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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람들의 매운 맛 기호의 역사적 추이에 대한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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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nge of Chinese Piquancy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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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determines Chinese addiction to piquancy that the Chinese traditional food production laid excessively particular stress

on agriculture coming into being long before in the history and the state of Chinese food living was that the people were very

difficult to live. The history of Chinese addiction to piquancy could be traced back to prehistory. And in Chinese “hot” is

separated from “peppery” and it refers in particular to the piquancy more than general peppery. The character of “Hot”

appeared after Han Dynasty in Chinese. Capsicum was brought to China from the sea in the middle of Ming Dynasty. Then

it surpassed the formers soon and became the most popular and addictive piquancy food in China. Capsicum has many

names in China, such as “F nji o”, “H iji o”, “Làji o”, “Làh ”, “Làzi”, etc., and they indicate the geographical and

humanistic character of the distribution. <Zun Sheng Ba Jian> (eight books on preserving one’s health) is the earliest

history record about capsicum in existent Chinese history record that was finished in 1591. In this article the author puts new

opinion forward on the record in this book. It is because the hottest piquancy of capsicum, capsicum’s better adaptability

and low cost to plant combine with Chinese piquancy addiction at large that capsicum can replace the status of pepper and

other traditional peppery flavorings soon and cause worldwide attention to the Chinese piquancy addiction finally. The

human common characters of unchangeable inertia, depending to fully grow addiction and aggrieved delight are the most

important reasons to cause piquancy addiction that has formed a custom through long-repeated practice and this custom

do not change with condition change. The unbalanced spread process of capsicum in China shows that the region is poorer

and the addictive degree is d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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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의 사회생활을 제일 일찍 현실적으로 반영한 詩
歌集인『詩經』에는 “백성들은 참으로 소박하구나//그들의
희망은 매일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길 바랠 뿐이다.”1)라는 음
식이 인간의 생존에 대한 중요성을 직설적으로 기록한 문구
가 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음식과 욕구는 인간의 본성
이다”

2)라는 유교명언도 바로 詩經 문구의 사상적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과 남녀, 다시 말하면 영양과 세대의
전승은 결코 병렬적인 관계는 아니다. 음식은 보다 현실적이
고 결정적인 의의를 지녔다고 하겠다.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음식문화는 자연히 제일 먼저 기원되었고 그 내용도 제일 풍

부한 문화의 한 종류이다. 물론 여기서 일러둘 것은 고대 인
간들이 음식과 영양에 대한 인식이 오늘 날의 식품과 영양학
의 그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고대인들은 주로 생계를 유
지하기 위한 수요를 기본으로 인식하였고 음식에 대한 미적
감각과 가치판단마저도 상당부분이 “味”이라는 감각적인 측
면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겠다. 즉 대체적으로 경험적인 인식
과 行而上적인 思維 측면에 속한다고 하겠다.
옛말에 “좋은 맛에 대한 감각은 노소 막론하고 모두 같다”

3)

라는 했듯이 음식을 입맛에 맞추려는 적극적인 추구와 맛의
원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은 민족적 제한성을 뛰어 넘는 전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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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詩經·小雅·天保』, 淸ㆍ阮元校刻『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年 影印本 p412.
2)『禮記·醴運』, 淸ㆍ阮元校刻『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年 影印本 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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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공통한 문화특징 중의 하나이다. 동시에 서로 다른 민
족 또는 서로 다른 집단의 식생산, 생생활 및 식문화가 공간상
시간상에서 커다란 차이성을 띠고 있기에 집단 별로 맛에 대
한 인식이 뚜렷한 族群整體性을 띠게 되며 이 또한 민족의 개
성이기도 하다. 이러 시각에서 한 민족의 음식문화의 근본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려는 작업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
각한다. 본문은 중국인들이 매운 맛을 즐기는 민족의 음식문
화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이와 유사한 문
제에 대한 연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중국문헌에서 “辣”의 기술과 그 이해

“辣”자는 漢 이전의 문헌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北
魏 가사협의『齊民要術』「和 」에는 “朝歌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그 맛이 매우 맵다. 마늘 쪽 통째로 먹는 것이 바람직
하며 그렇게 아니하면 매운 맛을 잃게 된다.”4)라고 하였다. 이
문헌에서 여러 차례 “辣”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시진
(1518~1593)의『本草綱目』을 살펴보면 南朝 梁의 陶弘景이
“芥菜의 형태는 배추와 비슷한데 잎에는 뽀송한 털이 있으며
맛은 맵다”

5)라고 한 글을 인용해 놓았다. 이런 문헌들은 맛으
로의 “辣”에 대한 早期기록이다. 다만 唐代까지는 “辣”자를

보통 “ ”자로 표기하였다. 송『廣韻ㆍ曷韻』에는 “ , 辛
”; 『篇海類編·干支類·辛部』에는 “ ”는 “辣”과 같

다고 하였다. 『正續一切經音義』에서는 “辛이 심한 것을
이라고 한다. 江南에서는 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辛이라

고 한다”

6)고 하였다. 그 후 시대로는 “辣”자 많이 보인다. 예
하면 五代(907~960) 范資의『玉堂閑話·村婦』에는 “그의
집에서는 子를 재배한 적이 있는데 아낙이 그것을 채집
하여 끊인 후 절구질하여 고추 가루처럼 사용하였다”고 기록
하였다. 소동파는『春菜』에서 “숙주로 인해 늦게 일어났고
부드러운 신을 신고 밭에 나가 매운 채의 연한 잎은 줏는다”

7)

라고 하였다. 이상 문헌기록을 통해 중국 사람들이 적어도
1500 여 년 전에 이미 매운 “辣” 맛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
고 매운 맛을 내는 조미료인 “辣末”를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辣”은 일반적으로 매운 맛을 띤 음식원료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1500년 전에는 “辣”과 “辛辣”이란 두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는 않았다. 사실상 “辣”은 “辛辣”이란 단어에서 분
리되어 특별히 매운 맛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것은 辣은 일반
적인 辛을 초월하는 특별한 辛이고 辛辣은 신을 보다 확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이 “신”에 대한 인식은 보다 빠르다. 先秦시기
문헌에 이미 “신”을 제일 일찍 인식한 “五味”중의 한가지로
열거하고 있다.『呂氏春秋』에서 “요리하는 기술적인 요구
는 반드시 여러 원료의 단맛, 신맛, 쓴맛, 신(자극성)맛과 짠맛
등을 파악하는 것과 투입의 선후순서, 수량의 다소를 적절히
장악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객관적인 규칙이 있다……”

8)

고 하였고『楚辭』에서 “콩장, 소금, 초, 신맛, 단맛 등 조미
료를 적당히 국에 넣으라”

9)고 하였으며 또『周禮』에서 “요
리를 만들 때 봄에는 신 것을 위주로, 여름에는 쓴 것을 위주
로, 가을에는 매운 것(辛)을 위주로, 겨울에는 짠 것을 위주로
맛을 배합하여 맛나는 음식을 만든다”

10)고 하였다. 또『荀
子』에서 “단 것 쓴 것, 짠 것, 담백한 것, 자극적인 것, 신 것
그리고 독특한 맛 기호 등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11)고 하였
으며 보다 일찍 출간된『尙書』에서 “나무의 맛은 시고 풀
의 맛은 자극적(辛)이다”

12)고 하였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매
운 맛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선진시대에는 “辛”자는

넓은 의미에서의 매운 맛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
으로는 자극성을 지닌 야채를 가리킨다.
선진시기 이후 원전에서 “辛”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줄곧
모든 매운 맛을 지닌 음식이나 조미료를 가리켰다.『詩經』,
『禮記』,『楚辭』,『呂氏春秋』등에는 매운 맛 조미료로 椒,
桂, 姜, 蓼, 蓴( 荷), (紫蘇), (茱萸), 菲, , , 蒜,

 등을 기록해 놓았다.13) 晉代의 稽康은 “매운 것을 자주 맡
으면(그을면) 눈에 불리하며 돼지고기나 물고기를 먹는다 해
도 효과가 없다. 이는 모두가 아는 도리이다”

14)라고 하였는데
이기에서의 매운 것에는 매운 맛을 띤 음식을 포함한 모든 야
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辛辣한 맛의 생성과정과 단맛, 신맛의 생성과정은
다소 다른 것이다. 辛辣한 맛의 생성은 결코 단순히 혀의 미
각신경을 자극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요하게 촉각의
말초신경 또는 코의 점막을 자극하여 생성시키는 일종의 아
픈 느낌이다. 인간의 피부도 辛辣한 물질과 접촉하게 되면 아
픈 느낌이 생긴다. 고대 중국인들은 辛辣한 음식 속에 내포되
어 있는 휘발성 성분의 자극성이 인간들에게 독특한 흥분감
과 편안한 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하여 五味중의 하나
로 나열하였던 것이다.

4)北魏·賈思 ,『齊民要術』 卷8, “八和 ” 第七十三, 農業出版社, 1982年版, p449.
5)明·李時珍『本草綱目ㆍ菜部ㆍ芥』第26卷,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版, p2797.
6)唐·釋慧琳 等『正續一切經音義』卷70, 上海古籍出版社, 1986년판, p2797.
7)『東坡全集』卷九,『春菜』
8)『呂氏春秋·本味』孝行覽第二, 中華書局『諸子集成』 6.
9)東漢·王逸『楚辭章句·招魂』卷九,『四庫全書』本
10)『周禮·天官ㆍ食醫』, 淸·阮元校刻『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年 影印本 p667.
11)『荀子·正名』, 中華書局『諸子集成』二.
12)『尙書·洪範』, 淸ㆍ阮元校刻 『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年 影印本 p188.
13)졸작, 「調和之事 精妙微纖-三代期調味品簡述」『中國飮食史論』, 1990, 흑룡강성과학기술출판사.
14)魏·稽康『稽中散集』卷三,「養生論」『四庫全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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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 중국인이 장악하고 있은 辛辣한 식품

중국이 차지한 면적이 넓은 관계로 경내 생태환경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먹을 수 있는 식물종류가 대단히 풍부하다. 따
라서 사람들이 식용한 辛辣한 식물도 다양하였는데 그 중 보
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姜, , 蒜, 芥, 椒, 茱萸, 酒 등이다.
강: 생강은 옛날부터 남방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는데 특
히 사천의 것이 좋다.『呂氏春秋』에는 “제일 질 좋은 생강
은 楊朴에서 나는 생강이다”

15)라고 하였다. 양박은 지금의 사
천지역이다.『史記』에도 “강남에서는 생강과 桂가 난다…
巴蜀지역는 토지가 비옥하고 생강이 많이 난다…”

16)고 하였
다. 북위 가사협은 “중국(황하유역)은 생강재배에 적합하지
않다. 비록 재배는 가능하나 産量이 매우 적어 대체로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정도이다”

17)라고 한데서 고대에는
주로 강남지역에서 생강을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
황은 宋元시기에 들어서 점차 개변되면서 북방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으며 明淸시기에 이르러서는 북방지역에 대규모적
인 생강재배가 보급되었다. 이런 변화는 徐光啓가 그의『農
政全書』에 “오늘날 생강, 芥 등 식물들은 북방에서도 재
배하는데 성장세도 매우 왕성하다. 이 지역들은 전에 이런 식
물의 재배가 적합하지 않다던 지역이다”

18)고 한 것, 그리고
王禎의『農書』에서 생강은 술에 불려서 먹을 수도 있고 야
채를 대체하여 먹을 수도 있으며 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현재 북방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9)고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생강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에 사람들
은 일찍부터 생강의 경제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史
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한사람이) 천 의 생
강을 재배하였다면 그의 (경제력은) 千戶侯와 대등하다”.20)

이는 漢代에 생강의 재배는 이미 중요한 농산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대에 이르러서는 생강세금은 정부의 주요
한 세금종목이었다. 이는 太和 4년(830) 5월, 檢南西川宣撫
使, 諫議大夫 최융이 올린 상주문에 “……전에 생강, 토란(芋)
등 농산품에 대해 매 무 7~800문의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이
를 취소해주길 바라나이다”

21)라고 한 기록에서 알 수 있다.

파( ): 고대에는 “蔥” 또는 “ ”이라 하였다. 『山海經』
에는 “邊春의 산에는 蔥, 葵, , 桃, 李가 많이 난다”

22)고 했
고『玉篇·艸部』에는 “ 은 과 같다. 속칭이다”이라 하
였다. 또『禮記』에는 “파를 끓여 만든 탕은 제일 마지막으
로 한다”

23)라는 기록을 남겼으며『本草綱目』에도 “ 은

야생파를 가리키는데 산에서나 평야지대에서 모두 자란다”

24)

고 하였다. 파는 중국 내에 있었던 식물이며 야생파의 분포지
역은 상당히 넓었으며 사람들은 일찍부터 파의 성장규칙을
장악하여 광범위하게 인공적으로 재배하였으며 보편적으로
식용하는 야채종류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대에 “3월에는
小 (夏 )을 심고 6월에는 大 (冬 )을 심으며 7월에는
大, 小 을 모두 심을 수 있다”

25)는 파 재배의 경험담이 있었
다. 심지어 전문적으로 파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들도 생겼다.26)

마늘(蒜): 원래 아시아 서부 고원지역에서 나는 식물이었는
데 漢武帝 元鼎 4년(기원전113년)에 서역으로 출사했던 張騫
이 가져온 것이다. 한대에 민간에는 “張騫이 서역을 두루 돌
때 大蒜, 葡萄, 을 얻었다”

27), “張騫이 大宛의 마늘을
(가져왔다)”28)는 설이 있었다. 그리고 “뻐꾹새 울면 小蒜을 수
확한다. 6~7월에는 小蒜을 재배할 수 있고 8월에는 大蒜을 재
배할 수 있다”

29)라는 기록이 있다. 마늘은 한대에 이미 중원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었던 것이다. 그 후 가사협은 한대이래
의 마늘 재배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물가에서 자
라는 마늘은 조미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강소지역 사람들은 요
리할 때 대체로 이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마늘의 뿌리와 잎
은 비린내를 제거하는데 파나 부추보다 효과가 더욱 좋다. 그
리고 번식능력이 매우 강하여 한번 심으면 끊임없이 滋生하
고 만연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번송해진다. 간혹 일부를 베여
내여도 재빨리 자라난다. 몇 무를 재배하면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질의 좋고 나쁨에 별로 관계가 없으며 맛은 야생
보다 낫다”.30) 王禎은『農書·蒜條』에서 “북방지역에서 고
기나 떡을 먹을 때 마늘을 떠날 수 없다. 집집마다 마늘을 심
는데 어떤 집은 일년동안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1~2頃이
나 심는다”

31)라고 하였다. 이는 마늘 재배가 당시 북방지역에

15)『呂氏春秋·本味』, 孝行覽第二, 中華書局 『諸子集成』六.
16)西漢·司馬遷『史記ㆍ食貨列傳』卷百二十九.
17)北魏·賈思 『齊民要術』卷三, “種姜” 第二十七, 農業出版社, 1982, p157.
18)明·徐光啓,『農政全書』卷二,『四庫全書』本.
19)元·王禎,『農書』卷八, 上海古籍出版社, 1979年版. 
20)西漢·司馬遷,『史記·食貨列傳』卷百二十七.
21)後晉·劉 ,『舊唐書·食貨上』卷四十八, 『四庫全書』版.
22)『山海經·北山經』卷三,『四庫全書』本.
23)『禮記·曲禮上』卷二, 淸·阮元校刻『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年 影印本.
24)明·李時珍,『本草綱目·菜部· 』卷二十六,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版, p1588.
25)東漢·崔寔,「四民月令」『全上古三代秦漢三國六朝文·全后漢文』卷四十七, 中華書局 1958年版
26)後晉·劉 ,『舊唐書·張允濟傳』卷百八十五 上, 中華書局 1975年版.
27)宋·施宿 등『會稽志·草部』卷十七,『四庫全書』本.
28)宋·李昉 등『太平御覽』卷四百三十一,『四庫全書』本.
29)東漢·崔寔,「四民月令」『全上古三代秦漢三國六朝文·全后漢文』卷四十七, 中華書局 1958年版
30)北魏·賈思 『齊民要術』卷三, “種蒜” 卷四十四, 農業出版社, 1982年版.
31)元·王禎,『王氏農書』卷八,『四庫全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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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당히 보급되었고 재배면적도 아주 넓었음을 의미한다. 
겨자(芥): 일종의 매운 맛의 야채이다. 王禎은『農書』에서

“겨자는 ……辛辣하면서 剛介하기에 芥라 부르는 것이다
……제일 매운 것은 靑芥라고 하는데 줄거리와 잎이 모두 자
색이며 회를 먹을 때 이용한다. 白芥가 있는데 열매(子)가 기
타 겨자보다 크며 색갈이 입쌀처럼 희며 맛이 극히 매우면서
좋다……”

32)라고 하였다. 도홍경은 겨자는 “맛이 맵고 날 것
으로 먹거나 장을 만들 수 있다. 그 열매는 冬瓜 같은 식물을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이 있는데 장을 만들면
심히 맵다”

33)라고 하였다. 이시진은 “(겨자)씨의 크기는 蘇子
처럼 크고 자색 띤 것이 맛이 辛辣하며 갈고 물에 불려 겨자
장을 만들어 육식을 할 때 조미료로 사용하면 맛이 좋다”

34)라

고 하였다. 唐代에 이르러 “겨자는 도처에 있었고” 품종도 다
양하였는데 “맛이 극히 매운 것”이라 던가, “조미료 장을 만
들면 맛이 매우 좋은 것이라던가” 등등 “모두 매우 좋은 야채
로서 일일이 기록할 수 없었다”

35) 겨자는 중국에서도 매우 오
래된 辛辣한 맛을 띤 야채이며 그 재배시기는 늦어도 서한 이
전시기로 볼 수 있다. 서한 때 씌여진『尹都尉書』에는 “種
芥”란 목차가 있다. 일본학자 星川淸親은『식물재배의 기원
과 전파』란 저서에서 겨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겨자는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이미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화
남지역에서는 뿌리부분이 비대한 大辣芥를 재배하였고 화중
지역에서는 잎이 가느다란 銀絲芥를 육성시켰으며 화북지역
에는 뿌리부분이 비대한 大根芥를 많이 심었다”. 이상에서 중
국 고대에 芥菜를 널리 재배하고 식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椒):『詩經·唐風·椒聊』에는 “줄줄이 익은 花椒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가 달려있다”라고 기록이 있고 『楚
辭·九歌·東皇太一』에는 “계수나무 향으로 빚은 술과 椒
를 불려 만든 음료로 제사를 지낸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
서 나오는 초는 바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花椒를 의
미한다. 화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神農本草
經』에는 “秦椒”란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大椒”, , 花椒 등
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황하 중, 하류지역에 널리 재배되고 있
었다. 이시진은 “진초는 화초라고도 하는데 진나라 때부터 재
배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도처에서 재배하며 극히 번성하
다”라고 하였다. 蜀椒는『神農本草經』에서 下品에 열거하
였다. 일명 巴椒, 漢椒, 川椒, 南椒, 唐 , 點椒라고도 불렸다.

이는 “매우나 고소하지 않다” 또는 “맛이 독했다”고 한다. 蔓
椒도『신농본초경』에서는 하품에 열거되어 있다. 일명 猪
椒, 椒, 椒, 椒, 狗椒, 金椒라 불렸고 “山人들도 먹었
다”고 하였다. 地椒는 “북쪽 지역에서 나는데 작은 만초를 가
리킨다. 잎은 땅에 접촉된 채로 자라며 형태는 작고 맛은 약
간 맵다. 토인들은 양고기를 삶을 때 넣으며 향이 좋다”라고

하였다. 崖椒는 野椒라고도 하는데 현지 사람들은 닭이나 오
리고기를 볶을 때 사용하였다”. 胡椒는 당 고종(649~683) 때
편찬된 『唐本草』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으며 이 외 기타
唐代 편찬된 서적에서도 찾아진다. 예하면 蘇恭은 “호초는 西
戎에서 나며 ……조미료로 사용하여 먹으면 맛이 매우 辛辣
하다”

36)라고 하였고 段成式은 저서에서 “호초는 摩伽陀國에
서 난다 ……모양은 漢椒와 비슷하며 매우 辛辣하다. 6월에
수확하며 현재 덩어리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한다”

37)라고 하였
다. 이시진은 “호초는 그 맛이 고추와 근사하다 하여 호초란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상 고추류가 아니다……현재 동
남아시아와 월남, 운남, 해남 등 지역에서 모두 먹는다. ……
푸른 것이 더욱 맵다……현재 중국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일
상적인 식품이다”

38)라고 하였다. 唐代 이후로 호초는 사람들
이 보편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다. 이 같은 기호문화의
역사적인 배경과 물질적인 수요로 인해 호초는 근대에 이르
기 까지 국제무역의 주요품목으로서 해마다 중국에 대량적으
로 수입되었다.39)

수유(茱萸): 수유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종
류가 食茱萸이다. 식수유는 그 식용성과 재배지역의 廣泛性
과 시간의 長久性으로 인해 先秦以來의 典籍에는 각각 “ ”,
“ ”, “艾子”, “辣子”, “越椒”, “ 子” 등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남북지역에서 모두 생장하며 ……맛은 매우면서 쓰
기에 국에 넣는 것이 적합하며 맵고 향기로운 맛을 낼 수 있
다”.40) “ 은 곧 수유이다”

41). “『內則』에는……육류 요리
를 만들 때 가 필요하다…… 란 煎茱萸를 가르킨다”.42)

가사협은 수유의 식용과 재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
다: “식수유는 ……2월에 재배한다”.43) 상기의 역사사료들을
종합해 볼 때 고추가 중국으로 전해 들어오기 전 3000여 년
동안 수유는 줄곧 생강, 추, 마늘 등과 함께 중국 사람들의 매
운 것을 즐기는 기호를 만족시키는 주요한 음식자료였다.
술: 술은 사람들에게 독특한 辛辣감을 준다. 특히 알코올 농

32)元·王禎,『王氏農書』卷八,『四庫全書』本.
33)明·李時珍,『本草綱目·菜部·芥』第26卷, “集解”引,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版, p1606.
34)明·李時珍,『本草綱目·菜部·芥』第26卷,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版, p1607.
35)宋·羅愿,『爾雅翼』第七卷 “芥”, 『四庫全書』本.
36)明·李時珍,『本草綱目·果部·胡椒』第三十二卷, “集解”引,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版, p1858.
37)唐·段成式,『酉陽雜?』第十八卷, 中華書局 1981年版.
38)明·李時珍『本草綱目·果部·胡椒』第三十二卷, “集解”引,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版, p1858.
39)拙作,『中國飮食文化槪論』 高等敎育出版社 2003年版, p261.
40)『欽定授時通考』第六十八卷, “茱萸”,『四庫全書』本.
41)宋·林 『毛詩講義』卷三,『四庫全書』本.
42)漢·鄭玄注, 唐·孔穎達疏,『禮記註疏·內則』卷二十八,『四庫全書』本.
43)繆啓愉,『齊民要術校注』卷四, “種茱萸” 第四十四, 農業出版社, 1982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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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蒸溜酒는 마시는 자에게 매우 강렬한 辛辣감을 준
다. 중국에서 언제부터 증류주를 음료로 사용하였는지에 관
해 학계에 아직 정설은 없다. 그러나 元代에 보급되기 시작했
는데 먼저 몽골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
하다. 원나라 때 증류주는 “阿刺吉酒”

44)라 불렀고 “그 맛은 달
면서 맵고……좋은 술을 끓여 그 이슬을 모으면 阿拉吉이 된
다”.45) 그리고 만드는 공예, 맛, 원료 등 무엇에 중심을 두는가
에 따라 또 “燒酒”, “火酒”, “燒刀子”, “燒刀”, “白酒”, “白干”,
“老白干”, “高粱” 등 다양한 명칭들이 생겼다. 이시진은 “소
주 만드는 법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나라
때에야 비로서 그 방법을 장악하였다. 濃酒와 재강(糟)을 함
께 시루에 넣고 찧어 증기를 올라가게 하고 도구를 통해 그
이슬을 취한다……물처럼 맑고 맛이 극히 독한데 바로 酒露
이다”.46) 증류주가 출현하기 전 중국에서는 약 7000여 년간
줄곧 으로 빚은 米酒-醴-麥芽를 원료로 하는 단술을 마셨
다. 醴, 인류역사상 최초의 맥주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는
『尙書』에 나오는 저명한 “예주를 만들려면 반드시 로

발효시켜야 한다”

47)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증류로 술을 빚
는 방법을 장악하기 전 중국인들이 마셨던 米酒, 醴, 혹은 보
다 이른 시기에 출현되었을 자연발효로 만들어진 과일주 등
여러 품종의 술들은 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아 당시 辛辣한 맛
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선사시대 중국인
이나 기타 지역의 술을 독자적으로 발명한 민족들의 창조동
기를 살펴 볼 때 결코 술의 辛辣한 맛을 추구하려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알코올이 갖고 있는 사람의 신경을 흥분시키고
심지어 환각 심지어 억측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로 인해
우리의 선조들은 술에 대해 특이한 믿음과 의뢰를 갖게 되었
고 술은 인간세상과 귀신세상의 소통하는 매개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술의 辛辣한 자극성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알코올함량이 높아진 된 이후 즉 증류주가 발명된 이후의 일
이다. 필자는 20세기 60년대 중국 동북지역의 시골에서 교편
을 잡고 있었었다. 당시 시골의 생활이 보편적으로 가난했던
연고로 술안주는 대체로 파를 장에 찍어 먹는 정도였다. 이로
인해 당시 “파를 술안주로 하면 한잔 술이 두잔 술의 효과가
있다”는 유모어가 유행되었다. 뜻인즉 술 맛은 辛辣하고 파도
辛辣하니 매운 것에 매운 것을 더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
사람들은 자고부터 매운 맛을 즐겨 먹는 민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중국 고추문화의 특징 및 심층인식

1) 고추는 중국인들의 觀賞需要에 의해 유입된 것인가?
중국사람들이 고추와의 접촉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야 이루

어졌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신속하게 대부분 중국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매운 음식으로 자리잡았다. 고추의 원산
지는 아메리카 열지지역으로 인디안인들이 제일 먼저 재배하
였다. 고추는 중국의 경우, 호남지역에서는 “蕃椒”, 사천지역
에서는 “海椒”, 귀주성에서는 “辣角”, 양자강 하류지역에서
는 “辣虎”, 관중지역에서는 “辣子” 등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이
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또한 고추의 분포지리와 인문적인
특징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다.
고추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도경을 통해 중국에 전파되
어 왔는지에 대해 현존하는 고대문헌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明代 錢唐(지금의 항주)사람 高濂이 1591년에 완성한『遵生
八箋』에는 “蕃椒: 한데 엉켜서 자라며 꽃은 희다. 열매는 마
치 폐기하는 필두와 흡사하고 맛은 맵고 색은 붉다. 일종이다
(一種)”48)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고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강희 47년(1708)에 출판된『廣群芳譜』에
는 이와 거의 동일한 기록이 보인다.49) 다만『廣群芳譜』에
서는 “일종(一種)”을 “자종(子種)”으로 기록하였다. 두 문헌
기록에서 한글자만 다르게 기록한 점은 좀더 자세하게 음미
해 볼 여지가 있다. 고렴은 저서에서 번초를 열매모양이 폐기
한 필두와 흡사하고 색이 붉고 이쁜 고추라고 한 것은 일종
관상용 품종으로서 사실상 오늘 날에도 우리들의 생활공간에
서 가끔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一種” 외의 다른 품종
은 무엇이었을까? 종래 일부 학자들은 고렴의 상기 문구를 근
거로 당시 고추의 용도는 “단순한 관상용”이었다고 보는 견
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는 좀더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고렴이 “일종”이라 한 본의는 “한 가지 관상품”이라는 뜻
이지 “한가지 관상품종”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당
시 함께 존재하였던 기타 번초의 품종은 모두 관상용이었던
것은 아니다. 우린 비관상용 번초의 용도에 대해 추정할 수 있
다. 이런 기록으로 인해 고렴을 책망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
면 그는 본초학에 대해 상당한 연구가 있는 養生家로서 당시
비록 고추의 맛이 맵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고추를 식용으
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렴 뿐만 아니라 후세의 본초
가, 양생가들도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매운 것을 즐겨 먹는 것
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廣群芳譜』
에서 “일종”을 “자종”으로 바꾸어 기록한 것은 고추의 재배
방법 즉 생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고추의 성능을 묘사
한 것이다. 현재 항주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운 맛이 적당한 고
추품종인 “杭椒”를 심는데 이는 절강지역 사람들을 포함한
중국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추종류로서 거의 전국적으로 재배
되고 있다. 
康熙 27년(1688)에 출판된 陳淏子의『花鏡』에는 “蕃椒,

44)元·忽思慧,『飮膳正要·酒』第三卷, “阿刺吉酒”條, 中華書局 1985年版.
45)明·李時珍,『本草綱目·谷部·酒』第二十五卷, “集解”,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版, p1567.
46)明·李時珍,『本草綱目·谷部·酒』第二十五卷, “集解”,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版, p1567. 
47)『尙書正義·說命』 , 淸·阮元校刻『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年版, p175.
48)明·高濂,『遵生八箋』之五,「燕閑淸賞箋ㆍ四時花紀」下 “蕃椒”條, 巴蜀書社 1985년.
49)『御定佩文齋廣群芳譜·蔬譜·椒』卷十三附錄 “蕃椒”條,『四庫全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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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海風藤이라 하며 민간에서는 辣茄라 한다. 줄기 높이는
1~2자이고 엉켜 자라고 흰 꽃이며 늦 가을에 열매가 맺힌다.
모양은 폐기한 筆頭 같고 거꾸로 달리며 처음에는 푸른 색을
띠다가 주홍색으로 변하며 달린 모양이 볼만 하다. 그 맛이 제
일 매우며 사람들은 보통 매우 섬세한 가루를 내여 겨울에는
호초를 대체한다. 씨는 거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재배한
다”

50)라는 기록이 있다. “호초를 대체하였다”는 것은 당시 고
추는 이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즐겨 먹는 매운 맛 조미료였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극히 섬세하게 갈았다”는 기록에서
사람들이 매운 맛에 대한 의뢰 정도가 깊고 이용도 철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고추가 호초를 대체하여 중국사람들이 제일
즐기는 매운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필연
이라고 하겠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고추가 “그 맛이 제일 매
운”것과 환경적응성이 강하고 재배코스도도 저렴하였기 때
문이다. 역사문헌 중 고추에 대해 제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청 嘉慶 18년(1813) 초본가 章穆이 쓴『調疾飮食辨』이라 하
겠다. 이 책에서 고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辣枚
子: 최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즐겨 먹은 음식이 있는데 이
름은 辣枚라고 하며 일명 고추라고도 한다. ……즐기의 크기
는 한자 남짓하며 4~5월에 작은 흰 꽃이 핀다. 열매는 선후로
육속 달리며 처음에는 푸르다가 붉은 색으로 변하며 맛은 불
처럼 辛辣하다. 먹으면 입술과 혀가 붇기나 즐겨 먹는 사람들
이 많다. 소금에 절여 먹든지 날 것으로 먹든지 된장에 버무
려 기름에 튀겨서 먹는데 먹지 않을 때가 극히 적다. 가을에
이르러 제일 마지막에 자란 것은 색갈이 청홍색이 난다. 이를
뜯어 햇볕에 말려 가루를 낸 후 고추장을 만들어 먹는다. 모
양새는 다양한데 위가 크고 아래가 작은 놈이 있는가 하면 위
가 작고 아래가 큰 놈도 있으며 엄지손가락처럼 굴고 길이가
1~2촌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젓가락 끝처럼 가늘고 길이
가 불과 1~2분밖에 되지 않는 것도 있다.또 네모가 있어 감모
양이 있는가 하면 붉은 보석이나 火珠처럼 둥글게 생긴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화분에 심어 관상용으로도 사용한다. 현재
고추를 먹는 자는 7~80퍼센트가 되며 이로 인해 치질, 피를
토하거나 피변을 하는 사람 및 소아수두 등 병으로 죽는 현상
도 전에 비해 7~8할 많아졌다(부모가 매운 것을 즐겨 먹으면
그들의 精血도 필연적으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자녀에게 해가
유전되는 것이다.)”.51)『植物名實圖考ㆍ蔬部』권 6에는 “고
추는 도처에 생산된다. 강서, 호남, 운남, 사천에서는 중요한
채소로 간주한다. 그 모양은 둥글면서 뾰족하며 크기가 균일
하지 않으며 감, 筆管, 朝天 등 다양한 이름이 있다.『蔬譜』
나『本草』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으며 유독『花
鏡』에만 있다. 번초는『遵義府志』에 나오는 번초를 가리
키는데 일반적으로 海椒라 불리고 일명 辣角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은 끼니마다 먹는다. 길게 생긴 것은 牛角이라고 하고
위로 향해 자라는 것은 纂椒라고 하는데 극히 맵다……”.52)

여기에서 명말청초인 17세기 중엽에 고추의 재배는 중국전역
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소위 “즐기는 자가 많다”나

“끼니마다 먹는다”라는 구절은 고추가 이미 민간에서 보편적
으로 즐겨 먹는 매운 맛의 음식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부
터 중국사람들의 매운 맛에 대한 감각과 매운 맛에 대한 추구
는 명확하게 고추라는 식물에 고정적으로 집중되었던 것이다.

2) 중화민족이 매운 것을 즐기는 보편성에 대한 나의 인식
진 이래의 역사문헌을 살펴볼 때 중화민족은 원시농업시대
부터 매운 것을 즐겨 먹은 민족이었다. 고추가 중국에 유입되
기 전의 수천 년간 사람들은 주로 화초, 생강, 식수유 등 식물
을 통해 매운 맛을 내었다. 그러다가 매운 조미료에 대한 수
요의 증가와 해금정책이 다소 느슨해진 기회를 타서 명나라
중기이래 외국의 허다한 음식조미료가 중국으로 유입되고 신
속하게 전국에 확산됨으로써 중국의 전통적인 식생활, 식생
산에 혁명적인 촉진작용을 하였다. 고추는 이런 촉진 능력을
지닌 전형적인 조미료 중의 한가지이다. 고추가 중국으로 유
입된 후 신속하게 전국에 확산되었으며 결국에는 식물을 재
배할 수 있는 지역마다 고추가 재배되고 거의 모든 사람이 먹
는 중국사람들의 고추정서를 형성시켰다. 고추가 이처럼 신
속하게 화초 등 전통적인 매운 조미료들을 재치고 세계가 괄
목할 만한 중국인의 고추정서를 형성하게 된 것에는 그 합리
성과 역사적인 필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고추의 “그 맛
이 제일 맵다”와 “불처럼 辛辣하다”는 것과 토질 적응성이 강
하고 재배투자가 적은 것이 제일 중요한 “주관” 원인이라고

하겠다. 그 외 중국사람들이 매운 것을 보편적으로 즐기는 기
호와 대부분 지역이 재배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도 불가결의
외재적인 요소이다. “고추의 성은 장씨이고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다”, “고추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기이다”, “고추는 가
난한 사람의 기름이다” 등등 민간의 성구들은 고추의 보급성
과 음식문화 사회적 기반의 서민 대중성을 말해주고 있다. 중
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이른 시기에 이미 농업에 편중하는 식
생산전통과 백성들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가는 식생활상태
가 형성되었다. 이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국사람들이 매
운 맛에 대한 기호를 결정한 것이다. 관습은 쉽게 개변하지 않
고 오래 접하면 자연히 이 생기며 강한 자극을 통쾌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通性은 매운 맛에 대한 오랜 접촉으로 습관을
형성시키고 세월이 흘러도 습관만을 남게 하는 중요한 원인
이다. 흔히 “최고 음식 맛은 반드시 담담하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상 중국 서민들은 “담담한” 조건이 없었기에 老子가 말
한 “최고의 맛은 아무 맛도 없는 것”

53)이라 한 음식문화의 철

50)淸·陳淏子, 『花鏡』 ,北京農業出版社, 1979년 수정본.
51)淸·章穆, 『調疾飮食辨』第三卷 “辣枚子”條, 中醫古籍出版社 1987년판.
52)淸·吳其濬,『植物名實圖考』 “蔬部” 卷六, “淸道光28年(1848)蒙自陸應穀刻本.
53)老子,『道德經』下篇 第六十三章, 中華書局 『諸子集成』卷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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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최고경지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달할 수는 더욱 없었
다.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담담”하지 않는 고추정서와
음식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고추는 중국에서 보급되는 과정을 보면 전국 범위 내에 균
형적으로 보급된 것은 아니고 선명한 지역적인 불균형성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생활이 상대적으로 빈곤
한 지역일수록 고추에 대한 기호가 더욱 심했다. 
중국 민간전설에 의하면 하늘을 통치하는 옥황상제의 성은

“장씨”이고 그가 파견하여 지상사회를 관리하는 조왕( 王)
도 장씨라고 하였는데 백성들은 고추에도 장씨라는 성을 부
여하였다. 이는 고추가 어느 곳이든지 모두 있으며 또 제일 중
요한 음식조미료로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민간에서 “고추는 장씨이다”라는 성구는 매우 형성적이고 생
동하며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고추의 원산지는 아메리카이지만 아메리카에는 중국처럼
보편적이고도 심중한 고추기호는 형성되지 않았다.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세계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고추는 오랜 세
월을 걸치면서 해로를 통해 넓은 해양과 광활한 남양지역을
지나 중국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고추는 허다한 민족들
과 만나 다채로운 문화유형을 형성시켰지만 어느 곳도 중국
처럼 거국적으로 휘황찬란한 국면을 조성하지 못하였다. 
중국 전통적인 草本學에서는 매운 음식이나 辛辣한 맛은 “체
내의 냉기를 제거한다”고 한다.54) 때문에 이왕 연구에는 중국
사람들이 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체내의 냉습환 기운을 제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 이런 관점은 지리환경에
착안하여 문제를 분석한 것이며 일정한 계발성이 있는 견해
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중국사람들의 고추정서를 단순히 지
리적인 환경에만 국한시키는 견해는 편파적인 관점이라고 생
각된다. 위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에서 고추를 특별히 즐기는
지역이 세계의 기타 지역보다도 더 냉습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며 지구상 열대지역은 모두
중국의 사천, 운남, 귀주, 호남, 호북 등 지역보다 더욱 습하여
사람들이 관절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인도 등
몇몇 나라에서 카레를 즐기기에 매운 맛을 기호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한반도에
서도 매운 맛 기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매운 맛 기
호는 중국의 매운 맛을 특별히 즐기는 지역처럼 무절제하고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는 지리환경론으로 모여사는 민족 또
는 무리들의 매운 맛 기호의 형성원인과 지속되는 문화현상
을 해석하기에는 제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중국사람들이 매운 맛에 대한 이용

1) 조미료로 사용: 매운 맛 식물은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이

줄곧 주요한 기능이었다. 일찍 3000여 년 전 이미 일반 백성
들의 필수하는 조미료로 사용되었다. 당시 제일 대표적인 조
미료는 “芥醬”이었다. 개장은 당시 사람들이 물고기 따위 요
리를 할 때 필수하는 조미료였다.55)『論語ㆍ鄕黨』에는 “생
강 등 조미료는 제거하지 않고 많이 먹지 않는다”라고 하였
다. 이에 대해 魏의 何晏은 “생강은 辛辣하면서도 휘발성적인
자극성 냄새가 없기에 제거하지 않고 보류한다”라고 해석하
였다. 당시 생강은 비린내를 제거하는 조미료로서 제사나 연
회장소에서 사용하였다.『齊民要術』에는 辛辣한 맛이 짙으
면서 순수한 요리인 “八和 ”를 제작하는 방법을 기록하여
놓았다. 八和 란 “마늘, 생강, 귤, 白梅, 익힌 노란 밤, 찹쌀
밥, 소금, 초”

56) 등 8가지 물건을 일정한 비례로 찧어 배합하
여 조미료인 것이다. 그리고『廣五行記』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있다: “당 咸亨 4년(637), ……洛
洲司戶 唐望之 댁으로 스님이 한 분 찾아와서 말하기를 ‘출가
한 사람인데 늘 생활이 어렵습니다. 당신의 仁德을 듣고 찾아
왔는데 고기요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사호는 기꺼이 응낙하고 물고기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
자 스님은 ‘마늘이 있습니까?’고 물었고 ‘마늘이 떨어져 사와
야 합니다’라고 노복이 대답하자 스님은 ‘마늘이 떨어졌다 하
니 가는 것도 필요 없고 남으려고 해도 재미없다’고 대답하였
다’ ”.즉 마늘이란 조미료가 없으니 스님이 물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명한 미식가 李漁(1611-1676)는 저
서『閑情偶寄』에서 “芥辣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
다: “야채 가운데 생강이나 계같이 매운 맛을 띤 품종이 있느
냐? 있다. 바로 辣芥이다. 매운 즙을 만드는 개자는 오래 보관
해 두었던 것이 제일 좋다. 소위 묵은 것일수록 더욱 맵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음식을 버무리면 무엇이든지 모두 맛있다.
먹는 것이 마치 수양하는 사람이 좋은 해설을 듣는 것 같고
피곤사람은 피로를 잊게 하고 우울한 사람은 활달하게 하는
음식 중에 제일 좋은 맛이다. 나는 끼니마다 반드시 먹는데 이
는 공자가 말한 ‘생강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설법에 부합되는
것이다“.57) 이상에서 매운 식품이 조미료로서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의 보편성과 중요시하는 정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다. 
고추가 중국사람들의 주요한 매운 조미료로 자리잡은 후
튀긴 고추기름, 고추가루, 가추편, 고추장 등 고추를 주요 자
료하는 다양한 매운 조미료가 출현했다. 근간에는 겨자기름,
고추엑기스, 辣根 등 식품과학기술을 이용해 만든 제품들이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의 습관
이나 사용의 보편성을 살펴 볼 때 위에서 나열한 고추를 원료
로 만든 전통적인 조미료가 여전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매운
조미료이다. 

54)明·方有執,『傷寒論條辨』卷九,『四庫全書』本.
55)『禮記正義·內則』鄭氏注, 淸·阮元校刻『十三經注疏』, 中華書局 1980年影印本, p1466.
56)北魏·賈思 ,『齊民要術』卷八, “八和 ” 第七十三, 農業出版社, 1982年版, p449.
57)李漁,『閑情偶寄ㆍ飮饌部』卷五,「蔬食第一」 “芥汁” 條,『李漁全集』浙江古籍出版社, 1992년,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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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리의 원자재로 사용: 조미료가 아니라 요리의 주요 원
자재 또는 부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중국사람들이 고추에 대
한 또 다른 사용법이라고 하겠다. 푸른 고추볶음, 건두부와 청
량고추볶음, 소고기와 청량고추볶음, 편육과 고추볶기, 계란
토마토고추볶음, 고추찜 등등은 중국 어디서나 찾아지는 전
통적인 대중음식이다.

3) 의료보건작용: 민간에는 고추를 끓인 물에 불리는 방법
으로 동상을 입은 손이나 발을 치료하는 편법이 있는데 효과
가 매우 좋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 의학적인 연구와 임상실험
결과에 의하면 고추는 장질부사, 관절냉통, 기능성자궁출혈,
위냉통, 위계양, 허리와 다리통증, 수족이 힘없는 증세 심지
어 암도 예방하는 일정한 치료와 예방기능이 있다고 한다.

4) 기타 용도: 예하면 고추기름으로 나무가구를 칠하는 방
법도 있다. 필자는 어릴 적에 큰 엄마를 따라 고추기름으로 대
들보와 실내 창문을 칠한 적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고추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제일 많이 소
비하는 나라이고 동시에 제일 낭비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
점은 현대 중국사람들이 양식을 생산-소비-낭비하는 시대적
긴 풍기와 흡사하다. 전형적인 예로 20여 년이래 일반 음식점
에서 많이 주문되는 고추에 고기(또는 닭고기)볶기이다. 약 1
킬로 되는 붉은 고추에 몇 점 안되는 고기를 기름에 바싹 튀
겨내는 요리인데 그나마 고기만 찾아먹고 고추는 버리기에
낭비는 엄청난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주의 전통사용법을 하
루 빨리 개변시켜야 하고 나아가 날로 진보하는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고추의 유효성분을 충분히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
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사람들의 고추정서를 한층 승
화시키고 중국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복이 되는 고추문화와
고추문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초 록

중국은 일찍 농업에 편중하는 식생산전통과 백성들이 어렵
게 생계를 유지하는 식생활상태가 형성되었으며 이런 상황은
중국인들이 辛辣한 맛에 대한 기호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중
국인들이 辛辣한 맛을 즐긴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辣”字는 “辛辣”이라는 단어에서 분리하여 특별히 매
운 맛을 의미하는데 즉 일반적인 “辛” 보다 더욱 “辛”하다는

뜻이며 이 문자는 漢나라 이후에야 나타난다. 고추는 明나라
중엽에 해상을 통해 중국대륙에 전해 들어왔고 짧은 기간 내
에 중국인들이 제일 보편적으로 식용하고 좋아하는 매운 음
식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에서 고추는 蕃椒, 海椒, 辣角, 辣虎,
辣子 등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 분포의 지리적
특징과 인문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고추에 대해 최초로
기록한 한문문헌으로는 1591년에 출간된『尊生八箋』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문헌의 고추에 관한 기록에 대한 종래 연
구자들의 보편적인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였
다. 고추는 짧은 시간 내에 花椒 등 허다한 전통적인 매운 양
념들을 재치고 결국 중국인들의 고추정서가 형성된 것은 “그
맛이 최고로 매웠던 것(其味最辣)” 및 적응성이 강하고 재배
할 때 소요되는 인력물력도 적게 드는 것과 중국인들이 보편
적으로 매운 맛을 즐겼던 정서가 결합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관습은 쉽게 개변하지 않고 오래 접하면 자연히 이

생기며 강한 자극을 통쾌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通性은 매운
맛에 대한 오랜 접촉으로 습관을 형성시키고 세월이 흘러도
고추를 먹는 습관만은 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다. 고추가 중
국 대륙에서 불균형하게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생활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일수록 매운 맛에 대한 기호가 보다
강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중국인, 고추, 매운 맛 기호, 역사추이

(2001년 5월 초고, 2005년 9월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