheat that contained boiled tofu or egg uiijuk in the kneaded dough for the most part and while kneading with

buckwheat, the tofu or egg uiijuk has been boiled down to knead the dough, and and starch powder, bean powder, or rice

powder, etc were mixed to make the mandu coating. Buckwheat powder was mixed toadded to the flourwer or was used

by itself, while meat, vegetables, tofu, and shiitake mushroom, etc were also addedincluded. From the 18th century, the host

plant, or cabbage kimchi, were prepared and combined had been sliced to be used as filling together while red pepper

powder was mixed combined withto spices or vinegar soy sauce to be used together. Also, Radishes had beenwere also used

as filling, but shown as not being used fromafter the start of the 1900's. For the shape of mMandu, it was madeinto different

shapes such as as triangle, rectangle, date plum, gwebul, half moon, or pomegranate shapes, and then shapes to be boiled

in simmering water, baked, or cooked as soup in clear broth for soup., In the 17th to 18th century, boilingthen in a steamer

gradually became a cooking style, assumed the style of boiling in a steamer in 17th~18th century while in the 16th

century,the an essay ofn fermenting flour in ‘Food Dimibang’ in 16th century had indicated it was cooked as the style ofby

steaming in a rice steamer. Also, Mandu may have also contained the following: the thin-cut and boiled fish was cut out thin

to put into the filling and boiled down, made by putting in added pine nuts after making bbeef jerky or boiled- down meat,

fish, or shellfish itself to extractsand mold mandu only the ingredients combined withto put on starch powder, and then

boiled down and put on pine nut powder finally, after it or cooled it wasdown to be eaten by dipping in vinegar soy sauce.

In conclusion, many different types of mandu were made during the Joseon era using a variety ofwhile the ones using such

various ingredients. are also one type of mandu.

Key Words : Cooking Method offor Mandu, Maemilmandu, Shugoyui, Milmandu, Sanghwa, Byeonssimandu,

Seokryutang, Pyeonsu, Eomandu

I. 서 론

만두는 우리나라 주식류의 한 종류로 하루 세끼의 식사 중
주로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대용으로 먹기도 하지만 간식으로
혹은 별식으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즐겨 이용되고 있

는 음식이다. 특히 요즈음에는 다양한 소재의 만두가 편의식
인 냉동식품으로 상품화 시판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만두의 종류와 내용은 다양하지 않다.
또한 유통기간이 8~9개월이나 되는 등 저장기간의 장기화
에 따른 미생물과 세균의 오염 등 유통경로와 저장온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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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품질저하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판되고
있다. 중국산 농약만두의 파동은 냉동만두의 위생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초중고교 학교 급식에서도 자주 이용하고 있어 위
생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다양한 만두음식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먹는 즐거움과 함께 건강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두의 유래로는 송나라 고승이라는 사람이 지은 10권으로
엮어진 사물기원(事物記原)에 기록되어진 설을 인용하는데
“제갈량이 남만 왕이 맹획을 정벌하고 돌아 올 때 파도가 거
세 돌아올 수 가 없었다. 남만의 풍속에 의하면 사람을 죽여
그 머리로 제사하면 신이 받아먹고 풍랑을 멎게 한다 하나, 제
갈량은 생각 끝에 밀가루로 만두피를 만들고 돼지고기와 양
고기로 소를 만들어 사람의 머리모양만두를 만들어 제사하니
풍랑이 멎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부터 만두라는 이
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다”(이석호 엮 1991「동국세시
기」). 우리나라 만두의 기원은 고려시대 고려가요인 쌍화점(雙
花店)에 상화(霜花)란 이름으로 시구가 실려 있는 증거로 고
려시대를 전후하여 도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하얀 눈꽃이
핀 것 같은 음식으로 상화를 묘사 한 것 같다(이성우 1999).
만두는 조선시대에 다양한 종류로 이용되었다. 1600년대
문헌「현풍곽씨언간주해」의 기록에서는 만두로 혼사와 잔
치에 각각 사용하였으며「쇄미록」에서는 오휘문이 ‘임란시

절’ 피난살이 하다가 순창을 떠날 때 지인 군수부인이 만두를
싸주어 고맙게 잘 먹었다는 기록으로 전쟁 시 식사대용으로
이용한듯하다. 또「동국세시기」에서는 4월 유두에 화전을
지지고 생선을 넓고 두껍게 잘라 육소를 싼 것을 어만두라 하
는데 이것을 초장에 찍어먹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고문헌
「음식디미방」과「시의전서」「열양세시기」의 문헌에서 오
이와 고기 표고 등을 넣어 절식음식인 여름간식으로 슈교의
를 만들어 먹었던 기록이 분석결과 나타났다. 또 만두는 치료
와 보양음식으로도 사용되었는데「식료 찬요」와「동의보
감」의 문헌에 황자계만두를 밀가루만두피에 늙은 닭과 총백
(파의 흰 부분)을 소로 넣어 빚은 후 삶아 기운이 소진되어 몸
이 저린 증상이 있을 때 조리해 먹는다 하여 식이요법음식으
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만두를 우리 조상들은
절식음식으로 의례음식으로 이용하였으며 혹은 보양음식으
로 이용하여 음식이 단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질병의 치료와 수명연장을 넘어 일상생활중의 한 일부분으로
즐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만두에 대한 문헌고찰(Kim 등 1999)과, 만두에 대한 메밀만
두피의 관능적 실험(Lee 2002)이 있었다. 또 쌀가루를 첨가한
만두피의 품질특성(Lee 2003)의 연구와, 해물만두에 대한 김
치의 저장효과(Heo 2002)의 연구, 볶은 콩가루를 첨가를 달
리한 만두피의 특성연구(Pyun 등 2001)가 있었으며, 건강 기
능성 우렁이 만두의 마켓(Chang & Hwang 2006)이 있었다.

또 냉동식품의 저장성과 품질에 유통온도가 미치는 영향(Cho
2001)이 있었으며 냉동식품의 안전성 실태(소비자 안정국 식
의약안전팀 2001) 등이 냉동만두의 유통경로에 대한 실태와
현황 등을 조사 연구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만
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는 조선시대 만
두에 대한 조리방법과 시대별 사용된 식품재료, 조리도구 등
을 분석하여 만두에 대한 학문적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산
업현장에서 유용한 메뉴개발로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고 각
가정에서는 다양한 전통음식을 즐겨 조리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이 되길 바라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연구대상 고조 리서와 조선시대 만두의 종류

연구대상 고조 리서와 조선시대 만두의 종류로는 <Table 1>
과 같다. 

1) 문헌연구
분석한 문헌은 다음과 같으며 만두의 종류와 조리방법에
대한 부분만 발췌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문헌 중 정확하게 말
하면 조선시대는 1897년까지이며 그 이후13년간은 국치(國
恥1910년)까지 대한제국이 설립된 시기이다. 1910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는 일제가 침략하여 강점하고 있던 일제하
의시기이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과 편의상 해방 전까지를 조
선시대로 보고 그 이전에 발간된 문헌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산가요록(1450), 식료 찬요(1460), 용재총화(1500), 미암일
기(1567~1577), 쇄미록(1591~1599), 동의보감(1611), 도문대
작(1611), 음식디미방(1670), 요록(1600), 술만드는법(1700),
음식보(1790), 증보산림경제(1766), 원행을묘정리의궤(1795),
규합총서(1815), 술방문(고대규합총서), 렬양세시기(1819),
임원십육지(1840),  동국세시기(1849), 윤씨음식법(1854), 정
일당잡식(1856), 음식방문(1860), 연대규곤요람(1800말), 술
빛는법(1800년 말), 시의전서(1890), 만가필비 조선요리제법
(1917),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1920), 간편요리제법(1934), 신
영양요리법(1934), 조선요리법(1938), 주부의동무조선요리제
법(1940).

2) 만두의 종류
고조리서와 문헌에서 발췌한 만두의 종류로는 수규의, 어
만두, 꿩만두, 대만두, 황자계만두, 메밀만두, 석류탕, 목멘만
두, 토란만두, 변씨만두, 점전편, 쇼범벅, 교의상화, 골만두, 채
만두, 어육만두, 복만두, 기교병, 기면병, 편수, 멥쌀떡만두, 김
치만두, 준시만두, 호두만두, 전복만두, 건치만두, 제육만두,
난만두, 생합만두, 굴만두, 유행만두, 보쌈만두, 지진만두 감
자만두, 두부만두, 숭채만두, 치만두, 평좌대만두, 박만두, 어
포자, 압두자, 잡함두자, 해황두자, 산해두, 조만두, 하련두자,
연방어포, 녹하포차 등 약49종류가 분석되었다(Bo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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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1) 조선시대 고조 리서와 고문헌속 만두에 사용된 식품재료
와 조리방법, 조리도구와 조리 용어 등을 분석하였다.

2) 분석 만두피의 주재료에 따라서 만두피재료, 만두소, 조
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만두피의 품질특성과 기능성만두에 대한 실험과 관능평
가 등의 연구를 기존 분석문헌의 내용에 참고자료로 설명하
였다.

4) 분석 문헌 중 고조리서를 음식으로 재현한 역서를 참고
하여 설명하였다.

5) 냉동만두에 대한 유통경로와 품질 특성 등의 연구 자료
등 현황을 살펴보았다.

6) 시판만두제품의 유통기한과 재료특성, 영양성분표시 등
여러 회사의 만두를 구입하여 조사하였다.

III.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 조선시대 만두류에 사용된 식품재료의 종류와 비율

1) 조선시대 만두류에 사용된 식품재료
조선시대 주식 조리법중 만두에 사용된 식품재료의 종류로

는 <Table 2>와 같으며 식품재료별 사용비율은 <Fig. 1>과 같
다. 1500년대 만두피 주재료로는 밀가루와 메밀이 주로 사용
되었고 찹쌀가루나 녹말가루 콩가루 등은 부재료로 사용되었
으며 만두소 재료로 육류는 닭, 소고기, 꿩, 생선살 등이 사용
되었다. 양념으로는 귤피나, 산초, 총백, 간장, 생강 등이 사용
되었으며 마늘은 사용되지 않았다. 1600년대에는 메밀, 녹두,
보리, 쌀, 밀가루 생선류 등이 다양하게 만두피의 재료로 사
용되었고 만두소의 재료로는 무와 미나리, 표고, 석이, 송이,
오이 등 채소류가 사용되었다. 육류로는 꿩, 닭, 쇠고기 전복
등을 사용하였으며 매운 양념으로는 천초가 사용되었고 귤피
를 사용하였으며 파, 기름, 간장, 생강즙, 기름, 후추 등을 사
용하였으나 마늘은 사용하지 않았다. 1700년대는 사용된 식
품재료가 1600년대와 유사하였으나 박을 사용한 것과 숙저
육, 숙육 등 재료를 미리 익혀 사용하였다. 1800년대에는 모
든 조리법이 다양화되었고 재료의 사용도 다양화 되었다. 숙
주나물을 만두에 사용하였고 고춧가루도 사용되었으며 마늘
도 사용하였고, 배추김치를 사용한 것이 시대적인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만두피의 발효를 위해 효모를 사용하였다. 또
한 동화, 국화잎, 고사리, 느타리, 죽순 등도 만두소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생선류로는 숭어, 도미, 농어 등을 어만두피로 사

 <Table1> 연구대상 고조리서와 만두의 종류(1400~1900)

 연대 문헌 저자  만두의 종류

1400~1500년대

산가요록(1450) 전순의 수규아, 어만두
식료 찬요(1460) 전순의 만두, 꿩만두
용재총화(1500) 성현 대만두, 만두
미암일기(1567~1577) 유희춘 만두
쇄미록(1591~1599) 오휘문 만두

1600년대

동의보감(1611) 허준 치만두, 황자계만두
도문대작(1611) 허균 대만두
음식디미방(1670) 장씨부인 메밀만두, 슈교의, 석류탕, 만두, 어만두
요록(1600) 찬자미상 목멘만두, 슈교아, 토란만두

1700년대

술만드는법(1700) 찬자미상 변씨만두, 석류탕
증보산림경제(1766) 유중림 어만두
음식보(1790) 찬자미상 점전편, 쇼범벅, 교의상화
원행을묘정리의궤(1795) 찬자미상 골만두, 채만두, 어육만두, 생치만두, 생복만두

1800년대

규합총서(1815) 빙허각이씨 변씨만두
술방문(고대규합총서) 빙허각이씨 변씨만두
열앙세시기(1819) 김매순 기교병, 기면병, 슈교의

임원십육지(1840) 서유구
숭채만두,변씨만두,치만두,어만두,평좌대만두,박만두,어포자,압두
자,잡함두자,해황두자,산해두,황작만두,조만두,하련두자,연방어포,
녹하포차

동국세시기(1849) 홍석모 편수, 만두, 멥쌀떡만두, 김치만두, 꿩고기만두, 변씨만두
윤씨음식법(1854) 찬자미상 슈규아, 준시만두, 호두만두, 어만두, 전복만두, 건치만두, 제육만두
정일당잡식(1856) 찬자미상 난만두, 석류탕
음식방문(1860) 찬자미상 생합만두, 어만두, 굴만두
연대규곤요람(1800말) 찬자미상 만두
술빛는법(1800년말) 찬자미상 변씨만두, 석류탕, 슈교의
시의전서(1890) 찬자미상 만두, 어만두, 밀만두, 슈교의

1900년대

만가필비조선요리제법(1917) 방신영 만두, 어만두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1920) 이용기 유행만두,배추만두,어만두,보쌈만두,지진만두 감자만두, 편수
간편요리제법(1934) 이석만 만두, 밀국수, 어만두
신영양요리법(1934) 이석만 밀만두, 메밀만두, 편수, 어만두
조선요리법(1938) 조자호 만두, 편수, 어만두, 두부만두
주부의동무조선요리제법(1940) 방신영 밀만두, 어만두, 모밀만두,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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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고, 굴, 제육, 생합, 전복 등도 만두피로 사용하는 등 음
식문화가 꽃피웠던 시대답게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조리법으
로 조리되었다. 1900년대에서는 식품재료도 더욱더 다양하
게 사용되었다. 만두피의 재료는 메밀가루, 밀가루, 콩가루,
쌀가루, 녹두가루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거나 섞어서 반죽하
였는데 의이죽을 쑤거나 계란 두부 등을 넣어 반죽의 점성과
영양의 효과를 주었다. 소의재료도 배추김치, 두부, 숙주, 미
나리, 표고 등은 기본적인 재료이었으며 육류는 고기, 닭, 꿩
등과 영계, 오리, 참새 등 다양하게 사용 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만두를 부풀리기 위해 상화에 누룩이나 효모를 사용하였
고 일정시간 방치하여 숙성 시키는 등 시대적인 조리법의 변
화를 알 수 있었다.

만두에 사용된 전체식품 재료 비율 중 곡류는 13종류로
12,38% 사용되었고 채소, 과일, 구근류, 견과류는 30종류로
28.57% 사용되었다. 수산물, 조류, 육류, 어패류의 사용은 32
종류로 30.48%가 사용되었고, 기능성재료는 10종류로 9.52%
사용되었다 양념류로는 20종류 사용되어 19.05%를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조선시대 만두소에 사용된 식품재료의 특징
(1) 육류
① 쇠고기
소는 성질이 편하고 따뜻하며 맛은 달다. 그러나 약간의 독
이 있다. 비위를 기르고 토설을 그치게 한다. 소갈을 치료하
고 수종을 없앤다. 사람의 근골을 강하게 하고 허리와 다리를
보익한다(본초) (최창록 엮 2003a). 분석결과 만두조리법에 쇠
고기의 사용은 거의 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쇠고기는 저절로
죽은 것을 먹으면 피부가 헐어버린다고 하였다.

② 돼지고기
성질이 차고 냉하다 맛이 쓰며 독이 조금 있다. 해열(解熱)
한다 또한 열로 혈맥이 막히고 근골이 약하고 허한 증세를 치
료한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사람의 기육을 허하게 하고 약효
를 죽이며 풍을 동하게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식하면 좋지
않다(최창록 엮 2003b)라 하였다. 문헌의 고찰 결과 전체의 문
헌에서 다 사용 했다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Table 2> 만두류에 사용된 식품재료의 종류와 비율

문헌
식품재료　분류

곡류 채소, 과일, 구근류, 견과류 수산물, 조류, 육류, 어패류 　재료 양념류

1500년대 밀가루, 메밀가루,
찹쌀가루, 녹말가루

꿩, 닭, 생선살, 고기 귤피, 산초 파, 간장, 총백, 식초, 간장

1600년대 메밀가루, 녹두가루,
보리가루,  쌀가루, 
밀기울

무, 미나리, 두부, 표고,
석이, 송이, 오이, 박,
참버섯 

꿩, 닭, 고기, 황육, 전복,
숭어, 닭, 생선

천초, 귤피 파, 기름, 간장, 후추, 가루, 
잣가루, 생강즙, 간장기름, 
기름, 간장, 파

1700년대 밀가루,  메밀가루,
 녹두가루

무, 미나리, 표고, 석이,
오이, 박, 깨국, 두부

꿩, 닭, 황육, 생 제육, 숙육, 
숙저육, 묵은닭

저각 기름, 간장, 백자, 초장,
참기름, 소금, 생강, 파, 잣, 
후춧가루

1800년대 녹말, 메밀가루,
진말

배추김치, 미나리, 숙주,
무, 두부, 배추김치, 표고, 
석이, 동화, 오이, 느타리, 
고추， 연시, 국화잎, 버섯, 
표고, 은행, 호두, 죽순, 고
사리, 오이, 늙은오이,
행인, 술지개미, 연꽃

계란, 쇠고기, 꿩고기, 돼지
고기, 닭, 영계, 달걀, 늙은
닭, 전복, 문어, 농어, 숭어, 
양, 천엽, 민어, 숭어, 도미, 
굴, 생합, 잉어, 양위, 양페, 
게, 오리알, 늙은닭, 양, 양
허, 참새, 제육안심, 대하, 
전복, 도미

귤피, 천초,
즐나무회향, 
균훈, 연육,
계두육

파, 기름, 후추, 고명, 파,
생강, 마늘, 기름, 잣, 생강, 
초장, 잣가루, 초장, 고춧가
루, 간장, 깨소금, 꿀, 세료
물, 술, 면장, 고추, 지단

1900년대 백면, 밀가루, 쌀가루, 
편율분보리가루,
옥수수가루

배추, 두부,  숙주, 미나리, 
고기, 두부, 배추김치, 배추
통김치, 무, 감자가루,
오이, 고, 석이, 누런오이, 
미역, 팥소, 감자, 호배추, 
토란, 토장가루, 김치, 무, 
감자가루

고기, 닭, 제육, 꿩고기, 계
란, 정육, 쇠고기, 영계, 고
기, 오리, 참새, 메추리, 곰
국, 준치, 민어, 숭어, 도미, 
새우젓국, 애오이, 준치

베이킹 파우더 후춧가루, 잣가루, 파,
기름, 깨소금, 고명, 실백, 
마늘, 참기름, 간장, 설탕, 
고춧가루, 잣가루, 파,
실백, 참기름, 후춧가루,
설탕, 깨소금, 파, 간장,
기름, 초

갯수 13개 30개 32개 10개 20개 05
% 12.38% 28.57% 30.47% 9.52% 19.04% 00

<Figure 1> 만두에 사용된 식품재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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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즉 절식음식인 슈규아 에서는 ‘열양세세기’에서만 돼
지고기를 사용하였고 그 외 문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러나 변씨만두에서는 고대규합총서에서만 사용하지 않았고
그 외 문헌은 다 사용하였으며 석류탕 조리법은 쇠고기와 함
께 돼지고기를 어떤 문헌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다. 편수조리
법에서는 시의전서에서만 돼지고기를 사용하였고 그외 문헌
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닭고기
성질이 편하고 맛이 달거나 혹은 짜다 소갈과 소변이 잦은
것과 장벽과 설리를 주치한다. 또한 골수를 더하고 양기를 도
우며 소장을 따뜻하게 한다(최창록 엮 2003c).

④ 꿩고기
꿩의 식용 기원은 신석기시대 이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 증거로 함경도 평안도 등의 추운지역에서 발견된 지탑이
유적에서 꿩이나 야생 닭의 뼈가 발견된 증거이다(강인희
1979). 꿩고기의사용은 분석 문헌중 조선초기인 산가요록 등
초기부터 1900년대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
재에도 꿩고기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꿩은
닭목 꿩과이며 수는 약 50종이다. 크기는 전체길이 수컷 80 cm,
암컷 60 cm이며 알을 낳는다. 서식장소로는 구릉 산간 초지 숲
에 많이 서식하며 한국·중국(동부)일본 칠레(북동부) 등에 분
포되어있다. 수컷과 암컷의 몸 빛깔이 아주 다른데, 흔히 빛깔
이 고운 수컷을 장끼, 빛깔이 곱지 않은 암컷은 까투리라고 부
른다. 꿩의 한의학적 성질로는 성질이 미한하고 혹은 따뜻하
며 맛은 시며 철에 따라서 독이 생긴다(3월부터~8월까지). 그
러나 꿩은 속을 보호하고 기를 더하며 설사를 그치게 하며 부
스럼을 없앤다. 꿩은 식품으로 귀한 재료이지만 독이 있어 철
에 따라서 혹은 상식(매일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 9월에서 12
월까지는 먹으면 몸을 조금 보호하나 그 외의 달에 꿩을 먹으
면 치질(5치傲侈)과 부스럼 과 옴 이 발생한다(본초)(최창록 엮
2003d)라 수록되어있었다. 만두에 대한 문헌고찰결과 꿩의 사
용은 전체만두조리법에 거의 다 사용되었는데 단지 여름에 보
양음식과 절식음식으로 먹었던 ‘슈규아’에는 어떤 문헌에서도
꿩을 사용하지 않았다. ‘편수’도 여름음식으로 많이 이용되었
는데 시의전서에서만 꿩을 사용하였고 그 외 문헌에서는 사용
하지 않았다. 열 양세시기에 ‘변씨만두’는 여름 절식음식으로
많이 이용되었는데 변씨만두에서도 꿩은 사용되지 않았다. 또
한 상화에서도 꿩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담백하게 주안상 등에 올릴 수 있는 석류탕 등에는 꿩고기와
닭고기만이 사용되었다(최창록엮 2003e).

⑤ 참새
성질이 따뜻하며 오장을 보호하고 부족한 기를 지속시켜주
며 양기를 긴장케 하고 기를 더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한다(최창록 엮 2003f).

(2) 채소류
① 오이
조선시대 고조 리서 음식에 오이 사용이 종종 보이지만 만
두조리법에서는 음식디미방에 여름보양음식으로 조리한 슈
규의 에서 오이를 사용하였다. 오이는 오랑케나라에서 도입
되었다하여 호과(胡瓜)라 하였는데 후에 노랗게 익는다 하여
황과(黃瓜)라고 불리게 되었다 한다(김종덕 2006a). 한의학에
서 오이의 성질은 차갑고 맛은 달며 독이 없지만 많이 먹으면
한열이 동하고 학질을 많이 앓는다(최창록 2003g). 하지만 오
이는 알칼리 식품이면서 채내 노폐물을 빼내는 작용이 있으
며 목 부위가 부어 열이 나는 사람에게 좋고 차가운 성질을
이용하여 오이 마사지를 하여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주독을 풀어주며 종기를 내리게 하기도 한다(김종
덕 2006 b). 오이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더운 여름날 몸
에 더운 기운을 식히고 보양을 위해 슈규의를 조리해 먹은 듯
하다.

② 표고
표고의 한의학적 성질은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정신을 좋
아지게 한다. 또한 위를 열며 토함을 멎게 하고 설사를 그치
게 하며 매우 향기 있고 맛이 좋다. 버섯의 자외선조사와 조
리조건에 따른 VitD2와 VitB2의 함량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표고버섯의 경우 생 표고 보다는 햇빛에 말리거나 자
외선 조사하여 건조한 표고에서 에르고스테롤(VitD2)함량이
높았으며 조리시 끓여도 표고나 양송이 등에서 에르고스테롤
(VitD2)의 함량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VitB2는 수용성으로 5분 끓인 경우 VitB2의 잔존량이 70% 정
도이고 20분 정도 끓인 경우 40% 정도였다고 한다(Park 등
2001). 또 표고에는 특히 여성부인과 질환인 종양에 해당하는
항암성분이 있지만 열에 민감하여 끓여먹을시 종양감소효과
가 없음을 연구하였으며 표고를 우려내 경구 투여 후 항암인
자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지만 표고우린
용액을 종양인자부위에 직접 주사한 결과 종양이 억제되었다
고 하였다(Park 등 2004). 표고는 분석문헌 전체 만두 조리시
거의 다 사용했을 정도로 표고 등 버섯류를 많이 사용하였다.

(3) 곡류
① 메밀
메밀의 원산지는 동부 아시아의 북부 및 중앙아시아로 추
정이 되고 있으며 서식장소로는 서늘하고 알맞게 비가 내리
는 지역에서 잘 자란다. 메밀은 건조한 땅에서도 싹이 잘 트
고 생육기간이 60~100일로 짧으며 불량환경에 적응하는 힘
이 특히 강하다. 종자의 열매는 메밀쌀을 만들어 밥을 지어 먹
기도 하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B1, B2, 니코틴산, 섬
유소 함량이 높고 메밀속의 루틴(rutin)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
충제나 혈압강하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제한아미노산인
리신이 풍부하여 곡류에 부족한 리신단백질을 메밀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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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메밀의 항산화성 연구(박평심 등 1991)와 항 당
뇨와 혈압강하작용이 존재함을 연구한 홍남두 등(1987)의 연
구처럼 메밀은 우리에게 유용한 식품재료이다. 메밀을 교맥
(蕎麥)이라고 하는데 한의학적 성질은 편하고 차거 우며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장위를 실하게 하고 기력을 돋운다. 그러나 메
밀은 많이 먹으면 모든 병을 동(動)하게도 하지만 또한 반대
로 오장의 찌꺼기를 정련시키고 정신(精神)을 지속(續)시키는
유용한 식품이다. 오래먹으면 풍이 동하여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합해서 먹으면 풍라가 된다(본초).
그러나 메밀가루를 먹으면 모든 창(瘡)인 부스럼 등이 발기하
는데 끓여서 먹으면 좋다(최창록 엮 2003h).

2. 조선시대 만두류에 사용된 조리 용어와 만두모양, 조리도

구, 조리방법의 변천 

1) 만두조리에 사용된 조리용어
만두에 사용된 조리 용어는 다지다， 섞다， 넓고 얇게 포
뜨다, 의이 죽 같이 풀쑤다, 개암 낱만큼 떼어빚다, 다지다, 놋
그릇으로찍다, 빚다, 채치다, 싸다, 눅눅하게 개다, 얇게 빚다,
타조알 만치 밀다, 사각으로 빚다, 소넣다, 어리다, 얇게빚다,
풀쑤듯반죽하다, 네모지게자른다, 채로치다, 조롬조롬쥐어만
들다, 가장자리 돌려 담다, 짠다, 다지다, 귀나게 썰다, 저미
다, 버들잎 모양 썰다, 싸다, 채썰다, 오무리다, 사각, 네모,  오
므리다, 다지다, 빚다, 짜다, 송송 잘게 썰다, 곱게다지다, 끓
는 물에 빨아 가루에 넣고 반죽하다, 밤알만큼 빚다, 새모양
빚다, 얇게 밀다, 실같이 썰다, 가늘게 찢다, 질척하게반죽하
다, 골패짝만큼썰다, 반대기를만든다. 무한얇게밀다, 살찌게
빚다, 채치다, 익이다, 난도하다, 대추만큼 뭉치다,  주무르다,
완자 재료 만들다, 가위로 도리다, 여러 가지 뿔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2) 만두모양
만두의 모양으로는 고욤, 석류모양, 사각, 괴불, 세모, 상화,
대추, 송편, 여러 가지 뿔, 주악, 붕어, 조개, 반달, 연꽃, 연꽃
씨방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수록되어 있었다.

3) 조리방법
만두의 조리방법으로는 삶다, 굽다, 찌다, 끓이다, 볶다, 말
아 부치다, 중탕하다, 팔팔 끓이다, 슬쩍 볶다, 튀기다, 지지
다, 끓이다. 물에 삶다 등의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였다. 

4) 계량단위
만두를 만들 때 사용된 개량단위로는, 숟가락, 개, 조금, 사
발, 조각, 체, 종자, 보시기, 근, 되, 홉, 산승너비, 되, 마리, 통,
조금, 홉, 쪽, 숟가락, 사발, 종자, 곱보, 뿌리, 냥, 국자, 양푼,
합, 대접 등으로 현대의 개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절에 조
리도구가 유일한 계량단위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5) 조리도구
시루, 솥, 새옹, 딤섬, 국자, 모시, 비단, 놋그릇, 소반, 양푼,
어레미, 철, 솥뚜껑, 합, 상, 겹채, 홍두깨, 항, 꼬챙이, 마치, 찬
합, 접시, 대나무딤섬, 메, 보, 체, 시루, 접시, 상, 숟가락, 주걱,
맷돌, 헝겊, 방망이, 젓가락, 소반, 목판, 담쟁이잎, 대접

3. 조선시대 재료별 만두의 조리방법

1) 만두피를 곡류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만두 조리방법
(1) 메밀만두
① 만두피
메밀가루를 이용한 만두피조리에서「음식디미방」의 만
두는 끈기가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의이죽을 쑤어 만두피
를 반죽 하였다. 음식으로 재현한 음식디미방에서도 메밀풀
을 쑤었으며 송편모양으로 만들었다(한복려 등 엮a 1999).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생치만두는 두부를 넣어 끊기를 주
었다. 그러나「시의전서」의 메밀만두는 익반죽을 하였는데
생반죽 시에는 연한 두부를 넣어라 하였다.「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의 유행만두도 메밀가루에 두부를 넣어 반죽하였
고「만가필비 조선요리제법」과 「간편조선요리제법」에
서는 메밀가루에 두부를 넣어 반죽하거나 계란을 넣었으며
「신영양요리법」과「주부의동무 조선요리제법」에서도 만
두피에 계란과 편율분가루를 섞어서 반죽하였는데 계란이 없

<Table 3> 만두류 조리에 사용된 조리방법용어와 모양 개량단위 조리도구

재료　처리 모양 조리법 개량단위 조리도구

다지다, 섞다, 넓고얇게포뜨다, 의이죽같이 풀쑤다, 고욤낱만큼  
떼어빚다,다지다,놋그릇으로찍다,빚다, 채치다, 싸다, 눅눅하게
개다, 얇게빚다, 타조알만치밀다, 사각으로빚다, 소넣다, 어리
다, 얇게빚다, 풀쑤듯반죽하다, 네모지게자른다, 채로치다, 조
롬조롬쥐어 만든다, 가장자리돌려담다, 짠다, 다지다, 귀나게 
썰다저미다, 버들잎모양썰다, 싸다, 채썰다, 오무리다, 사각,  네
모, 오므리다, 다지다, 빚다, 짜다, 송송잘게썰다, 곱게다지다, 
끓는물에빨아가루에넣고반죽하다, 밤알만큼빚다, 새모양빚다, 
얇게밀다, 실같이썰다, 잘게찢다, 질척하게반죽하다, 골패짝만
큼썰다, 반대기를만든다, 무한얇게밀다, 살찌게빚다, 채치다, 
익이다, 난도하다, 대추만큼뭉치다, 주무르다, 완자재료만들다, 
가위로도리다, 여러가지뿔

고욤 석류 모양,
사각, 괴불 세모,
상화, 대추, 송편, 
여러가지뿔 주악,  
붕어,  조개,  반달,
연꽃, 연꽃씨방

삶다, 굽다, 찌다, 
끓이다, 볶다, 말아
부치다, 중탕하다, 
팔팔끓이다,  슬쩍
볶다,  고다,  튀기
다, 지지다, 끓이다, 
물에삶다

홉, 숟가락, 개, 조
금, 사발, 조각, 채, 
종자, 보시기, 근,  
되, 홉, 산승너비,  
한되,  대접반가량,  
마리, 통, 개, 조금,  
쪽, 개, 홉, 쪽, 종지,  
숟가락, 사발, 체, 
조각, 보시기, 종자, 
곱보, 뿌리, 되, 방
울,  냥중

국자, 모시, 비단,  
놋그릇, 소반, 양푼, 
어레미, 철, 솥뚜껑, 
합, 상, 겹채, 홍두
깨, 항, 꼬챙이, 마
치, 찬합, 접시, 대
나무딤섬, 메, 보, 
체, 시루, 접시, 상，
숟가락, 주걱, 맷돌, 
헝겊, 방망이, 젓가
락, 소반, 목판, 담
쟁이잎,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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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편율 분(녹두가루)로 미음을 쑤어 반죽하면 좋다고 하였
다. 그러나「요록」의 목맥(木麥)만두와「원행을묘정리의
궤」의 채만두,「임원십육지」와「동국세시기」에서는 메
밀가루에 물만 넣고 만두피를 반죽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는「산가요록」의 소정은 메밀가루에 밀가루를 섞어 싱거운
소금물로 반죽하였고,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침채 만두는
메밀가루에 멥쌀가루를 섞어 물로 반죽하였다. 메밀은 밀가
루처럼 반죽이 형성되는 글루텐이 부족하다 그러한 보완을
위해 메밀만두에 계란과 두부를 첨가하여 반죽하였는데 계란
은 점성과 단백질의 응고성으로 메밀반죽의 형태를 고정시키
며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적인 효과가 있고 두부는 대두
특유의 맛과 탄력을 주어 맛을 증진시키고 부드러움을 준다.

메밀만두피에 대한 실험연구에서 메밀로 의이죽을 쑤어
60~55 g 첨가하여 7.5% 농도로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두피
를 만들어 관능 실험한 결과 모든 면에서 높게 나타났다(Lee
2002).

② 메밀만두 소의 내용과 조리방법
「음식디미방」메밀만두소로는 무, 생치, 표고, 송이, 백자,
후추, 천초, 석이 등을 넣어 고욤모양으로 만들어 새옹에 삶
았다.「요록」의 목맥 만두는 고기를 다져 넣어 기름 발라 구
웠다.「산가요록」의 소정도 고기소를 넣어 가장자리는 잘
라내고 기름에 지진 만두이다. 음식으로 재현한 산가요록 에
서는 종다래기 모양으로 떡을 만들어 소를 넣고 밀풀로 부쳐

<Table 4> 만두피를 곡류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만두조리방법 

만두 명 만두피 만두속 조리방법 문헌

소정(塑丁) 메밀가루, 밀가루, 소금물 고기 다지다 고기다져 볶아 골무떡으로 소 넣어 지진다 산가요록

만두 메밀가루 죽쑤어 반죽 무, 생치, 표고, 송이, 잣, 후추, 천초, 석이 재료 채쳐 볶아 고욤모양 새옹에 삶다 음식디미방

목맥만두 메밀가루반죽 고기 속넣어 만두 빚어 기름 발라 굽다. 요록

침채만두 메밀가루, 멥쌀가루, 물 송침채, 꿩, 소고기, 돼지고기, 두부, 잣, 참
기름, 간장 재료 다져 소넣어 물만두로 조리하다

원행을묘
정리의궤채만두 메밀가루로 반죽 꿩, 소고기, 미나리, 

후추, 기름, 파, 생강 메밀가루 반죽하여 만두 빚어 삶다

생치만두 메밀가루에 두부넣다 꿩, 닭, 제육, 두부, 잣, 참기름 메밀로 만두 빚어 삶다

숭채만두 메밀가루 물로 반죽. 김치, 두부, 고기, 기름 천초 재료 다져 볶고 으깨 송편 모양 육수에 끓
이다 임원십육지

만두 메밀가루 물로 반죽 채소, 파, 닭, 돼지, 소고기, 두부 재료 다지고 두부 으깨 세모 만두 빚어 장
국에 익히다 동국세시기

만두
메밀가루에 두부 넣고 찬물
로 반죽

쇠고기, 꿩, 돼지고기, 닭, 미나리, 숙주, 무, 
배추김치 파, 생강, 마늘, 고춧가루, 깨소
금, 기름 

재료 다져 기름에 볶아 만두 빛어 육수에 
삶다. 시의전서 

메밀만두
메밀가루에 계란
넣어 반죽

깨소금, 후추, 숙주, 표고, 두부, 실백, 김치, 
소금, 우육, 기름, 소 넣어 만두빚어 탕 끓이다. 신영양

요리법

만두 메밀가루, 밀가루, 국수 쇠고기, 생치, 배추, 무, 파, 숙주, 두부,잣,
마늘,미나리,참기름,간장,고춧가루,설탕 재료 채쳐 볶아 만두 빚어 육수에 삶다 조선요리법

만두 메밀가루에 두부 넣고 반죽 배추, 숙주, 미나리 고기, 꿩, 두부 재료 볶아 육수에 만두 삶다 (만가필비)
조선요리제법

만두 메밀가루, 두부, 계란, 배추김치, 숙주, 고기,꿩, 미나리 소 넣어 송편모양으로 육수에 삶다 간편조선
요리제법

유행만두 메밀가루, 두부 닭,꿩,오리,날제육,참새,메추리,곰국 만두 빚어 곰국에 잠깐 삶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메밀만두 메밀가루에 계란 넣고 반죽 깨소금, 후추, 숙주, 표고, 두부 실백,
김치, 소금, 간장, 파, 우육, 기름 반죽하여 소 넣어 만두국 끓이다 (주부의 동무)

조선요리제법

수고아
(水羔兒)

메밀가루,
밀가루, 소금물 고기, 간장, 식초, 생강 고기다져 소 넣고 고욤 모양 빚어 삶다. 산가요록

수고아
(水羔兒) 밀가루, 메밀가루 쇠고기, 양념, 기름, 생강, 식초 재료 볶아 둥글게 빚어 장국에 넣다 요록

슈규의 밀가루, 냉수 표고, 석이, 오이, 백자, 후춧가루, 초, 채소 채썰어 볶아 반달모양 만들어 푹 삶다. 음식디미방
슈규아 밀가루, 냉수 닭, 표고, 석이, 잣 오이, 소고기, 후추, 소 다져 볶아 만두 빚어 솥뚜껑 열고 삶다 윤씨음식법

수고아 밀가루, 메밀가루물 오이,박, 황육, 닭,잣 소 다져 넣고 반달모양 조름조름 만들어 
삶다 술만드는법

슈교의 밀가루, 물 오이, 쇠고기, 표고, 느타리, 석이, 고추, 달
걀

반죽 얇게 밀어 재료 체쳐 볶아 넣고 괴불
처럼 조름조름 만들어 감잎 깔고 찌다 시의전서

(수각아)
(水角兒) 밀가루, 물 늙은 오이,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기

름, 간장 재료 볶아 만두 빚어 푹찌다. 열양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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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에 지졌다(한복려 엮a 2007).「원행을묘정리의궤」의 침
채 만두는 송침채와, 꿩, 소고기, 돼지고기, 두부, 잣, 참기름,
간장 등을 사용하여 두부를 으깨 넣고 솔잎을 넣은 것이 특징
인데 물만두로 조리하였다. 또 채 만두도 소고기 다지고 미나
리도 삶아 썰어 후추와 파, 생강 등을 다져넣고 함께 버무려

만두를 빚은 후 참기름을 넣고 삶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생치
만두소로는 꿩, 묵은닭, 숙저육, 잣 등을 넣고 빚어 장국물에
끓이다 참기름 등을 넣은 것으로 조리방법은 없었으나 다른
문헌과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임원십육지」의 숭채만두
는 배추만두를 뜻하는데 만두소로 배추김치를 사용하였고 닭

<Table 4> Continued

만두 명 만두피 만두속 조리방법 문헌

만두 밀가루 만두소 만두 굽다. 용재총화

만두 녹말풀에 녹말가루 배추김치, 고기, 얇게 밀어 재료 다져 송편모양 장국에삶다. 연대
규곤요람

멥쌀떡만두 멥쌀가루 고기, 파 만두 빚어 찌다 동국세시기

荷蓮 子

(하련두자)
밀가루,
 찬물

양고기, 쌀밥, 참기름 파, 육즙, 진피 생강, 천
초가루, 연자육 계두육, 잣, 호두, 양매 유병, 
버섯, 목이

반죽을 연꽃 모양으로 잔속에 편후 소를 넣고 
찜기에 쪄 깨즙과 락을 뿌린다.

임원
십육지

박만두 
(薄饅頭)

밀가루, 콩가루,
끓인물

만두소 만든다 익반죽 후 냉수에 담갔다 콩가루 섞어 소넣고 
만두 빚어 찜통에 센불로 쪄낸다 임원십육지

밀만두

밀가루, 물 
밀가루, 기름, 우육, 깨소금, 숙주, 후추,
두부, 표고, 김치채친것, 실백, 간장, 파, 물, 
소금

재료 채쳐 삶아 볶아 간하여 반죽을 둥글게 떠 
소넣고 삼각뿔로 만두빚어 장국에 끓인다 신영양요리법

밀가루
밀가루, 기름, 우육, 깨소금, 숙주, 후추, 두
부, 표고, 김치, 실백, 간장, 파, 물, 소금

반죽에 소 볶아 넣고 삼각모양 떡점과 함께 탕
으로 끓인다.

(주부의동무)
조선요리제법

보만두

밀가루
고기, 야채, 깨소금, 숙주, 후추, 두부, 표고, 
김치, 실백, 간장, 파, 물, 소금

큰 보자기 만두피에 붕어, 조개만두 등 넣어 장
국에 끓인다.

(주부의동무)
조선요리제법

밀가루, 물
밀가루, 감자가루, 두부, 배추, 쇠고기, 물, 맑
은장국, 기름, 후춧가루, 간장, 파, 소금, 깨소
금, 설탕, 실백, 초

보자기 만두피 만들어 작은 만두 소넣고 만들
어 한데 넣어 지거나 탕으로 한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교의상화 밀가루, 냉수 생치, 생강, 기름, 마늘, 초장, 소 넣고 잣 넣어 만두 빚어 찌다 음식보

쇼범벅 밀가루, 물 고기, 두부, 기름 소 넣어 만두 빚어 반죽에 기름 발라
숯불에 석쇠 놓고 굽다 음식보

배추만두 밀가루, 냉수 김치줄거리, 두부, 고기, 훗추, 기름 반죽 얇게 밀어 소 넣고 주악만두 빚어
맑은 장에 기름과 후추치고 삶아내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변씨만두

밀가루, 물 생제육, 국 소 넣어 사각으로 빚은 후 장국에 끓이다. 술만드는법

밀가루, 물 늙은닭, 후추, 잣, 유장 반죽 소 넣어 사각으로 빚어 닭육수에 삶다 규합총서

밀가루 고기 재료 볶아 사각만두 빚어 육수에 끓이다 고대규합총서

밀가루, 물 채소, 파, 닭, 돼지, 소고기, 두부 재료 다져 세모만두 빚어 대소쿠리에 찌다 동국세시기

메밀가루, 소금물 돼지고기, 미나리, 파, 천초 메밀가루 소금물에 반죽하여 삼각만두 빚어 장
국에 끓이다. 임원십육지

석류탕

밀가루, 냉수 꿩, 무, 닭고기, 미나리 두부, 표고 재료 다져 볶아 소 넣어 석류모양 탕을 끓이다. 음식디미방

밀가루 꿩, 무, 닭고기, 미나리, 석이, 표고 반죽 얇게 빚어 소 넣고 석류모양으로 장국에 
끓인다. 술만드는법

밀가루 생치, 닭, 잣, 무, 미나리 생치 국에 만두를 넣고 끓인다. 정일당잡식

편수

밀가루, 냉수
생치, 황육, 제육, 숙주, 두부, 무, 배추김치, 
미나리, 생강,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 고춧
가루, 식초, 잣 

반죽 얇게 밀고 재료 볶아 만두소 넣어 네모지
게 빚어 장국에 삶다. 시의전서

밀가루, 물, 쇠고기, 숙주, 두부, 표고, 잣, 김치, 간장, 파, 
소금, 표고, 후추, 깨소금

재료 볶아 소 가운데 놓고 네귀 맞춰 펄펄 끓여 
낸 후 찬 육수에 넣거나 시루에 쪄 참기름과 잣
가루를 묻힌다.

신영양
요리법

밀가루, 계란 정육, 간장, 애오이, 표고 석이, 실백, 파, 마
늘, 참기름, 후추 설탕, 깨소금 

재료 채쳐 볶고 반죽에 소 넣어 사각만두 고기
장국에 끓여 웃기와 고명 후춧가루 뿌린다. 조선요리법

밀가루 고기, 실백, 버섯, 표고, 애오이 위와 동일 (주부의동무)
조선요리제법

밀가루 누런 오이, 소고기, 표고, 석이, 파 만두소의 재료만 다르고 위와 동일.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밀가루, 기름 두부, 배추, 쇠고기, 물, 맑은장국간장, 파,
깨소금, 설탕, 실백, 후춧가루, 초 만두 만들어 기름에 지져 낸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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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다져넣고 두부는 으깨서 천초 넣고 버무린 후 만두피
는 얇게 밀어 잔굽으로 둥글게 떠 송편모양 만들어 천초 넣고
끓인다 하였다.「동국세시기」의 만두도 재료를 다져 두부
와 함께 소로 만들어 장국에 끓였다.「시의전서」의 만두소
로는 쇠고기, 꿩고기, 돼지고기, 닭, 미나리, 숙주, 무, 두부, 배
추김치 파, 생강, 마늘, 고춧가루, 깨소금, 기름을 넣어 간을 맞
추어 양념한 후 기름을 많이 넣고 속에 잣을 두어 개씩 넣어
서 아주 얇게 빚어 고기 장국에 후춧가루 넣어 뚜껑 열고 삶
아 뜨거든 초장에 고춧가루를 풀어쓰라 하였다.「만가필비
조선요리제법」과「간편조선 요리제법」에서도 소로는 배추
김치줄거리를 다지고 숙주와 미나리는 삶아 썰었으며 쇠고기
와 제육과 꿩고기는 다진 후 삶아서 다시 다져놓고 두부는 베
수건에 꼭짜 기름과 깨소금 파 다진 것을 넣고 함께 섞는데
배추김치가 한사발이면 기타재료는 3분의1의양이 적당함을
설명하였다. 장국을 끓여 만두를 넣고 후춧가루와 잣가루를
뿌려내는데 냉수에 끓이면 더 좋다고 하였다.「조선무쌍 신
식요리제법」의 유행만두소로는 호배추, 숙주, 쇠고기, 돼지
고기, 생치, 오리, 닭, 참새, 메추리, 간장, 소금, 파, 후춧가루,
깨소금, 기름, 설탕, 실백, 감자가루 등을 사용하였으며 곰국
에 잠깐 삶아내라 하여 다른 문헌과 달리 곰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만두는 송편과 같이 시루에 찌는 것이 제일이고, 냉수
를 끓이다가 삶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신영양요리법」에
서도 만두소로는 닭, 생치, 깨소금, 후추, 숙주, 표고, 두부, 실
백, 김치 다진것, 소금, 우육 등의 재료를 넣어 만들었으며
「주부의동무 조선요리제법」에서는 기름, 깨소금, 후추, 숙
주, 표고, 두부, 실백, 김치, 소금, 간장, 파, 우육 등을 넣어 만
두를 만들었다. 18세기에 고춧가루가 유입되었고 배추김치에
젓갈을 사용하여 포기김치문화를 탄생시켰는데 이시기부터
만두에도 문헌마다 배추김치를 이용하여 조리한 것이 시대적
인 변화이다.

(2) 슈규의
① 만두피
「산가요록」과「요록」의 수고아는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소금물에 반죽하였고「음식디미방」의 슈규의와「윤씨음
식법」의 슈구아,「시의전서」의 슈교의「열양세시기」의
슈각아는 모두 밀가루에 냉수로 반죽하였다. 그러나「술만
드는법」의 수고아는 밀가루에 메밀가루를 섞어 물로 반죽하
였다. 음식으로 재현한 음식디미방에서는 밀가루에 소금물로
반죽하여 30분 정도 실온에 방치한 후 직경 7 cm 정도 둥근틀
로 찍어내 반으로 접어 빚었다(한복려 등 엮b 1999). 음식으
로 재현한 시의전서에서는 밀가루를 소금물에 반죽하여 30분
정도 실온에 방치한 후 직경 5 cm로 찍어 빚었다(이효지 등
엮a 2004).

② 슈규의 소의 내용과 조리방법
「산가요록」과「요록」의 만두소로는 고기를 넣고 고욤
크기의 모양으로 빚어 장국에 삶아 간장과 식초에 찍어먹는
물만두 조리방법이다. 음식으로 재현한 산가요록 의하면 원
문(강초간장이공(姜酢艮醬以供))라 기록되어 있었다. 즉 생강
넣은 초간장과 같이 낸다 하였다(한복려 엮b 2007).「음식디
미방」 슈규의는 표고, 석이, 오이, 백자, 후춧가루를 넣어 놋그
릇 굽으로 찍어 소 넣고 반달모양 만들어 삶아내 간장과 기름
을 발라 식초 간장에 낸 물만두이나 유일하게 고기를 넣지 않
았다. 한복려 등 엮(2004)에서는 재료와 조리방법은 유사하였
으나 양념간장에 설탕을 사용하였다.「윤씨음식법」의 슈구
아도 닭, 표고, 석이, 오이, 소고기에 양념을 넣어 만든 것으로
솥에 물을 끓여 넣어 뚜껑 덮지 말고 끓는 물에 빠른 시간 안
에 삶아 내는 것이 맛있다 하였다.「술만드는법」의 수고아
는 오이, 박, 황육, 닭, 잣을 소로 넣어 반달모양을 괴불처럼
조름조름 접어 만들었으며 삶아내 물기를 뺀후 기름 발라 초

<Table 4> Continued

음식명 만두피 만두속 조리방법 문헌

상화병

밀가루, 물

콩, 깨, 꿀 소에 싸 만두 찜기에 찌다.

동국세시기
연병 줄나무, 콩 깨 만두피 소 넣어 과자처럼 오므려 만든다.
꿩고기만두 콩, 깨, 꿀 만두피 빚어 잎 모양으로 주름잡다. 
김치만두 파, 고기 만두피로 싸 찌다.

어포자 밀가루
잉어 돼지고기 소금 간장 귤껍질 파 참
기름 생강 천초가루 세료물 후추 행인 재료 썰어 볶아 버들잎모양으로 싸 찜기에 찌다

임원십육지

압두자 밀가루
오리 돼지고기 양기름, 파, 생강 귤껍질, 
고추, 행인가루, 소금, 간장, 술, 초 재료 채썰어 볶아 만두에 소 싸다

잡함두자 밀가루
양폐,양위,양창자,양기름,돼지고기,파, 
세료물 행인, 고추 소금 간장 술 초 귤
껍질

재료 다져 만두피에 소 넣다

해황두자 밀가루
게익힌것 돈육 참기름 오리알 천초 세
미료 후추 생강 귤피 파 면장 소금 소 다져 볶아 만두피에 싸다,

산해두 밀가루 죽순 고사리 생선 새우 기름 간장 후추 소 만들어 만두 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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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찍어 먹는다.「시의전서」의 슈교의는 소고기, 느타리,
오이, 석이, 표고, 고추, 지단의 재료를 소로 넣고 어만두 모양
같이 조롬조롬 접어 감잎을 깔고 쪄내 기름 많이 발라 초장
찍어라 하였다. 이효지 등 엮(2004)에서도 재료와 조리방법이
유사하였으나 초간장에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이 달랐으며 만
두소양념에 후춧가루도 사용하였다.「열양세시기」에는 “수
단수각아 시식성찬(水團水角兒爲時食盛饌)”이라 하여 6월
삼복더위에 절식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던 기록이 있었다. 소
로는 늙은 오이,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를 사용하여 동그
랗게 만든 후 재료가 충분히 익도록 푹 찐다 하였다. 다른문
헌 슈교의 조리 시에는 오이를 특징적으로 사용한 반면 유일
하게「시의전서」의 만두소에는 고추를 추가로 더 사용하
였다.
슈교의 소의 재료 중 오이의 찬 성질과 오이를 채쳐 소금에
절이면 아삭한 질감을 느끼면서 여러 종류의 버섯과 쇠고기
를 볶아 부드럽고 담백하게 만들어 더운 여름날 선조들이 보
양 음식겸 간식으로서 즐긴 음식이었다.

(3) 밀만두
① 만두피
「용재총화」의 대만두와「신영양요리법」,「주부의동무
조선요리제법」의 밀만두「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보만두
도 밀가루에 물로만 반죽하였고「음식보」의 교의상화와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의 배추만두도 밀가루에 찬물로 반
죽하였다. 그러나「음식보」의 쇼범벅은 고은 밀가루로 반
죽하여 많이 치대어 기름 발라 숙성시킨후 사용하여 만두피
반죽으로 한 단계 발전된 조리법이다 군만두로 조리시 질감
의 탄력으로 쫄깃거림과 고소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나
(Kim & Lee 1988)에서는 반죽을 쪄낸후 소를 넣으라 하였다.
「동국세시기」의 상화병, 연병, 꿩고기만두, 김치만두 등은
절식음식으로 밀가루에 물로 반죽하여 만두피를 만들었다 상
화병은 이름만 상화로 효모나 누룩은 들어가지 않았다. 「임
원십육지」의 연꽃만두는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만두피를
연꽃잎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하련두자(荷蓮 子)라 하였다.
또「임원십육지」의 박만두(薄饅頭)도 만두피를 얇게 만든
다는 뜻으로 반죽은 끓는 물에 밀가루를 된죽으로 익반죽 한
후 찬물에 담갔다가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후 콩가루를 섞
어 다시반죽하면 밀가루가 호화되어 부드럽게 반죽이 되다가
찬물에 담근 즉시 호화가 멈추어져 질기게 된다. 그러면 다시
콩가루를 넣어 반죽을 시도하는데 만두피의 고소함과 쫄깃거
림이 동시에 느껴지며 질감도 탄력이 생기고 얇은 반죽이 된
다. 음식으로 재현한 임원십육지에서는 밀가루에 익반죽하여
쉬지 않고 저어 된죽으로 만든 다음 10개정도의덩이를 하얗
게 될때 까지 찬물에 담가두었다 건져내 콩가루 섞어 반죽 후
소를 넣어 빚는다 하였다(이효지 등 엮a 2007). 실험 연구 볶
은 콩가루 첨가를 달리한 만두피의 특성연구(Pyun 2001)에서
는 볶은 콩가루를 8% 첨가 했을 때가 만두피의 전체 수용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능검사결과 외관상으로는 거친 느
낌을 주었으나 고소한 냄새와 맛 단맛이 함께 느껴졌으며 수
분 흡수율과, 반죽의 질감이 좋아졌고 반죽의 형성기간이 길
어져 노화방지효과가 있음을 연구하였다. 「연대규곤요람」
의 만두반죽은 녹말풀을 쑤어 녹말 반죽과 함께 섞어 백지장
같이 얇게 밀었다.「동국세시기」의 멥쌀만두는 만두피를 멥
쌀가루로만 만두피를 만들었다. 쌀가루를 첨가한 만두피의
품질특성(Lee 2003)에서는 밀가루에 쌀가루를 동량으로 첨가
한 만두피에서 품질특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② 밀만두 소의 내용과 조리방법
「용재총화」의 대만두는 보만두를 만들어 물만두로 조리
한 것으로 추측되며「임원십육지」의 하련두자(荷蓮兜子)의
소의 재료로는 양고기, 쌀밥, 참기름, 파, 육즙, 밀가루, 진피
(말린귤껍질), 생강가루, 천초가루, 연육, 계두육, 잣, 호두, 양
매, 유병, 표고버섯, 목이버섯이 들어가며 소를 볶아 잔속에
피를 놓고 소를 얹어 오므린 후 찜기 에 쪄 낸 후 깨즙을 뿌린
다「임원십육지」. 음식으로 재현한 문헌에서는 만두를 완
성 후 쪄서 깨즙과 락(酪)을 뿌린다고 하였다(이효지 등 엮 b
2007).「임원십육지」의 박만두도 만두소를 넣어 찜통에 센
불로 쪄내었다.「신영양 요리법」과「주부의 동무 조선요
리제법」의 밀만두소로는 숙주, 두부, 고기, 표고 각양념 등을
넣고 삼각뿔과 괴불모양으로 만들어 삶아 접시에 차게 하여
초장에 곁들이거나 장국에 떡국과 함께 끓이기도 하는 만두
국 조리방법이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보만두는 넓게 보자기처럼 방망
이로 얇게 밀어놓고 그 가운데다 여러 개 만두를 마른 감자가
루로 들어붙지 않게 붙여가며 넣고 싼 후에 부리를 접어 붙이
든지 주머니 우그리듯 하여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물려 찌
거나 삶거나 하여 먹을 때 껍질을 벗기면 여러 개 만두가 쏟
아져 나와 재미있으며, 큰 합에 국물과 함께 담아 손님한테 대
접하면 젓가락으로 한 쪽을 벗기면 붕어가 튀어 나와 물켜는
것 같다고 설명되어 있었다.「음식보」의 쇼범벅 만두는 기
름 발라두었던 만두피에 소 넣어 빚어 숯불에 철 놓고 철안에
모래 섞어 종이 펴 그 위에 놓아 자주 뒤져서 노릇노릇하게
구우라 하여 군만두이다. 그러나 동문헌 ‘교의상화’는 음식명
은 상화이지만 만두피를 누룩 등으로 발효시킨 반죽이 아닌
찬물로 반죽하였으며 생치만두처럼 하라 하였다.「조선무
쌍신식요리제법」의 배추만두는 김치를 미리 담가 두었던 배
추의 줄거리와 잎사귀를 난도하여 두부와 고기를 함께 주물
러 소를 넣고 주악 모양으로 갸름하게 만들어 맑은 간장에 기
름과 후춧가루를 치고 삶아 낸다하였다.「연대규곤요람」의
녹말만두는 배추김치 줄거리를 잘게 찢어서 일주일을 물에
담가 토렴한 후 다지고 고기를 고명에 난도하여 잰 것과 섞어
소를 넣어 송편 빚듯 만들어 끓는 물에 넣어 먹는데 국수도
조금 말아 먹는다 하였다.「동국세시기」의 멥쌀만두는 고
기소를 넣은 찐만두로 추정되는데 송편모양처럼 만들어 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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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리에 넣어 찌므로 ‘증병’ 또는 ‘농병’이라 하였다는 음식의
유래가 있다.「동국세시기」의 ‘꿩고기만두’는 10월 상달에
만들어 먹었던 시절음식으로 대소쿠리에 쪘으며 증병이라고
도 하는데 만두소는 파와 꿩고기를 다져 만두를 만들었다.
‘김치만두’도 밀가루로 밀어 만든 만두피에 김치와 고기를 소
로 하여 만든 음식으로 조촐할 때 간식으로 먹으면 제일 낫다
고 하여 가을에 만들어 먹었던 조상들의 시절음식으로 사료
된다. 상화병에도 밀가루에 콩, 깨, 꿀을 넣고 만든 찐만두로
유두날 만들어 먹었던 여러 가지 만두의 음식명이다. ‘연병’

은 밀가루에 줄나무 콩 깨를 소로 하여 오무려 만들기도 하고
밀가루에 콩 깨 꿀을 소로 하여 잎 모양으로 주름잡아 만들기
도 하는 유두날 먹었던 시절음식으로 채롱에 쪄 초장에 찍어
먹는다「동국세시기」.

(4) 변씨만두
① 변씨 만두피
「동국세시기」변씨만두는 밀가루에 물로 반죽하였는데(이
효지 등 2007)에서도 밀가루에 소금물로 반죽하여 사방 3 cm
정도로 밀어 썰어 놓은 후 돼지고기, 미나리, 파, 천초 등으로
소를 양념 한 후 만두피에 소를 올리고 다른 만두피를 뚜껑으
로 덮은 다음 삼각형 모양으로 자른다고 하였다.「술만드는
법」에서도 밀가루를 냉수에 반죽하여 교위상화처럼 밀어놓
는다 하였고「규합총서」나「술방문 고대규합총서」에서
는 밀가루 반죽하여 산승 밀듯 비치게 밀어 귀나게 썰어 만든
다. 음식으로 재현한 규합총서 에서는 산승 밀듯(웃기떡) 하
라 하였다(윤숙자 2003a)

② 변씨만두 소의내용과 조리방법
「동국세시기」변씨만두는 10월부터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시절음식으로 만두를 만들어 먹었는데 채소, 파, 닭고기, 돼지
고기, 쇠고기, 두부로 소를 넣고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 싸 장국
에 익혀먹는데 변씨가 만들었다 하여 변씨만두라는 음식명의
유래가 생겨났다고 한다. 문헌「술만드는법」에서는 생 제육
을 소로 다져 볶은 다음 사각으로 만들어 양념한 것을 넣고 제
육꾸미 넣어 끓이는데 깨국 조금 타 초장에 찍어먹는다 하였
다 여기서 깨국은 국물이 많은 국이 아니라 소스의 형식으로
깨즙에 식초를 조금타서 소스처럼 먹는다는 뜻으로 추측된다.
그러나「규합총서」나「술방문 고대규합총서」에서는 살찐
늙은 닭을 맨으로 고아 살을 곱게 다진 후 잣가루 많이 섞고 후
춧가루 기름장 맞추어 버무려 슬쩍 볶아 닭 고운 물에 삶아 초
장에 쓰라하여 물만두로 조리하였는데 닭을 익힌 후 다시 슬
쩍 볶았다. 윤숙자(2003)에서는 초간장에 설탕을 넣었다.

(5) 석류탕
① 석류탕 만두피
「음식디미방」 「술만드는법」 「정일당잡식」의 석류탕
만두피는 모두 밀가루에 냉수로 반죽하였다. 한복려 등 엮

(1999)에서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30분 방치한 후 직경 6 cm
로 썰어 사용하였다.

② 석류탕 만두소의 내용
석류 탕은 만두의 모양을 석류처럼 빚어 탕으로 끓인 것을
석류 탕 이라고 하는데「음식디미방」의 석류 탕 소의내용
은 꿩, 닭, 쇠고기, 무, 미나리, 두부, 표고, 석이 파 썰어 후춧
가루 넣어 볶아 재료로 소를 만들어 밤알크기로 떼어 잣가루
넣어 석류모양으로 빚어 맑은 장국 물에 탕으로 끓여내 한 그
릇에 3개 정도씩 넣어 술안주로 쓰라 하였다. 한복려 등 엮
(1999)에서는 만두소양념에 마늘과 깨소금을 추가로 사용하
였고 탕국물을 꿩 살이나 뼈 등으로 끓여 후춧가루와 생강을
넣었다.「술만드는법」의 조리기법도 유사하였는데 재료로
는 꿩, 닭, 고기, 무, 미나리, 석이, 표고로 두부가 빠져있고「정
일당잡식」 에서는 소의 재료로 생치, 닭, 잣, 무, 미나리가 들
어갔으며 음식디미방의 재료에 비해 쇠고기와 두부, 석이 등
이 빠져 있었으나 조리법은 유사하였다． 석류 탕은 모양도
아름답고 맛도 일품이라 주안상이나 특별음식으로 많이 이용
되는 음식이다.

(6) 편수
① 편수 만두피
「시의전서」에서는 편수를 밀만두라고도 하였으며「신영
양요리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주부의동무 조선요
리제법」모두 밀가루에 냉수로 반죽하여 얇게 밀어 네모반
듯하게 자르는데 크기는 작게 하지 않는다 한다.「조선요리
법」의 만두피반죽에서 계란을 넣은 것이 달랐는데 메밀만두
피를 만들 때 끊기를 주기위해 넣었다면 밀가루에 계란을 넣
은 것은 영양과 부드러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편수 소의 내용
「시의전서」의 편수의 소는 두부는 으깨고 나물은 삶아 볶
으며 고기는 다져볶아 마늘 생강 깨소금 함께 버무려 잣2개
씩 소로 넣고 내 귀를 걸어 싸 네모서리를 꼭 붙게 만들어 끓
는 물에 삶아내 합(그릇)에 꺼내 초장에 고춧가루 뿌려 찍어
먹는 물만두에 해당하였다. 이효지 외 엮(2003)에서는 원문과
유사하였으나 닭 가슴살을 추가로 더 넣었다.「신영양요리
법」에서는 하절음식으로 재료와 만드는 방법은 재료 채쳐 볶
은 후 사방 3 cm 크기로 절단 한 후 네모서리를 네모지게 붙
여 삶아낸다. 기름기 없는 고기를 육수로 만들어 차게 식혀 삶
아놓은 만두를 넣어 먹는데 시루 나 찜기에 쪄 참기름 바르고
잣가루 묻혀 식초에 고춧가루 타 찍어 먹는다 하여 섬세한 조
리방법이었지만 하절음식으로 다른 문헌에 있는 오이는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서는 위의 조
리법과 제조법이 유사하였으나 오이를 특징적으로 사용하였
다. 유월유두에 누런 오이를 껍질과 씨를 빼고 실같이 썰어 쇠
고기와 표고, 석이, 파 흰 부분을 모두 잘게 썰어 넣는다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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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편수는 만두를 무엇으로 만들던지 기름에 약과나 주악 지
지는 것처럼 지져내 식은 후에 먹으면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
다 하였다.「주부의동무 조선요리제법」과「조선요리법」
에서의 재료 중 다른 재료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였지만 오이
를 애오이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오이 거죽만 벗겨 채
쳐 소금에 절였다가 다른 재료와 섞어 만들었다.

(7) 기타만두
① 만두피
「임원십육지」의 어포자(魚包子)와 압두자(鴨兜子), 잡함두
자(雜 兜子), 해황두자(蟹黃兜子), 산해두(山海兜), 조만두
(槽饅頭) 모두 밀가루에 물로 반죽하여 만두피를 마련하였다.

② 만두소의 내용
「임원십육지」의 어포자(魚包子)는 찐만두 조리법으로 소
의 재료로는 잉어, 돼지고기, 소금, 간장, 귤껍질, 파, 참기름,
생강, 천초가루, 세료물, 후추, 행인을 사용하였으며 재료처리
는 채로 썰거나 버들잎모양으로 썰어 양념하여 밀가루 반죽피
로 소를 싸서 찐만두로 만들었다. 압두자(鴨兜子)도 찐만두 조
리법으로 밀가루로 반죽하여 오리고기를 주재료로 소를 넣고
만든 만두로 재료로는 오리 돼지고기 양기름 파 생강 귤껍질
고추 행인가루 소금 간장 술 초 가 들어가며 재료는 채썰어 볶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함두자(雜 兜子)란 만두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만두소를 맛있고 달게 만들어 빚었다는 한자어의
뜻풀이처럼 양폐, 양위, 양기름, 돼지고기, 파, 세료물, 행인, 고
추, 소금 간장, 술, 초, 귤껍질이 들어가며 재료를 참기름에 볶
고 파, 마늘, 행인, 고추, 생강, 귤껍질 등은 다져서 소를 만든
후 밀가루 반죽에 싸 찜통에 쪘다. 해황두자(蟹黃兜子)는 게살
을 넣고 각 재료 돈육 참기름 오리알 천초 세료 물, 후추, 생강,
귤피, 파, 면장 소금으로 소를 만들어 밀가루반죽으로 만든 만
두로 찐만두조리법이며 게蟹(해)자의 뜻풀이처럼 게살과 각
재료를 소로 하여 만든 영양과 맛 조리법등이 그전 문헌에서

는 볼 수 없었던 만두이나 현재는 만들어 먹지 않고 있다. 산
해두(山海兜)는 산나물과 해물을 섞어 만든 만두조리방법으로
재료로는 죽순, 고사리, 생선, 새우, 기름, 간장, 후추를 사용하
여 넣고 만들어먹은 음식이다「임원십육지」．그러나 조만
두(槽饅頭)는 만두를 만들어 술지게미 속에 하루 동안 지내게
두었다가 꺼내 참기름에 지지는데 15일 동안 상온에 방치하여
도 상하지 않는다 한다(이효지 등 2007c).

(8) 상화
① 상화 만두피
「음식디미방」의 상화는 밀을 가루 내면 세번째 깨끗한 밀
기울이 생기는데 가는체로 쳐 깨끗한 쌀 한줌에 물을 많이 부
어 덩어리 없이 걸쭉한 콩죽 쑤어 차게 한후 깨끗한 누룩을
깎아 물에 담그면 누런 물이 우러나면 물은 따라 버리고 가장
좋은 술 한 숟가락을 기울 죽에 섞어 넣어 서늘한 곳(불한불
열)에 놓아둔다. 이튿날 기울을 맹물로 먼저같이 죽을 쑤어 사
흘째 새벽에 그 술을 밭아 맛이 쓰지 않고 싱겁게 되면 고운
자루에 넣어 물기를 제거 한 후눅눅하게 반죽하여 빚는다. 베
에 분가루를 깔고 놓아두어 먼저 빚은 것이 조금 부푼듯 하거
든 만들어 찌면 알맞다하였다. 한복려 등 엮(1999)에서는 밀
기울에 누룩 넣은 술 대신 막걸리와 설탕을 넣어 30도 온도에
서 2시간정도 발효시켰다 만두피를 만들었다. 「음식보」 점
전편법은 밀가루 한 되 메밀가루 닷홉과 녹두가루 두홉을 섞
어 떡 만들어 상화하듯이 반죽한다 하여 누룩이나 효모가 없
었지만 부풀린 반죽피로 추측된다. 「규합총서」에는 밀기
울 죽에 누룩으로 반죽하여 반나절 지나 벌집 같거든 만든다
하였는데 발효제를 삭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임원
십육지」의 평좌대만두방(平坐大饅頭方)은 밀가루에 따뜻한
물과 효모를 넣고 발효시켜 만두피를 만들었는데 발효재료를
누룩이 아닌 효모를 사용한 점이 시대적인 변화이며 반죽을
더운 곳에 일정시간 방치하여 부풀린 것이 진보한 조리방법
으로 사료된다. 

<Table 5> 곡류가루에 누룩이나 효모를 넣어 만두피를 발효시켜 만든 만두조리법

음식명 만두피 만두속 조리방법 문헌

상화
멥쌀가루, 풀죽에 밀기
울, 누룩

오이, 박, 석이, 표고, 참버섯(팥소, 꿀),
단간장, 잣, 후춧가루,

발효시킨 반죽에 재료 채쳐 볶아 소로 넣고 빵모
양 만두 빚다 (여름에는 팥소) 넣어 시루에 찌다. 음식디미방

점전편법
메밀가루, 밀가루, 녹두
가루, 누룩 고기, 두부, 후추 다져 만두속 만든다. 상화같이 만두피 부풀려 놓고 다진 만두소 넣어 

찌다
음식보

상화
밀가루,  삭임
(밀기울죽, 누룩) 거피팥, 꿀

밀가루를 밀기울 죽에 누룩 반죽, 반나절 지나 벌
집 같거든 거피팥에 꿀넣어 더운 방에 방치 부풀
면 쪄 찬물 뿌린다.

규합총서

평좌대만두
밀가루, 효모, 더운 곳
에 방치

양고기, 기름, 생강, 진피, 소금, 파, 행
인, 천초, 회향, 참기름, 양위, 양폐, 양
혀, 양고기, 비게, 초, 귤피

발효된 만두피에 각 재료 넣어 찐빵 만두 빚다.

임원십육지
황작만두 밀가루, 효모 참새, 천초, 소금 참새 뇌와 날개 다져 양념한 후 뱃속에 넣고 발효

시킨 반죽으로 싸 찜기에 쪄 기름에 지진다.

조만두 밀가루, 물 술지개미, 참기름, 만두소 빚은 만두 술지개미에 하루 동안 숙성시켜참기
름에 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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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화 소의 내용
「음식디미방」의 상화는 속에 만두소를 넣거나 혹은 팥소
를 넣기도 하였는데 만두소는 오이나 박으로 화채 썰어 무르
게 삶고, 석이, 표고, 참버섯을 가늘게 찢어 단간장 기름에 볶
아 백자와 후춧가루로 양념하였다. 여름에 바쁠 때는 거피한
팥을 쪄 어레미에 쳐서 청밀(꿀)에 말아 넣는다. 붉은 팥을 죽
쑤는 팥같이 쪄서 뭉개어 숯불에 솥뚜껑을 놓고 볶아 마르거
든 찧어서 체로 쳐 청밀에 묵게 말아 넣으면 여러 날이 지나
도 쉬지 않는다. 거피한 팥은 그대로 쓰면 이튿날이면 소가 쉰
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다. 한복려 등 엮(1999)에서는 오이나
박 대신 호박과 숙주를 넣었으며 설탕, 마늘과 파, 깨소금을
더 넣었고 반죽하여 찜기에 넣고 3분정도 약한 불에 발효시
켰다가 15분정도 센 불에 더 찐다 하였다.「음식보」는 만두
같이 빚어 기름 섞어 생강마늘 초장에 먹는다 한다.「규합총
서」에서는 발효된 반죽에 거피팥에 꿀 넣어 더운 방에 방치
하여 찬물에 담가보아 둥둥 뜨면 부푼 것으로 쪄서 찬물 뿌려
낸다 하였고 밀기울 술이 없으면 막걸리로 반죽하여도 무방
하다 한다. 윤숙자(2003)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현하였다.
「임원십육지」의 평좌대만두방(平坐大饅頭方)은 양고기와
돼지고기 양의위로 소를 만들었는데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
는 재료를 이용하여 재료 특유의 냄새제거를 위해 진피, 천금
초, 회향, 귤피 등을 넣어 만두를 만들었다. 이효지 등 편엮
(2007)에 의하면 양고기소로는 양고기를 채썰고 기름, 생강,
진피, 소금, 파 다져넣고 참기름에 볶아 행인과 잣을 넣어 만
든다 하였고 돼지고기소로는 돼지고기와 양의기름, 귤껍질,
행인, 천초, 회향, 파, 참기름, 간장 넣고 볶다가 식초와 밀가
루1술을 넣어 섞는다 하였다. 또한 방법의 소 만드는 법은 돼
지고기를 채썰고 천초에 양념하여 만두피로 빚는다 하였고,
양의위로 만든 소로는 양의 위와 양의 폐, 양의 혀를 삶아 즉
시 썰고 생양고기와 비계를 썰어 합한 후 파, 초, 생강, 귤껍
질, 산초, 회향을기름에 볶다가 파를 볶아 밀가루 넣어 재료
와 함께 섞는다. 평좌대만두의 소는 평소에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보통사람들이 먹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였다. 특징
적인 것은 발효재료를 누룩이 아닌 효모를 사용한 점이 시대
적인 변화이며 반죽을 더운 곳에 일정시간 방치하여 부풀린

것이 진보한 조리방법으로 사료된다.「임원십육지」의 황작
만두(黃雀饅頭)도 참새(雀작) 뇌와 날개를 다져 양념하여 참
새배속에 넣은 후 발효시킨 반죽을 얇게 밀어 참새 몸통을 싼
다음 찜통에 쪘다.

2) 만두피를 견과류, 야채류, 구근류, 잎 등을 사용하여 만
든 만두조리방법
만두피를 견과류, 야채류, 구근류, 연잎 등을 사용하여 만든
만두조리방법은 <Table 6>과 같다.

(1) 토란, 연꽃씨방, 연잎, 호두, 두부, 감자 등을 이용하여
조리한 만두조리방법
① 만두피
토란만두피는 토란을 삶아 으깨 다시 성형하여 계란 흰자
를 접착제로 사용하여 계란흰자를 묻힌 메밀가루에 굴린 후
삶아낸 만두로 굴림 만두 형식이다「요록」.「임원십육지」
의 연방어포 방은 연꽃씨방 구멍 속 씨를 빼고 다진 생선을
넣은 것으로 만두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음식이나 명칭이
만두로 수록되어 있었으며 연꽃씨방도 식용했다는 근거로 어
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멀리 바다에 나가면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으로 추측된다.「임원십육지」의 녹하포자(綠河包子)는
절식지류 편에 수록된 만두로 초록색의 연한 연잎으로 만두
피를 사용하였다.「윤씨음식법」의 호두만두는 호두를 가루
내어 꿀을 발라 잣가루를 묻힌 것이다. 또 준시만두는 연시를
얇게 썰어 만두피로 사용하여 소를 싼 것으로 생각된다.「조
선요리법」의 두부만두는 두부를 으께 기타재료와 합해 성형
한 것으로 두부가 만두피역할을 하였다.「조선무쌍신식요
리제법」의 감자만두도 삶은 감자를 으깬 것으로 감자가 만
두피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소의내용
「임원십육지」의 연방어포방은 연꽃씨방의 구멍에 다진 생
선을 넣고 꿀을 발라 향로를 첨가하여 찜기에 찐 것으로 어부
의 삼선 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서민들은 식량이 귀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은 무엇이든지 조리하여 먹었다 한다「임원십

<Table 6> 만두피를 견과류, 채소류, 구근류, 연잎 등으로 만든 만두 조리방법 

음식명 만두피 만두속 조리방법 문헌

토란만두 메밀가루, 흰자, 토란 토란 삶아 으깨 흰자 적셔 메밀가루에 굴리다. 요록

연방어포 연꽃씨방, 생선, 술, 향료 꿀 연꽃씨방에 생선 다져 양념하여 넣고 향로와 꿀을 발라 찜기에 찌다. 임원
십육지녹하포차 푸른 연잎, 어육, 魚肉 푸른 연잎으로 생선 다진 만두소를 네모세모싸서 대나무 용기(딤섬)에 찌다. 

호두만두 호두, 꿀, 엿, 잣가루 호두가루를 꿀로 빚어 만두처럼 성형 후 엿으로 싸 잣가루 뭍이다.
윤씨
음식법준시만두 연시, 잣가루, 꿀, 

건시, 
연시를 얇게 저미고 건시단자는 갈아 잣가루와 꿀 섞어 대추모양 성형 후 꿀 
묻혀 연시로 감는다.

두부만두
두부,
고기

녹말, 실백 두부 으깨 물 빼고 고기다져 섞어 잣넣어 대추모양 성형 후 녹말 묻혀 끓는 
물에 삶다

조선
요리법

감자만두
감자,
멥쌀, 팥소, 사탕, 감자 삶아 으깨 사탕과 팥소 섞어 만두모양성형하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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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음식으로 재현한 문헌에서는 연꽃씨방의 어린것으로
밑을 자르고 씨를 도려낸 다음 구멍을 남겨 두었다가 다진 생
선에 술, 간장, 향료로 소를 만들어 연꽃 씨방에 넣어 찜기에
쪄낸다 하였다(이효지 등 엮c 2007).「임원십육지」녹하포
자(綠河包子)는 절식지류 편에 수록된 만두로 조리법으로는
연한 새 연잎으로 어육(魚肉)을 싸고 단사(簞 ) 즉 대나무나
갈대 잎으로 만든 찜용기로 둥근 것을 단(簞), 네모난 것을 사
( )라 하는데 여기에 만두를 푹 쪄서 올리니 연방어포(蓮房
魚包)를 만드는 법과 같다「임원십육지」. 이효지 등(2007)
에서도 여리고 새로 나온 연잎으로 생선이나 고기 버섯을 싸
서 쪄 먹는데 연방어포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다 고하였다.
「윤씨음식법」의 호두만두는 호두를 거피하여 가루로 다져
꿀에 반죽하여 만두 모양처럼 빚고 맛좋은 검은 엿을 콩가루
없이 손에 냉수를 적셔 백지장처럼 늘여 소에 싸 모양을 곱게
만들어 두꺼운 데다 베어내고 다시 흰꿀에 잣가루 무 친 다
「윤씨음식법」. 호두만두는 과자형식이지만 음식명이 만두
로 되어있어 만두에 분류하였다. 당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음식문화연구에서도 겨울간식으로 밤에 즐겨 먹었던 음식으
로 연구되어 있었다(Lee 2001). 또 준시만두도 연시 얇게 저
미고 건시단자 갈되 잣가루, 꿀 섞은 소 넣어 어만두 싸듯 하
고 다시 꿀 무쳐 잣가루로 굴렸다「윤씨음식법」.「조선요
리법」의 두부만두는 두부를 깨끗한 헝겊에 싸 매에 꼭 눌러
놓고 고기는 살만 곱게 다져서 눌러 놓은 두부와 한데 섞어
갖은 양념을 간맞게 하여서 대추만큼씩 떼어 모양 있게 만들
어 실백을 두어 개씩 박아서 녹말을 씌워 끓는 물에 삶아 건
져 찬물에 헹군 후 체에 건져 채소 잎을 깔고 서늘할 때 안주

로 한다.「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의 감자만두는 감자를 껍
질 벗겨 삶아 멥쌀가루와 사탕을 섞어 막자로 잘 으깬 후에
붉은 팥소를 넣어 찐다 하였으나 성형한다는 설명은 없었지
만 다시 감자모양으로 작게 만들어 상에 내지 않았나 추정해
본다.

3) 만두피를 육류, 조류, 알류로 만들어 조리한 만두조리법
만두피를 육류, 조류, 알류로 만들어 조리한 만두조리법은

<Table 8>과 같다.

① 만두피
「윤씨음식법」의 제육만두는 돼지육포로 만든 만두로 제
육 안심살을 얇게 저며 맨 간장에 기름 쳐 재워 널었다가 반
건 하면 사용한다 하였다. 생치만두도 꿩의 육포를 이용한 것
으로 꿩의 껍질을 벗겨 통으로 말리면 고루 마르지 못하고 맛
이 상하기 쉬우니 살을 발라 맛좋은 장에 재어놓는데 맛이 짜
면 제 맛이 빠져 나가니 물은 따르고 기름 쳐 다시 간장 조금
넣어 재어 밤새 두었다가 다시 기름과 꿀 넣고 후춧가루 넣어
주물러 널어 빛이 엷거든 진간장 더치고 색이 너무 진하면 그
만 치되 손으로 눌러 제 살결대로 메 만져 말린다.「정일당
잡식」의 난 만두는 계란을 풀어 찐 것이다.「임원십육지」의
치만두는 꿩고기 살을 삶아 낸 후 다져 만두피로 사용하였다.
「조선요리법」과「조선요리학」의 생치만두는 꿩을 무와 함
께 삶아 다져 섞은 후 양념하여 대추 모양을 성형한 것으로
약간씩 다를 뿐 꿩 고기살 전체를 만두피로 사용한 것이 동일
한 방법이다.「식료찬요」의 꿩 만두는 보통 요리하는 것처

<Table 7> 만두피를 육류, 조류, 알류 등으로 만든 만두 조리방법

음식명 만두피 만두속 조리방법 문헌

제육
만두

제육안심,  잣, 간장, 제육 육포처럼 반건 하여 속에 잣넣고 반달모양 싸다

윤씨음식법
생치
만두

생치, 장, 잣, 기름, 후춧가루, 
잣가루, 꿀 

생치 살 발라 장에재 육수가 탈수되면 물 따르고 기름쳐 다시 간장 넣
고 밤이나 기름과 꿀 후춧가루 넣어 주물러 말린 후 얇게 저며 잣으로 
싸거나 잣가루로 소 넣어 반달모양 오려낸다

난만두 계란 고기, 숙주, 두부 계란 풀어 지지다 소넣고 말아 부쳐 족편처럼 자른다 정일당잡식

치만두
꿩고기,
메밀가루

두부, 채소, 파, 천초, 고
기

꿩 살 발라 다진 후 만두피로 만들고 만두소 만들어 다져놓은 꿩살 만
두피에 송편모양 싸 메밀가루 입혀 삶아낸다 임원십육지

생복만두탕 생치  꿩을 탕으로 조리하다 원행을묘
정리의궤

생치만두

생치, 녹말

무, 실백, 계란 , 녹말,표
고,간장,깨소금,참기름,
정육,후춧가루,파,마늘,
설탕

꿩을 무와 함께 푹 삶아 살을 발라내 다 진후 양념하여 잣넣고 대추모
양 성형 후 녹말 씌워 육수에 삶아내 표고 지단채 잣 뿌려 그릇에 낸다. 조선요리법

생치, 녹말 무,녹말,실백,표고,지단,
후추,파,마늘

꿩을 무와 함께 푹 삶아 살을 발라내어 다진 후 양념하여 잣 넣어 대추
만큼 만들어 녹말 씌워 육수에 삶아내 표고 지단채 잣 뿌려 그릇에 떠
낸다.

조선
요리학

꿩만두 꿩고기, 소금, 귤피,
 산초, 파, 간장 꿩 푹 삶아 귤피 등 재료를 넣고 만두탕으로 끓이다 식료찬요

치만두 꿩고기, 소금, 귤껍질 후추,파 꿩 푹 삶아 귤피 등 재료를 넣고 만두탕으로 끓이다 동의보감

황자계만두 밀가루, 늙은닭, 총백 반죽한 만두피에 고기와 총백 삶아 다져넣고 만두 빚어 간장 발라 삶다 식료찬요

황자계만두 밀가루 늙은닭, 총백 반죽한 만두피에 고기와 총백 삶아 다져넣고 만두 빚어 간장 발라 삶다 동의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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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꿩을 삶아 귤피 등 함께 넣고 만두를 만든다하여 밀가루반
죽피로 만든 것으로 추측이 된다.

② 만두소의 내용
「윤씨음식법」의 제육만두는 돼지고기로 육포를 만든 것
에 잣 소 넣어 만두하면 빛이 연미하고 맛이 사서하여 건치(꿩
육포 만두)보다 승할법하니라 하여 문헌에서는 빛깔도 연미
색으로 아름다우며 말린 꿩 육포에 버금가는 맛이라고 언급
되어 있었다.「윤씨음식법」생치만두는 꿩의 살을 육포처
럼 만들어 건조 시킨 후 재료를 만두피로 사용한 조리법으로
알맞게 마르거든 얇게 저며 잣으로 싸면 비치어 아름답되 먹
기에 어려우면 잣가루를 소하여 만두를 싸 도련 한다 하였다. 
「정일당잡식」의 난만두는 일반 만두라기보다는 요즈음의
계란찜 형식인 음식조리법으로 문헌의 설명을 보면 만두소를
만들어 계란 여러 개 깨쳐 후추, 파 양념하여 지령기름 간간
이 하여 양푼에 적적 치고 그 위에 소를 놓고 계란 푼것을 위
에 부어 소 가운데 들게 하여 중탕하여 어려 익거든 족편같이
쓰라 안주도 하고 반찬도 하나니라 되어있었다.「임원십육
지」의 치 만두는 익힌 꿩고기 살을 다진 후 소로 두부 채소
등 다져 양념하여 소를 넣고 메밀가루를 입혀 끓는 물에 삶아
내 초장을 곁들여 먹는다 하였다.「원행을묘정리의궤」의 생
복 만두탕은 구체적인 조리법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굴린 만
두의 형식으로 만들어 탕으로 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조
선요리법」과「조선요리학」의 생치만두는 꿩을 무와 함께
삶아 섞은 후 양념하여 대추만큼씩 떼어서 모양 있게 만들어
실백을 두어 개씩 박아 녹말을 묻혀 끓는 육수 장국에 삶았는
데 두 문헌 모두 조리법이 동일하였다.「식료찬요」의 꿩 만
두나「동의보감」의 치 만두도 꿩고기를 삶아 귤피 다져 성
형한 것으로 꿩 고기살 자체를 만두피로 사용하였다.

4) 만두피를 어패류로 제조하여 조리한 만두 조리방법
만두피를 어패류로 조리한 만두의 분석은 <Table 14>와
같다.

① 어패류의 만두피
「산가요록」에는 음식명이 어만두로 되어 있었으며 만두
피재료는 신선한 생선살을 이용하였고 녹두녹말과 찹쌀가루
를 묻혀 물에 삶는데 여름에는 물을 담가서 차게 내고 겨울에
는 물만두로 하여 초장과 함께 낸다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
로 소의 재료를 언급하지 않은 반면「음식디미방」의 어만
두는 고기를 얇게 저민다 하였고 같은 문헌 숭어만두피는 신
선한 숭어를 얇게 저며 소금 간을 살짝 하여 사용하였다. 「증
보산림경제」,「원행을묘정리의궤」 「임원십육지」,「윤씨
음식법」,「동국세시기」,「신영양요리법」,「주부의 동무
조선요리제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모두 숭어 살을
저며 만두피로 사용한 반면「시의전서」나「조선요리법」
에서는 민어 살로 어만두피를 사용하였다. 또「간편조선요

리제법」에서는 도미로 어만두피를 사용하였다.「음식방문」
의 생합만두는 만두피를 생합으로 얇게 저며 삶아 사용하였
으며,「조선요리법」에서는 굴을 데쳐 굴만두로 하였고 「윤
씨음식법」에서는 전복을 저며 삶아 사용하였다 또 준치만
두는 재료를 다져 대추모양으로 성형하였다.

② 어패류 만두소의 내용
「음식디미방」의 어만두 에서는 석이, 표고, 송이버섯과 꿩
고기, 백자 등을 재료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같은 문헌 숭
어만두 에서는 기름지고 연한 고기를 얇게 저며 두부, 생강,
후추를 섞어 기름간장에 볶아 얇게 포를 떠 놓은 숭어 살로
싸 단단히 말아 허리가 굽은 만두 형상으로 만들어 토장가루
를 온몸에 두루 묻힌 다음 새우젓국을 싱겁게 탔다. 그 국물
에 넣고 많이 끓거든 대접에 대여섯 개씩 뜨고 파를 넣어 손
님상에 놓는다 하였다. 생선살을 이용한 어만두인데 제조법
과 속의 재료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즉 먼저 어만두는
초간장에 찍어 먹거나 물만두로 조리한 반면 숭어로 만든 어
만두는 새우젓국에 끓인 만두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서 토장이라는 것을 백두현(2003a)에서도 숭어만두 조리방법
에서는 토장가루를 녹두녹말이라 하였고 토장 녹두나와 에서
는 참깨가루라고 하였다. 한복려 등(1999)에서도 숭어만두 조
리법에서는 토장가루를 녹두녹말이라 하였고 원문 토장 녹두
나와 조리법에서는 참깨 가루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다. 장지
현(2004)에서는 토장 녹두나와 에서의 토장가루는 참께 가루
이고, 어만두에서 ‘토장가루 듬뿍 뭍인다’에서는 토장은 녹두
가루라고 한다. 같은 단어이지만 조리법에 따라서 시대의 변
천에 따라서 식품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었다.「증보산림
경제」의 어만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강, 후추, 파
버섯, 석이 등 다져 기름과 간장 넣고 볶아 밤알 크기 만들어
저며 놓은 생선살에 싸 녹말 뭍여 삶아 초장에 잣가루 넣어
낸다하였다.「원행을묘정리의궤」의 어만두 조리법은 구체
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재료로는 숙육, 저육, 양 ,꿩, 묵은
닭, 두부, 참기름, 소금, 생강, 파, 잣 후춧가루를 사용하였다.
어만두 탕의 재료로는 숭어를 사용해 조리하였고 재료로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만두탕으로 조리하였다.「임
원십육지」는 증보산림경제의 조리방법을 인용하여 동일하
였다.「동국세시기」에서도 생선살에 소고기를 소로 싸서 익
혀 초장에 찍어 먹는데 한식날에 먹었던 시절음식이다.「윤
씨음식법」과「음식방문」의 조리방법은 동일하였는데 두부
, 소금, 양, 제육, 생강, 파, 후추, 잣가루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
두를 빚었으며 끓는 물에 데쳐내 그릇에 담되 천엽, 국화잎,
송이, 대하, 전복 등의 재료에 소를 만들어 싸서 함께 담았는
데 고추 채치고 파 흰 부분 채쳐 고명 얹었다.「시의전서」에
서는 쇠고기, 미나리, 숙주 삶아 다져 송편모양 만들어 녹두
가루 묻혀 삶아낸 후 초장에 고춧가루 넣어 먹는다 하였다. 최
초로 숙주나물이 만두조리법에 사용되었다. 이효지 외 엮
(2004)에서 소양념에 파와 마늘 깨소금이 들어갔다.「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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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비조선요리제법」와「간편조선요리제법」에서는 천리찬
으로 소를 박아 완성하여 초장에 찍어 먹으라 하였다.「신영
양요리법」과 주부의 동무「조선요리제법」은 꿩이나 닭고
기나 소고기나 잘게 익이고 생강 조금 이겨 넣고 후춧가루 조
금치고 버섯, 표고 썰어 넣고 기름, 간장, 깨소금을 넣고 잘 섞
어서 은행만큼씩 만들어 소로 사용하였는데 삶아 냉수에 담
아 물기 제거한 후 초장에 찍어먹었다.「조선요리법」에서
는 솥에 채반 걸고 담쟁이잎 깔고 쪘으며 재료로 민어, 정육,
표고, 오이, 실백, 녹말, 석이, 간장, 깨소금, 참기름, 설탕, 후
춧가루 사용하였고 애오이를 사용한 것이 달랐다.「조선무
쌍신식요리제법」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꿩고기, 닭고기, 생
강, 후춧가루, 버섯, 표고버섯, 석이버섯, 기름, 간장, 숭어, 녹
말가루, 초, 실백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만드는 방
법은 동일하였다.
「음식방문」의 생합만두는 좋은 생합을 잘 만져 만두소처
럼 하여 혀 속에 넣어 녹말 묻혀 데쳐 초 지령에 쓰라고 하였
다.「음식방문」의 굴만두는 싱싱한 굴을 돌 없이 갈아 지령
에 담갔다가 메밀가루 묻혀 데친 후 초간장 양념 맞춰 넣어 먹
는 굴 데침의 조리법이다.「조선요리법」의 준치만두는 준치
를 깨끗이 씻어 내장을 꺼내고 대가리를 잘라 쪄 가시를 골라
내고 살만 갖은 양념해 고기는 꾸리를 재워 맑은 장국을 끓이
다가 조금 떼어 실백 박고 녹말을 씌워 끓는 장국에 넣어 삶아
냈다.「윤씨음식법」의 전복만두도 전복을 무르게 불리어 안
팎 껍질 벗기고 가장자리를 도려내 잣을 잘 넣어 도련하되 두
틈두틈 하여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다식으로 만들어도 무
방하다. 화복과 추포는 골패만큼 반듯반듯하게 베어 넣고 전
복, 문어 꽃오린 것은 한두 송이나 세 송이나 베어 넣는다.

4. 우리나라 만두에 대한 연구현황과 시판 냉동만두

현재 소수의 만두종류와 동일한 만두만 시판되고 있는 실
정으로 문헌고찰과 함께 시판 만두의 내용물과 유통경로 등
을 간략하게 살펴보아 소비자나 식품회사 모두 차후 참고하
고자 한다.

1) 만두 개발에 대한 실험연구
(1) 만두의 기능성 실험연구
① 해물만두
해물만두에 대한 김치의 저장효과 및 기능성(허정숙 2002c)
에 대한 연구에서 해물만두(새우, 돼지 삼겹살, 죽순, 돼지기
름, 소금, 설탕, 후춧가루, 참기름, 청주, 미원소량, 옥수수전
분, 숙주, 시금치, 오징어, 양파)를 첨가한 후 최적조건의 숙성
된 김치를 농도별로 첨가하여 만두 제조 후 이화학적, 미생물
학적 결과를 실험하였다. 또 만두를 동결 건조 후 메탄올로 추
출하여 기능성 실험인 항산화활성과 아질산염의 소거효과와
항 돌연변이 효과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김치첨가농도가 높
을수록 pH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산가도 김치첨가농도
가 높을수록 대조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과산화물가도

적게 나타났다. 생균수와 대장균도 김치첨가가 많을수록 적
게 나타났다. 관능검사결과 김치를 20% 첨가한 만두가 제일
높았다. 수소 공여 능은 50% 이상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아질
산염 소거능도 50% 이상 나타내었다. 항 돌연변이 효과도
20% 김치 첨가 농도의 만두에서 저해 율이 47% 및 61% 로
높게 나타났다.

② 우렁이만두
우렁이는 단백질 칼슘이 많아서 어린이의 성장, 중년층여
성의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으며 지방의 함량이 적어 체중조
절식과 다이어트식으로 적합하다.
또 한의학적 성질로는 열을 내리게 하고 갈증에 효과 있으
며 부종환자에게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능성을 이용하여
만두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소비자의 반응과, 적정가격을 미
리 예견하며 관능평가실험에 의한 품질특성과 저장기간을 연
구하고자 하였다. 결과 만두의 맛에 중요한 결정인자로 보았
는데 시식 후 54.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27.6%가 철
분함유식품으로 생각하였고 24.2%가 고단백 영양식 이라는
것으로 선호하였다. 관능특성으로 만두피의 부드러운, 씹힘
성, 촉촉함, 입에 남는 정도, 색상, 향미, 짠정도, 담백한맛, 맛,
뒷맛 등으로 7점 척도를 도입 평가한 결과 뒷맛이 4.11, 만두
피의 부드러움이 4.44로 낮은 수치를 보여 제품 개발시 개선
사항이었다. 또 저장기간을 7일, 14일, 21일, 28일에 다라 변
화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ang
& Hwang 2006).

(2) 만두피 질감에 대한 관능연구
① 메밀만두피
메밀가루의 끈기를 보완하기위해 호화를 이용한 실험으로
메밀 의이 죽과 구멍떡 의 첨가횟수와 농도에 따른 만두피의
바람직한 반죽특성의 결과 의이죽 보다는 구멍떡의 첨가횟수
2회를 넘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만두피에서 끈기 있는 반죽이
형성되었으나 텍스 처와 맛의 관능평가에서는 의이 죽을 첨
가하되 첨가량이 적을 때에는 농도를 되게 7.5% 첨가하여 반
죽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Lee 2002).

② 쌀가루 첨가만두피
쌀은 밀가루에 비하여 영양성분이 우수하다. 또한 우리나
라는 주식으로 쌀을 이용하고 있어 주식의 일종인 만두피 반
죽에 밀가루와 쌀가루를 각각 첨가하여 제조한 후 관능적 특
성을 실험하였다. 결과 생 만두피나 조리된 만두 모두 쌀첨가
량이 많을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였으며 색도변화에서도 L
값과 ∆E값은 증가 하였고 a값 b값은 감소하였다. 또 텍스 처
특성도 경도는 감소하였고 응집성, 탄력성, 접착성, 씹힘성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리된 만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색도
변화는 감소하였다. 또 저장 후 관능평가에서 쌀가루 첨가 만
두 전체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밀가루에 쌀가루를 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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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섞은 만두피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Lee 2003).

③ 콩가루첨가만두피
밀가루 200 g에 콩가루를 가루분 비율 3, 5, 8, 10% 비율로
첨가하여 소금물에 반죽하여 국수기계로 밀어 직경 5 cm로
둥글게 하여 만두를 만들었다. 결과 콩가루첨가에 따라서 호
화개시 온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분흡수율, 반죽의 안정
도, valorimeterrkqtdl은 증가하였고 반죽의 형성기간도 길어졌
다. 또 적색도와 황색도의 값은 증가하였다. 콩가루 첨가에 따
라서 표면은 거친 느낌을 주었으나 고소한맛, 단맛은 높게 나
타났으며 8% 첨가 시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시판 냉동만두에 사용된 식품재료와 유통경로
(1) 시판 냉동 만두의 종류와 내용 
시판되고 있는 내용과 특징적인 조리방법을 무순으로 살펴
보았다.
만두의 종류로는 김치만두, 물만두, 군만두, 해물만두 등이
었으며 내용물로는 돼지고기, 두부, 김치, 숙주, 부추, 양파, 대
파, 당면, 쇠고기, 양배추 해산물 등과 후춧가루, 참기름, 마
늘, 소금 등 양념을 사용하였다. 특징적인 만두의 내용으로 ㅍ
사의 왕만두는 2~3시간 숙성 후 만두피를 만들어 상화로 제
조하였다. ㅅ사의 만두종류는 다른 회사와 동일하였으며 물
만두 조리 시 만두피에 시금치와 치자를 사용한 것이 타 회사

<Table 8> 만두피를 어패류를 이용하여 만든 만두 조리방법

음식명 만두피 만두속 조리방법 문헌

어만두 생선살, 녹말, 찹쌀가루 고기, 초장 넓게 얇게 포떠 소 넣고 끓는 물에 삶다 산가요록

어만두 생선, 녹말 석이, 표고, 송이버섯과꿩고기, 백자 허리 굽은 만두모양으로 녹말 묻혀 삶다.
음식디미방

숭어만두 숭어, 녹말 고기, 두부 
생강, 후추

숭어 살 포떠 소 넣고 허리 굽은 만두형상 만들어 토장
가루 새우젓국 끓이다

어만두 숭어, 녹말 소고기, 돼지고기, 꿩, 닭, 생강, 후추, 
파, 버섯, 석이, 기름, 간장, 잣

재료 다져 기름과 간장 넣고 볶아 밤알 크기 만들어 저
며 놓은 생선살에 싸 녹말 묻혀 삶아 초장에 잣가루 넣
어 낸다. 

증보
산림경제

어만두 숭어, 녹말 숙육, 숙저육 양, 꿩, 묵은닭 두부, 참기
름 소금, 생강, 파 잣, 후춧가루 만두 만들어 초장에 찍어 먹다 

원행을묘
정리의궤어만두 숭어, 녹말 양, 꿩, 묵은닭 숙육, 숙저육 두부, 참기

름 잣, 소금, 생강 파, 녹말, 후춧가루 숭어살에 소 넣어 만두탕으로 만들다

어만두 숭어, 녹말 저각 소고기 참기름 후추 숭어만두 삶다

어만두 숭어살, 녹말 소고기 돼지 닭 꿩 생강 천초 균훈 석이 
유장

다진 소 숭어 살로 싸 녹두분 입혀 장국에 끓인다. 임원십육지

어만두 생선, 녹말 소고기 소 싸 삶다. 초장 찍다. 동국세시기

어만두

숭어, 녹말 두부, 양, 제육,지단, 고추 파 생강, 잣가
루

천엽, 국화잎 송이 대하 전복에 각 소를 넣고 송편모양
으로 싸 끓는 물에 삶아 내다. 윤씨음식법

생선, 녹말 두부, 고기 생선피에 소 넣고 녹말 묻혀 삶다. 음식방문

민어, 녹말 소고기, 미나리, 숙주 생선피에 녹말 묻혀 소 넣고 삶다. 초장에 고춧가루 넣
어 먹는다. 시의전서

민어, 녹말 천리찬법 동일 생선피에 소 넣어 어만두 만들어 삶아 초장 찍다.
(만가필비)
조선
요리제법

도미, 녹말 고기, 표고, 숙주 생선살에 소 넣어 모양 만들다 간편
요리제법

숭어, 녹말 꿩, 닭, 소고기, 버섯, 표고, 생강, 후춧
가루, 기름, 간장, 깨소금

생선살에 녹말 묻혀 반달모양으로 삶아내 냉수에 식
혀 초장 찍다.

신영양
요리법

민어
민어, 정육, 표고, 오이, 실백, 녹말, 석
이, 간장, 깨소금, 참기름, 설탕, 후춧가
루

재료 다져볶아 생선살에 녹말 뭍여 송편모양 만들어 
솥에 체 걸고 담쟁이 잎 깔고 쪄 초장 찍다 조선요리법

숭어, 녹말 꿩, 닭, 소고기, 표고, 석이 생선살 포떠 녹말 묻힌 후 소넣어 삶다 냉수에 식혀 초
장 찍다

(주부의동무)
조선
요리제법

숭어, 녹말
숭어, 쇠고기, 돼지고기, 꿩, 닭, 생강, 
후춧가루, 버섯, 표고, 석이, 기름, 간장, 
녹말가루, 초, 잣

숭어살 저며 고기 다져 잣 넣고 양념하여 소로 넣어 끓
는 잠깐 삶아 식혀 초장 찍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생합만두 생합, 녹말 만두소 생합 녹말 묻혀 소 넣어 삶아 초간장 찍다. 음식방문

굴만두 굴, 메밀 간장 초 굴에 메밀가루 묻혀 데치다. 조선요리법

준치만두 준치, 녹말 고기, 실백 재료 다져 만두로 성형하여 장국에 끓인다.
윤씨음식법

전복만두 전복, 녹말 잣가루 전복 녹말 묻혀 삶아 잣가루 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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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별되었고 생 이스트를 사용하여 발효시킨 포자만두가
있었다. C 사의 경우도 만두의 종류는 타 회사와 유사하였으
나 바삭하고 쫄깃 거리는 맛의 찹쌀가루를 섞은 월병군만두
를 출시하였다. ㅎ사 의경우도 만두의 종류는 유사하였으나
해물만두를 출시하였는데 만두피에 파래가루를 첨가하여 건
강식으로 제조하였다.

(2) 시판 냉동 만두의 유통경로에 따른 품질저하 연구
냉동식품 만두는 온도변화에 따라 부패 변질이 쉬운 식품
으로 제조 유통 소비자 단계까지 저온유통(cold-chain system)
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온도인 −18oC
이하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품이 완전 동결상태라
하여도 판매처의 오픈냉장고나 냉동과 해동의 반복으로 인해
냉동 저장 중 얼음의 재결정화와 승화로 인한 조직의 파괴와
식품 표면의 건조, 단백질변성, 세균과 대장균 등의 오염으로
인한 품질손상을 들 수 있다. 결과 VBM(휘발성염기질소) 즉
단백질의 부패정도를 판정하는 척도에서−6oC에서는 저장 1
개월 후 급격히 증가 하였고 −18oC에서는 오픈형 냉장고의
시료가 저장 3개월부터 부패가 증가하였다. 또 지방성분
(TBA)의 변화는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였으며 고기
완자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오픈냉장고에서 실내등과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아 산화정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잦은 온도의 변화로 drip 유출로 인해 수분함량도 저하되었고
제품의조직감도 떨어졌다. 일반세균수는 저장초기 −6oC 다
소 증가하였다. 관능적 특성은 3~4개월 후 −6oC에서 고기완
자 돈까스, 만두 모두 품질한계치인 4점이하였으며 밀폐형 냉
동고에서도 6개월 후에는 품질한계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
다(Cho 2001).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선시대 주식류 중 만두의 종류와 조리방법을
분석하여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의 만두에 대한 조리방법
의 변천과 식품재료의 사용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고
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만두의 종류

1) 만두피 재료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반죽을 곡류가루를 사
용하여 메밀이 주로 사용된 만두로는 13개 문헌에서 15가지
의 다양한 명칭으로 메밀만두가 분석되었고, 밀가루를 주재
료로 사용한 만두로는 7개 문헌중 7가지의 슈교의가 분석되
었다. 또 밀가루나 메밀가루 콩가루 녹말가루 등을 단독사용
하거나 섞은 만두는 12개 문헌중 12가지의 만두명칭이 분석
되었으며 밀가루만을 사용한 변씨만두는 5개 문헌중 5가지가
분석되었다. 석류탕으로된 만두로는 3개 문헌에서 3가지의
만두가 분류되었고 편수는 6개 문헌 중 6가지의 만두가 있었
다. 그 외 기타만두로는 2개 문헌 중 9종류의 만두가 있었고,

누룩이나 효모를 사용한 만두로는 3개 문헌 중 5가지의 만두
종류가 있었다.

2) 만두피를 견과류, 야채류, 구근류, 연잎 등을 사용한 만
두로는 5개 문헌중 7가지의 만두가 명칭 되어 있었다.

3) 만두피재료가 육류, 조류, 알류를 사용한 만두로는 8개
문헌중 9개의 만두가 명칭 되어 분류되었다.

4) 만두피 재료를 어패류를 사용한 만두로는 16개 문헌중
22가지의 어만두 조리방법이 각각 소의재료가 조금씩 다르지
만 생선살을 이용하여 소를 싸는 형식은 동일하였다.

2. 만두에 사용된 식품재료

만두에 사용된 전체 식품 재료 중 곡류는 13종류로 12,38%
사용되었고 채소, 과일, 구근류, 견과류는 30종류로 28.57%
사용되었다 수산물, 조류, 육류, 어패류의 사용은 32종류로
30.48%가 사용되었고, 기능성재료는 10종류로 9.52% 사용되
었다 양념류로는 20종류 사용되어 19.05%를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만두 조리방법

조선초기의 만두는 주로 메밀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메밀로
반죽 할 때는 끊기를 주기위해 두부나 계란 의이죽을 쑤어 반
죽하였으며, 기타 녹말가루 콩가루 쌀가루 등을 섞어 만두피
를 제조하였다. 밀가루에 메밀가루를 섞거나 단독으로 사용
하였는데 만두소로는 고기와 야채, 두부, 표고 등을 넣었으며
18C부터 만두소에 숙주와 배추김치 등을 다져 소로 함께 사
용하였으며 고춧가루를 양념이나 초간장에 타서 함께 사용하
였다 또한 무를 소로 사용하다가 1900년대부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두의 모양으로는 삼각, 사각, 고욤,
괴불, 반달, 석류모양 으로 만들어 조선 초기에 펄펄 끓는 물
에 삶거나, 굽기도 하였으며 장국에 탕으로 조리하다가
17C~18C 차츰 찜기에 찌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16C ‘음식디
미방’에 밀가루를 발효시켜 만든 상화는 시루에 찌는 형식으
로 조리하였다. 또한 생선을 얇게 포떠 속에 만두소를 넣어 삶
아 내거나 육포를 만들어 잣을 넣어 만들기도 하였고, 육류나
어패류 자체를 삶아 재료만을 추출 성형하여 녹두가루 뭍여
삶아내 잣가루를 뭍히거나 식혀 초장찍어 먹는데 이러한 다
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것도 만두의 한 종류이다. 만두의
조리방법은 조선시대나 현재에도 삶거나 탕으로 끓이거나 굽
기도 하고 찜기에 찌기도 하는 등 조리법의 변천은 현재에까
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만두피 주재료에 따른 만두명칭별로 조리방법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① 메밀만두 조리방법은 메밀에 끊기를 주기위해 의이죽을
쑤거나 계란, 두부, 국수 등 부재료를 첨가하여 함께 반죽하
여 끊기를 주었으며 송편모양 고욤모양으로 소를 넣고 찌거
나 굽거나 물만두로 조리 하였다.
② 슈교의는 메밀과 밀가루로 반죽해 오이 쇠고기 표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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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으로 소를 볶아 넣고 반달모양, 고욤모양, 괴불모양 만들어
찜기에 찌거나 뚜껑 열고 삶아내었는데 더운 여름날 몸속이
열기로 가득차고 입맛이 없어지는 계절에 찬성질의 오이를
거죽만 벗겨 소금에 절이고 표고와 쇠고기를 사용하여 만들
어 찬 식품재료와 함께 영양을 취할 수 있어 조상들의 과학적
인 식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③ 밀가루만을 반죽하여 고기 야채 소를 넣고 여러 가지
새, 붕어, 보따리, 삼각뿔, 등의 모양을 만들었으며, 메밀과 쌀
가루를 섞어 만두를 만들기도 하였다. 기능적인 만두로는 밀
가루를 만두피로 사용하여 재료의 소를 특징적으로 오리 게
새우 등으로 구분하여 넣었으며 만두의 명칭도 재료의 이름
을 사용하였으며 치료음식으로는 밀가루만두피에 늙은 닭과
파 흰 부분을 푹 삶아 섞어 만두를 만들었는데 온뭄이 저릴
때 먹는다 하였다.
④ 상화는 쌀가루에 밀기울죽을 쑤어 누룩을 넣어 발효시
키거나 밀가루에 효모를 넣어 발효시켜 고기 등 소를 넣고 만
두를 만들어 찜기에 쪘다.
⑤ 변씨만두 조리방법으로는 메밀이나 밀가루에 소금물로
반죽하여 만두소를 넣고 삼각, 사각모양으로 만두를 만들었
으며 찜기에 쪄 참기름을 발라 차게 먹는다.
⑥ 석류탕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소를 넣고 석류모양 만들
어 장국에 끓였다.
⑦ 만두피가 토란 호두 두부 연근, 준시는 재료를 삶아 으
께 거나 주재료에 다른 재료를 추가하거나 주재료를 얇게 썰
어 자체로 모양을 내었다. 또는 대추모양이나 계란크기 등으
로 성형하여 삶아내었다.
⑧ 제육 생치 만두조리방법으로 돼지고기나 꿩살을 육포로
만들어 간장에 절인 후 건조하여 잣으로 소를 넣거나 잣가루
를 묻혀 반달모양으로 도련하였다.
⑨ 어패류 만두는 숭어 민어 도미생합 굴, 준치, 전복 등을
사용하여 생선을 얇게 포를 뜨거나 저며 고기소를 넣고 녹말
묻혀 끓는 물에 삶아내었다.

4. 우리나라 시판 냉동만두의 현황과 유통기간 장기화의 법

제정에 대한 제언

1) 정부보건당국은 냉동편의식품의 유통기한 단축과 위생
에 대한 법제정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제언한다(현재 냉동만
두유통기간 9개월).

2) 기업에서는 철저한 저온유통(cold-chain system)의 관리
를 해야 할 것이다.

3) 기업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제품개발로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제언한다.
이러한 문헌고찰의 결과를 자료로 이용하여 각 가정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만두를 만들어 가족
의 건강과 전통음식 즐기기를 기대하며, 산업현장에서는 이익
을 넘어 국민건강에 이바지 한다는 숭고한 기업가의 정신과
전통음식의 복원으로 다양한 메뉴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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