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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ck (Korean traditional starch jelly) is very unique and the one of the oldest starch processing traditional food. The

typical ingredients for making muck such as acorns, mungbean and buckwheat have been eaten since the new stone age

or even before that era. This study was for investigation on the history of muck and its processing methods in the ancient

and the modern culinary literatures from the 1400’s to 1900’s. The summary of the reviews was as follows. In the ages from

the 1400’s to 1700’s, using starch powder, Se-myon and Chang-myon were made and their shape were like noodles instead

of cubical shape. It was after the 1700’s that muck making methods were revealed in the literature, like「Gyeong-do-jab-

ji」(1730) and「Go-sa-sib-e-jib」 (1737). The naming of muck might be from the time after 1800’s, in「Myoung-mul-ki-

ryak」 (around 1870) the basis of the names of Choeng-po (white mungbean jelly) and Whang-po (yellow mungbean jelly)

could be found. One of the most well-known muck dish, Tang-pyeong-chae, was recorded many old literatures, so it was

found that Tang-pyeong-chae was very popular and governmental policy of Tang-pyeong-chak influenced the food of the

common people. In 「Shi-eui-jeon-seo」 (late 1800’s) there were records of several types of muck and starch powder making

methods in detail which were handed down to the modern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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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통음식은 우리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보여주며 식문화

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또한 최근에는 현대

의 자본력 및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식

품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묵은 식품가공학적

측면과 식문화사적 측면의 의의를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대

표적인 전통식품이다. 원재료로 사용하였던 열매 혹은 곡식의

전분추출과정을 볼 때 우리민족의 뛰어난 가공기술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가장 오랫동안

식용되어오던 가공식품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의를 지니는 묵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전승 및 보존하고

현대에 부합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묵은 전분이 주성분이어서 특별한 맛은 없지만 특유의 향

과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주재료 혹은 채소와 함께 부

재료로 넣거나 무쳐서 양념 맛으로 먹는 음식이었다(한복진

2001). 묵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는데「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1999)에 의하면 ‘묵이란 도토리, 녹두, 메밀, 옥수수

등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녹말을 되게 쑤어 굳혀서 만든

음식’이라고 하였고, 조후종(2001)은 ‘묵은 곡식이나 열매를

맷돌에 갈아 앙금을 가라앉혀 물에 섞어 풀 쑤듯이 쑤어 굳

힌 음식으로 많이 이용되는 재료는 밤, 메밀, 녹두가 있으

며, 그 밖에 옥수수, 고구마, 동부 등도 이용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녹두나 동부전분 등의

호화 성질(Yoon 등 1989; Joo & Jung 1992; Kim 1994; Cho

& Kim 2000), 각종 전분 묵의 물성(Kim 등 1980; Koo

1985; Sohn & Yoon 1988, Kweon 등 1990), 묵 제조방법에

따른 품질특성(Choi & Oh 2001; Na 등 2002; Cho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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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기능성 재

료를 첨가한 새로운 형태의 묵 제조(Kim 등 2002a, Kim 등

2002b; Cho & Choi 2007)나 전분재료의 기능성(Sim 등

2004; Kang 2004; Lee 등 2005)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문화적 측면에서 도토리의 이

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고광민 2002) 외에는 묵과 관련된 문

헌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과 근대문헌에 나타난 묵의

조리 및 제조방법을 고찰하여 묵의 변천과 묵 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당시의 사회상과 식

생활 문화 등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되며, 현대적

음식으로의 묵의 가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

를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묵의 원료로 사용되는 도

토리, 메밀 등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

한 부재료를 첨가하는 새로운 묵의 가공 특성에 대한 연구

들이 활발해지면서 묵의 부가가치나 상품성을 높이고자 하

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는 묵이 갖는 식문화사적 측면에 주목하여 묵의 역사를 재

조명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고문헌 및 근대문헌의 원문 및 한글번역본을 토

대로 하여 각 문헌에 나타나 있는 묵의 원료, 묵 조리법 또

는 묵 유사 음식에 대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통

해 묵의 변천사 및 묵 쑤는 방법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자

료 조사 및 분석에 사용된 문헌은 크게 1400~1800년대 말

엽에 발간되었던 각종 고문헌과 1900년~1960년대에 발간

되었던 근대문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400년대~1800년대 말까지의 고문헌은「고려사」,「조

선왕조실록」,「산가요록」,「수운잡방」,「구황촬요」,「신

간구황촬요」,「음식디미방」,「요록」,「주방문」,「고사

십이집」,「증보산림경제」,「경도잡지」,「규합총서」,「임

원십육지 정조지」, 「조선왕조 궁중연회식 의궤」, 「동국

세시기」,「송남잡식」,「명물기략」,「사류박해」,「역주

방문」, 「시의전서」, 「연세대 규곤요람」 등이었다. 또한

1900년~1960년대의 근대 문헌은 「조선요리제법」,「조선

무쌍 신식요리제법」,「간편조선요리제법」,「조선요리법」,

「일일활용 신영양 요리법」,「할팽연구」,「조선요리」,「우

리음식」, 「가정요리」, 「조선요리대략」, 「이조궁정요리

통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묵의 원료로 사용된 과실(도토리) 및 곡류

(녹두, 메밀)의 식용 역사를 먼저 살펴본 후 고문헌 및 근대

문헌에 나타난 묵을 만들기 위한 가루 만드는 법에 대한 기

록, 전분재료를 이용한 묵 유사 음식에 대한 기록, 묵의 제

조방법 및 묵을 이용한 음식에 대한 기록에 관한 기록들을

정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묵의 원료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묵의 원료 과실 및 곡류의 식용 역사

묵을 먹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으

나, 묵의 원료가 되는 과실인 도토리와 잡곡류, 도토리, 밤

<Table 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도토리나 메밀 식용에 대한 기록

년 대 내 용

세종 6년
8월 20일

흉년에 대비해 도토리를 준비해두도록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농사가 흉년이 든 각 고을의 구황(救荒)할 초식(草食)은 정한 수량이 없기 때문에, 많을 때는 일을
전폐하기에 이르고, 적을 때는 흉년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오니, 지금부터 대호(大戶)에는 60석, 중호(中戶)에는 40석, 소
호(小戶)에는 20석, 잔호(殘戶)에는 10석으로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서 도토리[橡實]를 예비하게 하고, 농사가 비교적 잘
된 각 고을은 반드시 수량에 구애되지 말고 적당하게 예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16년
4월 24일

병조에 전지하여 남산, 백악산 등 소나무가 희소한 곳에 잣나무, 도토리나무를 심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남산의 안팎쪽과 백악산(白岳山)·무악산(毋岳山)·성균관동(成均館洞)·인왕산(仁王山) 등과 같
이 소나무가 희소한 곳에는 잣나무나 도토리나무 등을 심게 하라.”하였다.

문종 1년
8월 15일

구황에 쓸 황각과 도토리를 비축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 각포(各浦)에 비축한 구황(救荒)에 쓸 잡물(雜
物) 속에서 황각(黃角, 홍조류의 일종)과 도토리(橡實)은 다만 흉년에 먹을 만한 물품이 아니니, 청컨대 풍흉(凶)을 물론
하고 이를 비축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 1년
6월 2일

대사간 김수녕등이 작상·형벌의 엄밀함과 구황의 실시에 대한 것으로 상소하다.
지금 재앙을 구제하는 대책은 국가에서 조치(措置)하여 자세하고 빠짐이 없으므로 의논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으나, 그
러나 이문(移文)하여 책임지우는 것은 실제로 순시하여 책임지우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대저 보리를 바꾸어서 종자를
마련하거나, 소금을 구워서 식량에 대비하거나 메밀을 많이 심거나, 줄기와 잎을 아울러 거두거나, 심지어 도토리와 밤,
해채류(海菜類)에 이르기까지 절기에 따라서 거두어 저장하는 것이 진실로 재앙을 구황(救荒)하는 가장 긴절(緊切)한
것입니다. ....(생략)...

성종 4년
9월 5일

호조에서 금년에 흉년이 든 경기도를 구제할 방법을 계달하여 아뢰니 이에 따르다.
호조(戶曹)에서 계달하기를, “경기(京畿)는 금년에 흉년이 들었으니, 그 구제할 조건(條件)을 기록하여 아룁니다....(중
략)... 흉년에 준비할 물건으로는 도토리[橡實]·무우[菁菜]·산삼(山蔘)·도라지[桔]·메벼[粳]·메밀[木麥]의 꽃·줄
기·잎 등의 물건이 가장 적절하니, 일체 임진년(壬辰年)의 사목(事目)에 의하여 각 마을 백성들에게 두루 타일러서 많이
준비해 놓게 하고, 긴요하지 아니한 물건은 독촉해서 준비하지 말게 하여 소요(騷擾)의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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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용 흔적을 선사시대의 유적으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서울 암사동과 경기도 광주의 미사리, 황해도 봉산의 지탑

리 등의 선사시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토기, 갈돌과

갈판 등이 고루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채

집한 원료들을 가루로 만들었으며 이 가루에 물을 부어 끓

여 먹는 조리법인 죽의 형태로 화식(火食)하였을 것으로 추

측되었다(조후종 2001).

대표적인 묵의 원료인 도토리류는 채집에 의해 획득되었

으며, 참나무류의 종자인 도토리는 선사시대 이래로부터 조

선시대까지 한반도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주요 보

조식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도토리는 그 자체로

는 떫은맛이 강하여 먹기 어려우므로 담금과정을 통해 탄닌

을 제거한 이후에 조리하여 먹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김건수

2000). 도토리 외에도 묵의 원료가 되는 메밀과 녹두는 논

산 마전리의 청동기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농경

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기섭 2003).

1449~1451년의「고려사」제 33권에서는 농사가 흉년이

라 왕이 식찬(食饌)을 줄이고 도토리를 가져다가 맛보았다

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사」제 134권과 「조선왕조실록」

<Table 2> 묵 재료의 구황식 활용법, 효능 및 금기에 대한 기록

출 전 내 용

신간구황촬요
(1660)

메밀
-메밀(木麥)이 반쯤 익]어 줄기와 잎이 모두 부드럽고 연할 때에 베어서 말려 줄기와 열매를 가늘게 썰어 볶아서 방아에
찧어 체로 쳐서 가루로 하여 물에 타서 먹는다. 이 가루 1사발은 밥 1사발에 해당한다. 아침, 저녁 식사에 충당할 수 있
다. 만일 가을이 되기 전에 베어서 말려놓은 것을 볶아서 가루로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곡식 대신에 먹을 수 있
으나 늦은 가을이 된 후에 베어서 말린 것은 반드시 다른 곡식과 섞어서 먹어야 한다. 
도토리 등
-음력으로 2월 이후에는 밭에서 나는 채소나 산나물(山菜)이나 도토리(橡實)나 소나무 속껍질(松栢皮)과 박달나무잎(檀
葉)과 느티나무 잎(楡葉)과 쑥잎(蒿葉)등이 모두 굶주림에 먹는 식품들이다. 민간들이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먹는 방법이 반드시 다른 곡식가루와 섞어서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러나 곡식이 없어 그것만 먹으면 살 수 없다. 그러
므로 반드시 평소에 곡물의 여유가 좀 남아 있을 때부터 미리 절약해서 다른 잡물과 섞어 먹어서 보리가 수확되기 전에
곡물이 모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한다. 
올방개 뿌리
-올방개의 뿌리(烏芋)를 가루로 하여 먹기도 하고 또는 구워서 먹거나 삶아서 먹으면 배고프지 않다. 또 일명 가차라기
라고도 한다.「한서(漢書)」에 말하기를 형주(荊州)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가차라기를 캐내어서 먹었다고 했
다. 속명은 오매초(烏昧草)라고도 한다. 중국의 범중엄이란사람이 강회(江淮)땅에 순무를 할 때에 이 풀을 임금께 진상
했다고도 한다. 

임원
십육지
(1827)

녹두(綠豆)
-맛은 달고 성질은 차며 독이 없다.「신농본초」 
-원기를 돋우며 오장을 조화롭게 한다. 정신을 안정시키고, 12경맥을 잘 돌게 하고, 풍을 제거하고 피부에 윤기가 나게
하므로 항상 복용하면 좋다.「식료본초」 

-껍질째 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껍질을 벗기면 기를 약간 막히게 한다. 껍질은 성질이 차고 육질은 성질이 순하다. 잉어
젓갈과 같이 오래 먹으면 간이 노래지고 목마름증이 생긴다.「본초습유」 

-열을 내리게 하고 독을 풀어주니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약효를 없애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석씨식감본초」
교맥(蕎麥) : 메밀
-맛이 시고 성질은 약간 차며 소화하기 어렵다. 오래 먹으면 풍을 일으키고 머리가 어지럽다. 가루로 만들어 돼지고기나
양고기와 섞어 먹으면 8~9끼가 안 되어 열풍에 걸려 수염과 눈썹이 빠진다. 또 황어(黃魚)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천
금식치』

-위장을 좋게 하고 기력을 돋우며, 정신을 바르게 하고, 오장의 배설을 돕는다.『식료본초』
-메밀을 기를 내리고 장을 이완시키므로 위장을 원활하게 하고, 탁대(濁帶), 설사, 복통, 기가 치밀어 오르는 질환을 다스
린다. 비위가 약하고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원기를 손상시켜 수염과 눈썹이 빠진다. 맹선(孟詵)은 사람의 기력에 보탬
이 된다고 하였으나 맞지 않는 말이다.『본초강목』

-쌀밥과 함께 먹으면 해롭다.『석씨식감본초』
상(橡) : 도토리
-맛은 쓰고 성질은 조금 따뜻하며 독이 없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살찌고 건강하게 한다.『당본초』
-상수리는 과일도 곡식도 아니면서 사람에게 가장 이롭다. 신선이 되기 위해 복식(服食)하면서 아직 곡기를 끊을 수는
없을 때 먹으면 더욱 좋다.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강건하게 한다.『천금식치』

-상수리는 물을 갈아가며 15차례 담가 일어서 떫은맛을 제거하고 쪄서 익혀 먹는다.『구황본초』
오우(烏芋) : 올방개
- 맛이 달고 성질은 약간 차고 매끄러우며 독이 없다. 속을 덥게 하고 기운을 돋운다.「명의별록」
- 성질이 차므로 원래부터 냉기가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배를 부르게 하고 기가 차게 만든다. 어린아이가 가을에
먹으면 배꼽아래가 맺혀서 아픈 경우가 많다.「식료본초」 

- 가루를 내서 먹으면 위장을 두텁게 하고 배고프지 않다.「도경본초」
중보산림
경제

(1766년)

음식의 금기(食忌)
-메밀을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열이 나 수염과 머리카락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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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태종부터 정조대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도토리가 구황

식으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Table 1>에서 정리한 바

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흉년에 대비하여 도토리나

무 심기를 권장하였고 기근이 심할 때 도토리마저도 떨어졌

음을 애석해 하였다는 기록들로 보아 도토리가 당시 최후의

식량으로 중요한 구황식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메밀 역시 중요한 구황식으로 사용되어 흉년에 준비할 식

량 품목 중 하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한편,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고문헌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

아 이러한 묵의 원료들이 어떠한 형태의 조리법으로 식용되

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도토리는 죽이나 떡의 형태로 먹

었거나 혹은 이후 전분의 농도를 높여 되직하게 죽을 쑤었

던것을 굳혀서 원시적인 묵의 형태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

측된다. 또한 「구황촬요」(1554)에서는 메밀을 빻아 체로

쳐서 말아 먹는다는 기록과 밀국수보다 메밀국수나 메밀가

루로 만든 만두의 기록이 많은 것으로 미뤄볼 때 메밀은 국

수 형태로 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 묵 재료의 구황식 활용법, 효능 및 금기에 대한 기록

묵 재료로 사용된 녹두, 메밀, 도토리 등에 대한 구황식

<Table 3> 묵에 대한 기록이 있는 고문헌(1400년대~1800년대 말)

 출 전 연 도 저 자 묵에 관련된 내용
고려사 1449-1451 김종서,정인지등 도토리의 구황식 활용
조선왕조실록 1413-1865 - 도토리의 구황식 활용
산가요록 1459년경 전순의 세면, 만이창면, 창면법, 토장법녹두나화
수운잡방 1540년경 김 수 습면
구황촬요 1554년 세종조 편찬 메밀의 구황식 활용
신간구황촬요 1660년 신 속 메밀, 도토리, 올방개의 구황식 활용
음식디미방 1670년경 안동장씨 세면(쇠면, 녹말수비법), 착면법, 토장법녹두나화
요록 1680 작자미상 세면
주방문 1600년대말 하생원 세면, 토장법녹두나화
고사십이집 1737 서명응 녹두묵 만드는 법
증보산림경제 1766 유중림 녹말수비법/만이창면, 실국수, 소맥면, 창면법, 녹말법
경도잡지 1770 유득공 탕평채
옹희잡지 1800년대초 서유구 녹두묵(치자로 물을 들인 노랑묵)
규합총서 1815 빙허각이씨 녹말법/화면, 난면, 녹말법, 앵도편

임원십육지 정조지 1827 서유구
도토리의 효능, 도토리다식(상자다식방), 도토리죽(상자죽방), 메밀
의 효능

조선왕조 궁중연회식 의궤 1848 - 청포채(진찬의궤1848, 진작의궤1873, 진찬의궤1887)
동국세시기 1849 홍석모 녹두포로 만든 탕평채
송남잡식 1855 조재삼 탕평채의 유래(영조 때 송인명이 명명)
명물기략 1870년경 황필수 묵의 어원 소개(삭을 민간에서 묵이라 함), 탕평채의 유래
사류박해 1885 김병규 청포묵, 황포묵을 녹두부라 지칭/탕평채
역주방문 1800년대 중엽 작자미상 세면(수면)

시의전서 1800년대 말경 작자미상
녹말법, 갈분수비법, 제물묵법, 메물묵법/창면, 탕평채, 묵볶기(도토
리묵), 녹말편, 모과편, 앵도편, 복분자편, 살구편, 벗편, 들쭉편, 알국 

연세대 규곤요람 1896 작자미상 녹말법, 메밀말법/탕평채, 청포채, 어채, 봄의화채

<Table 4> 묵에 대한 기록이 있는 근대문헌(1900년~1960년)

 출 전 연 도 저 자 묵에 관련된 내용

조선요리제법 1917 방신영
녹두녹말, 도토리가루수비법/녹두묵, 노랑묵, 메밀묵, 묵/탄평채, 모
과편, 산사편, 묵물죽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1924 이용기
녹두묵, 녹말묵, 메물묵, 도토리묵/묵청포, 창면, 녹말편, 모과편, 산사
편, 앵두편, 묵물죽

간편조선요리제법 1934 이석만 묵/책면, 탕평채, 산사편, 앵두편, 녹말편, 묵물죽
조선요리법 1934 영남춘추사 녹말/챙면, 녹말편, 묵전유어
일일활용 신영양 요리법 1935 이석만 노랑묵, 메밀묵, 도토리묵, 록두묵/녹말편
할팽연구 1937 경성여사대 묵무침
조선요리 1940 이원규 탕평채
우리음식 1948 손정규 녹두묵, 도토리묵/녹두편, 묵물죽
가정요리 1940년대말 작자미상 탄평채, 녹말편
조선요리대략 1950 황혜성 제물묵법, 메물묵법, 녹두묵, 노랑묵, 도토리묵
이조궁정요리통고 1957 한희순 외 녹두녹말/책면, 앵두편, 묵채, 묵볶이, 청포탄평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1957 방신영
녹두녹말, 도토리가루수비법/녹두묵, 노랑묵, 메밀묵, 도토리묵/책면, 
화면, 탄평채, 앵두편, 녹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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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묵 가루 만드는 법, 묵 유사 음식, 묵류, 묵을 이용한 음식들의 출현 시기

연 대
내 용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1900년대 이후

묵 가루 만드는 법(수비법) ● ● ● ● ● ●
세면 ● ● ● ● ● ×
착면 ● ● ● ● ● ●
묵류(청포묵, 메밀묵 등) ● ● ● ●
탕평채 ● ● ● ●
황포묵 ● ● ●
과편(앵두편, 녹말편 등) ● ● ●

<Table 6> 녹말 수비법

출 전 내 용

음식디미방
(1670년경)

세면법
2~3월에 녹두를 갈되, 온 낟알과 뉘 (등겨가 붙은 알갱이)가 없도록 갈아, 이른 아침에 떠온 정화수에 담근다. 담
근 것을 덮으면 쉽게 상하므로, 뚜껑을 덮지 말고 그냥 물에 잠기게 하루를 둔다. 이튿날 새벽, 우물에 가서 물을
여러 번 갈아 준다. 씻은 녹두를 무명주머니에 넣은 후 잇꽃 (홍화)물 내듯이 쳐서 찬물을 많이 부어가며 치대어
아주 눅게(묽게)하여 관질 그릇에 가라앉힌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윗물은 버리고, 가라앉힌 흰 가루 위에 종이를
얹은 다음 위에 재를 덮는다. 물기를 머금은 재는 걷어내고 숟가락으로 가루를 긁어, 채반에 식지(밥상이나 음식
을 덮는 종이, 기름종이)를 깔고 그 위에 널어 말려 보관한다. 
착면법
녹두를 맷돌로 적당히 갈아 물에 담가 불린다. 충분히 불으면 껍질을 벗기고 또 맷돌에 갈아 물에 거르되, 가장
고운체로 거른 후 모시베로 다시 걸러둔다. 뿌연 빛이 없을 정도로 가라앉으면 웃물은 따라 낸다. 남은 뿌연 물을
그릇에 담아 두어 가라앉으면 또 웃물을 따라 내고, 가라앉은 가루를 식지에 얇게 넌다. 마르면 다시 찧고 체로
쳐서 가루로 만들어 둔다. 

주방문
(1600년대말)

토장 : 착면(着麵)
가루 만들기를 덥지도 춥지도 않을 때 녹두는 거피하여 덩어리 없이 갈아 물에 안치듯 하여 가라 앉거든 웃물을
딸고 모시주머니에 넣어 달아두었다가 물이 빠지고 덩어리가 굳거든 꺼내어 칼로 얇게 유지(油紙)에 넣어 볕에
말려두고 쓴다. 

증보
산림경제
(1766년)

녹말 만드는 법(造綠末法)
깨끗한 녹두를 골라내어 맷돌로 으깬 다음 물에 담가 껍질을 제거 한다. 맷돌에 갈아 즙을 만들고 올이 아주 가는
명주 자루에 담아 물이 담긴 동이 안에서 주물러 즙을 짜내고 그 찌꺼기는 버린다. 가라앉으면 물을 제거하고 앙
금만을 숟가락으로 떠내어 기름종이위에 펴서 햇볕에 말린다. 모든 녹말은 반드시 여러 차례 올이 가는 자루로
즙을 짜내야 좋다. 3월초, 나뭇잎이 피기 전에 만들 수 있다. 가라앉은 뒤 물을 제거하고 나서 하룻밤 지나 볕에 말
린다.

규합총서
(1815)

녹말법(綠末法)
녹두(綠豆)를 불계다소(不計多少)하고 거피하여 매에 갈아 체에 밭여 찌꺼기를 내고 다시 고운 무명(細木)자루에
넣어 잇물을 짜내하여 가는 비지 내기를 두세 번 하여 비지 없앤 후에 무리 안치듯하여 말릴 때 물 빠지거든 얇은
대칼(竹刀)로 얇게 쳐 말리라. 

시의전서
(1800년대말)

녹말 수비법
녹두를 타개서 물에 담갔다가 불면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는다. 껍질 벗긴 녹두를 메에 갈아 굵은 체로 걸러
서 무명 견대에 넣어 짜고, 물에 넣어 주물러 빨아 큰 자배기에 담는다. 이것이 가라앉으면 누른 물을 모두 따라
버리고 쓴다. 묵물죽도 쑤고 알국도 끓인다.
새로 물을 부어 손으로 저어 두었다가 그 이튿날 또 따르고 붓기를 여러 날 한다. 이렇게 하여 물이 냉수같이 맑
으면 물을 따라 버리고 볕에 놓아 물기를 거둔 후 앙금을 떠서 유지에 널어 바싹 말려 쓴다.

연세대 규곤요람
(1896년)

녹말법
녹두를 메에 타서 거피하여 두부 갈 듯 갈아서 두부 짜듯 짜되 비린 맛이 비지에 없도록 짜고 고운체로 받쳐 질그
릇에 안쳐 여러 번 물 갈아 안치면 물이 누런빛 없거든 딸고 종이로 물을 무쳐 낸 후에 유지나 백지나 얇게 널어
받치나니라. 녹말을 잘하여 두면 녹말 안 드는 음식이 없나니라.

조선요리제법
(1917)

녹말
녹두를 맷돌에 잘 갈아서 냉수에 담아 흠씬 불은 후에 두 손바닥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서 정밀하게 거피하여
가지고 맷돌에 곱게 갈아서 체에 쳐가지고 다시 헝겊주머니에 넣어 꼭 짠 후에 오랫동안 가만히 놓아두어서 가
라앉은 후에 윗물만 가만히 따라버리고 볕에 놓아서 잘 말러나니 거진 말러갈 때에 자주자주 덩어리를 깨뜨려서
바싹 말려 두고서 쓰나니 이 녹말을 만드는 시기는 이른 봄(三月초생)에 만들어야 하나니라.

일일활용
신영양 요리법

(1935)

록말(菉末)
록두를 맷돌에 잘 갈어서 냉수에 담어 잘 불녀가지고 두손 바닥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서 정일하게 거피(去皮)
하여가지고 맷돌에 곱게 갈어서 체에쳐서 다시 현겁주머니에 너어서 짜가지고 가만히 가라안처서 웃물만 가만
이 따라버리고 볏에 노아서 잘 말니나니 거진 말너갈 때에 자조 자조 멍어리를 깨트려서 밧삭 말여 두고서 쓰나
니 이 록말을 만드는 시긔는 일은봄(삼월초생)에 만드러야 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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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법이나, 효능 및 금기에 대한 기록은 「신간구황촬요

서」(1660),「임원십육지」(1827),「증보산림경제」(1766)

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다(<Table 2>).

「신간구황촬요」(1660)에서는 묵 재료들이 구황식으로 활

용될 수 있어서 메밀가루 1사발이 밥 1사발에 해당되어 아

침, 저녁 식사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고, 도토리는 다른

곡식가루와 섞어서 준비할 것이며, 올방개의 뿌리 또한 기

근 때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소개되어 있다.

「임원십육지」(1827)에서는 녹두는 원기를 돋우며 오장을

조화롭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피부에 윤기가 나게 하

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메밀은 위장을 좋게 하고 설사,

복통에 좋으나 성질이 차므로 소화가 잘 안되고 비위가 약

한 사람에게는 해롭다고 하였으며, 반면에 도토리는 독이 없

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사람에게 가장 이롭다고 하였다.

<Table 6> 계 속

출 전 내 용

이조궁정요리
통고(1957)

녹두녹말
녹말가루는 이른 봄에 녹두를 맷돌에 거칠게 타서 물에 담가 불여가지고 깨끗하게 거피(去皮)하여 맷돌에 갈아
서 고운채로 거른다. 이것을 무명자루에 넣어서 짜가지고 굽이 넓은 오지그릇에 담아서 앙금을 가라앉힌다. 맑
은 윗물은 따라버리고 말에 갈앉은 앙금을 채반에 백지(白紙)를 깔고 숟가락으로 똑똑 떠서 펴놓아 햇볕에 밧싹
말려 덩어리는 부서서 고운가루로 만들어두고 쓴다.
녹두녹말은 화채, 녹말편(綠末片), 녹말다식(茶食), 어채(魚菜), 어만두, 녹두묵을 만들 때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1957)

녹두녹말
녹두 녹말은 삼월초생이나 나무에 싹이 트랴고 하는 이른 봄에 만드는 것이니 조곰만 느저서 잎사귀가 나온 다
음에는 삭어지고 절대로 되지 않는다. 만들 때에는 녹두를 맷돌에 타서 물에 담가 하로 동안 불려 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잘 씻어 하얗게 거피해서 모래 없이 일어 놓고, 맷돌에 곱게 갈어서 고운체에 걸러가지고 헌겁자루에 넣
어서 힘들여 짜서, 다 충분히 물이 빠지고 찌기만 남거든 찌기는 비지를 하고, 물은 가만히 가라 앉혀서 웃물만
따라버리고, 앙금을 얇게 보재기에 펴놓아 볕에서 말리면서 자주자주 덩어리를 부스러 뜨려서 볕에 바싹 말려두
고 쓰라. 우에도 말했지만 나뭇잎이 싹트랴고 할 바로 그때에 만들어야 깨끗이 잘되고, 잎이 피기 시작할 때만 되
어도 발서 녹말이 쉬어서 냄새가 나고 또 삭아서 갈아 안쳐도 않고 뜨물같이 되고 마는 고로, 때를 꼭 맞우기에
주의해야 된다.

<Table 7> 세면류 조리법

출 전 설 명

산가요록
(1459년)

세면(細麵 : 실국수)
녹두녹말 5홉을 얼음물로 반죽하여 가마솥에 넣고 젓다가 끓는 물속에서 떠오르면 바가지에 담아서 나무젓가락
3~4개로 저어서 풀[膠]처럼 만들고, 또 나무젓가락을 들어 올려 실풀이 나오듯 하면 된다. 녹두녹말 7~8되를 그릇
에 담아서 위의 풀을 넣고 휘저어서 손으로 2~3자쯤 들어올려 끊어지지 않으면 바가지 밑에 솥발[鼎足]처럼 구멍
3개를 뚫는데, 손가락 끝이 들어갈 넓이로 한다. 왼손가락으로는 3구멍을 막은 채 바로 눈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바가지 치기를 멈추지 말고 곧 구멍을 열면 밑으로 흘러내린다. 끓여서 국수가 된 것은 얼음물에
담갔다가 씻어 꺼내고 장국에도 끓여서 쓴다.

수운잡방
(1540년경)

습면법
녹말은 희고 좋은 것을 골라 쓴다. 솥의 끓는 물에 바가지를 넣어 끓이다가 뜨거운 바가지를 내어 끓는 물 2되를
담는다. 아직 물이 뜨거울 때 녹두가루 2~3홉을 넣고 나뭇가지 두 개로 여러 번 휘저어서 풀같이 만드는데, 풀죽
이 될 때에는 끓는 물을 더 붓고, 묽을 때에는 녹두가루를 더 넣는다. 풀죽이 나뭇가지를 타고 끊어지지 않게 흐
를 때에는 녹두가루 5되를 더 섞는다.
 그 농도가 진꿀 같이 되면 새끼손가락 굵기의 구멍 세 개가 뚫린 바가지를 한 손에 들고 손가락 세 개로 그 구멍
을 막은 다음, 앞의 물 섞은 녹두가루를 담아 솥 안의 끓는 물에 흐르게 하면서 한 손으로 이 바가지를 두드린다.
바가지가 높을수록 국수는 가늘어진다.
 나뭇가지로 솥 안의 국수를 휘저어 건져 쓰면 된다. 국수의 좋고 나쁨은 생각하건대 풀죽이 난 것이냐, 잘 익었
느냐, 되냐, 묽으냐에 달린 것 같다.
*습면: 柴麵法『酒方文』, 漏麵쇠면『酒方文河生員』, 쇠면『음식디미방』,  細麵『要錄』

음식디미방
(1670)

쇠면법(絲麵法-면발이 가는 녹두국수)
쇠면을 만들어 쓸 때는 밀가루를 가장 곱게 하여 깁(비단)에 친다. 녹두가루를 두되 반죽하려면 밀가루 7홉을 의
이같이(율무처럼) 죽을 쑤고 그 죽에 녹두가루를 부드럽게 반죽하여 그것을 면본(면을 뽑아내는 틀)에 눌러댄다.
그것을 찬물에 씻어 건져 얼음물에 담가두고 쓰면 손님 예닐곱은 치를 수 있다.
여름 음식으로는 오미자차에 꿀을 타서 말면 좋고, 또 지렁국(간장국)에 말아 교태(고명)하여도 좋다. 죽을 쑤는
밀가루는 상화 만드는 좋은 가루를 써야 한다. 쇠면은 소(素)가 아니면 생치를 곱게 다져서 볶아 넣는다. 지렁국
(간장국)에는 교태(고명)를 하고, 오미자국에는 교태를 하지 않는다.
토장법 녹도나화(토장국 녹두수제비)
쇠면가루를 물에 묽게 풀어 너른 그릇에 떠놓고, 끓는 물에 중탕하여 한데 어리거든 그 끓는 물에 넣는다. 말갛게
익으면 찬물에 떼어 담가 희거든 약과 낱같이(작은 약과크기로) 썰어서 내놓는다. 토장국에는 교태(고명)를 하고,
오미자차는 꿀만 사용한다.
*토장법: 녹도나화(녹두나화)와 착면법이 혼합되어 있다. 참깨를 볶아 찧어 냉수에 걸러서 말면 토장녹도나화라
하고, 오미자국에 말면 착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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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방개에 대해서 속을 덥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반면 성질

이 차므로 냉기가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였다.「증보

산림경제」(1766)에서는 메밀이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

지 않다고 하였다.

2. 고문헌 및 근대문헌에 나타난 묵과 관련된 기록의 고찰

묵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문헌들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

여 고문헌(1400년대~1800년대 말)의 내용은 <Table 3>에

정리하였으며, 근대문헌(1900년∼1960년대)의 내용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조선시대의 고조리서 중 가장 오래된 문헌인「산가요록」

(1459)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묵 제조방법은 나타나

지 않고 녹두가루나 메밀가루를 이용한 면류에 대한 조리법

만 소개되어 있었다. 이후 1700년대까지 발간된 여러 문헌

들에서도 주로 면류에 대한 기록만이 나타나다가 묵 쑤는 방

법이 구체적으로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 이

후부터였다. 「고사십이집」(1737)에 나타나는 녹두묵 만드

는 법이 소개되었고 「경도잡지」(1770)를 비롯하여 본격적

으로 묵이나 묵 음식(청포채, 탕평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400년대~1700년대의 고조리서에서는 묵의 원료가 되는

<Table 7> 계 속

출 전 설 명

요록
(1680)

세면
녹두가루 1말을 연한 소금물에 섞는데 모양이 묽은 죽같이 되게 한다. 솥에 물은 펄펄 끓이면서 그 위에 구멍이
세 개 뚫린 표주박을 들고 그 위에서 앞서의 녹두가루 탄 물을 붓는다. 익는 대로 건져내어 냉수에 담갔다가 드릴
때에 맑은 장국을 쓴다. 또는 메밀 1말에 녹두 3되를 섞어서 곱게 찧어 가루로 만들어서 국수를 만들기도 한다.

주방문
(1600년대말)

쇠면(漏麵)
새 밀가루를 체에 쳐서 묽게 풀을 쑤어 두고 녹말을 물을 뿌려 설기 반죽하듯 엇갓 부빈 후에 그 물로 반죽을 알
맞게 하여 손에 묻지 않고 점점 묽어지면 박에 손가락 둘레 구멍 셋을 뚫어 손가락을 박아두고 그 반죽한 것을 박
에 부어 끓는 물위에 들어 손가락을 빼면 흘러내리니 가늘게 하려거든 높이 든다. 높일 때 젓가락으로 휘젖어 좋
은 자리에 그릇 담아 찬물에 부어라. 깨국이나 오미자국에 꿀을 타서 쓴다. 또 다른 반죽을 위와 같이 하되 잠간
되직이 하여 가는 국수틀에 누르라. 하기 쉽고 좋다. 

증보산림경제
(1766)

실국수(絲法)
녹말과 냉수를 잘 섞고, 별도로 송곳구멍을 낸 표주박을 만들어 끓는 물 위에 들고서 녹말즙을 표주박 안에 부으
면 그 즙이 각 구멍으로 흘러 내려가 끓는 물에 매우 가늘게 서려져 들어가 면이 만들어지니 곧 꺼내어 냉수에 넣
는다. 면의 굵기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하고자 한다면 표주박을 높이 들어야 한다. 즙을 만드는 방법은 위의 방
법과 동일하다. 시속에서는 수면(水麵) 또는 사면(絲麵)이라 한다.
녹말을 살구씨와 가까이 두면 문드러져 실 모양을 만들 수 없다. 
메밀국수(木麥法)
메밀을 가루로 만들어 수비(水飛)한 다음 베 위에 펴서 햇볕에 1말을 말리고 껍질을 깐 녹두 2되를 가루로 만들기
를 보통 방법과 같이 하여, 가는 국수틀에 찍어 흰 면을 만들면 맛이 뛰어나다. 혹은 메밀가루를 만들어 물과 반
죽한 뒤에 칼로 썰어 면을 만드는 것도 좋다.
갈분국수(葛粉法)
칡가루를 녹말과 섞어 실국수를 만들어 먹으면[곧 창면(昌麵)과 수면(水麵) 종류이다] 갈증을 풀 수 있다. 갈분은
간성(杆城, 강원도 고성군)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고 사석(沙石, 모래와 돌)에서 나오는 것도 매우 좋다.

임원십육지
(1827)

교맥면방(蕎麥麵方) : 메밀국수 만드는 방법
메밀을 빻아 가루로 낸 후 수비(水飛)하여 면포에 펴서 햇볕에 말려 가루로 한다. 이 메밀가루 1말에 녹두가루 2
되와 물을 넣고 풀같이 쑤어서 국수틀에 넣어 눌러 삭면(索麵)을 만들어 장국에 끓여 먹는다.
또는 메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여 나무판 위에서 밀어 칼로 가늘게 썰어 실처럼 가는 국수를 만든다.『증보산
림경제』

사면방(絲麵方) : 새끼처럼 꼬아 당긴 국수 만드는 방법
녹두가루에 냉수를 붓고 저어 묽은 죽과 같은 농도로 갠다. 바가지에 송곳으로 가는 구멍을 여러 개 뚫는다. 이
바가지에 반죽을 붓고 끓는 물에 대고 국수발을 뽑는다. 국수가 다 익으면 바로 꺼내어 찬물에 헹군다. 꿀을 탄
오미자즙에 넣어서 먹는다. 바가지를 높이 들수록 국수가 가늘어진다.『증보산림경제』
갈분면방(葛粉麵方) : 칡국수 만드는 방법
칡가루[갈근은 사석(沙石)에서 자란 것이 좋다]와 녹두가루를 섞어 사면(絲麵)을 만들어 먹으면 갈증을 없애준다.
『고사신서』

시의전서
(1800년대말)

시면
녹말로 국수를 눌러 오미자 국에 꿀을 타서 말고, 잣을 뿌린다. 오미자국은 오미자 1줌을 냉수에 담갔다가 진하게
우려내어 체에 밭쳐 꿀을 탄다.

연세대 규곤요람
(1896)

국수(局水法)
메밀말을 더운물에 되게 반죽하여 국수를 밀솥에 백수탕을 끓여 소라에 반죽한 것 담고 오래 짓이기다가 절반을
떼어 백수탕에 잠깐 정거내여 도로 한데 짓이겨서 끈기기 있게 하되 여러 번을 하여 반죽이 자연히 엿같이 늘어
나듯 하거듯 그 때는 국수통에 넣어 베보자기로 덮고 또 그 가에로도 보자기를 테두리를 하여 가으로 두르고 채
장을 눌러도 통가리로 반죽이 나오지 않고 밑에 굽으로 잘 흘르나니 국수발이 흘러 솥으로 날리거든 채쪽을 오
슬오슬 저으면 당장 썩하니 베채대로 솥에 담고 흔들흔들 하면 국수가 굴러 들어가느니 건져내어 냉수에 살금
헤어내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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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이나 열매로부터 전분 가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

은 있지만 묵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시기는 수비한 전분

(녹두가루, 메밀가루, 도토리가루 등)재료를 이용하여 묵 보

다는 묵과 유사한 조리법이기는 하나 면류나 음청류의 일종

인 세면 혹은 착면 형태(얇게 뽑거나 썰어서 국수와 같은 모

양으로 만들어먹던 형태)로 조리하여 먹었던 것으로 기록되

어 있었다. 이후 17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사십이집」

(1737)에 녹두묵 만드는 법을 비롯하여 본격적으로 묵이나

<Table 8> 창면류 조리법

출 전 설 명

산가요록
(1459년경)

창면(昌)
밀가루를 아주 곱게 펴서 여러 번 끊어 내어 물을 섞어 탄환만 하게 자른다. 참기름에 담갔다가 꺼내서 판 위에
놓고 반 자 남짓한 대통[箭竹]으로 아주 얇게 밀어서 칼로 길게 썬다. 양끝을 잡고 당겨서 소쿠리 위에 나란히 늘
어놓고 마르거든 저장하였다가 손님이 오면 곧 청장수(淸醬水)에 꿩고기나 닭고기를 넣어 끓여서 쓴다.
만이창면(漫伊昌)
메밀가루나 밀가루를 물에 반죽하여 판에서 밀되 매우 얇게 풀뿌리 모양으로 자른다. 끓여서 냉수에 맑아질 때
까지 씻는다. 각종 매운 향채[辛香菜]와 계란, 연한 고기를 모두 가늘게 썰어서 섞고, 참깨 껍질을 벗겨 즙을 내어
소금을 넣고 맛을 보아 적당하면 손님에게 내는데 맛이 토장(吐醬)보다 좋다.
토장(吐醬)
밀가루 1되와, 싸라기 1홉, 녹두가루 1홉을 물에 반죽하여 판에서 민다. 길이 2치에 너비 1치 반으로 자른 다음 대
광주리에 담아 끓여서 익으면 물에 행구어 차갑게 식힌다. 들깨즙과 간장에 여러 향채 기름진 고기 계란 편으로
썬 표고를 음식에 넣어서 먹는다.

음식디미방
(1670)

착면법
녹두를 .... 가루로 둔다. 쓸 적마다 가루 한 홉이면 물에 타는데 되지 않게 타서 혹 양푼 행기에 한 술씩 담아 더운
솥의 물에 띄워 고루 두르면 잠깐 사이에 익거든 찬물에 담갔다가 썰을 때 편편히 겹쳐 썰어 오미자차에 얼음을
넣어 쓰라. 오미자가 없거든 참깨를 볶아 찧어 걸러서 그 국에 말면 토장국이라 하나니라. 녹두 1말에서 가루 3되
가 난다.

주방문
(1600년대말)

토장 : 착면(着麵)이라고 하나니라. 
 녹말을 눅게 물에 타 얕은 향과 놋그릇에 얇게 깔아 끓는 물에 기울여 얇은 종이같이 엷게 익거든 찬물에 띄워
담가 너붓너붓 썰어 쇠면하듯 하여쓴다.

증보산림경제
(1766)

창면법(昌法)
녹말과 냉수를 잘 섞어 묽은 풀을 만들어 반 종지 정도를 놋쇠양푼 안의 끓는 물에 풀면 종이처럼 매우 얇게 덩어
리지면서 익으니, 이것을 꺼내어 내웃에 넣었다가 또 꺼내어 예리한 칼로 썬다. 즙은 꿀오미자즙이나 꿀순장즙
을 쓰는 것이 매우 좋다. 순장은 둘쭉이니 북도에서 나온다. 

시의전서
(1800년대말)

창면
 녹말을 물에 타서 체로 받친 것을 양푼에 조금씩 부어 끓는 물을 넣어 익힌다. 끓는 물은 양푼에 조금씩 떠서 둘
러야 고루 잘 익을 것이니, 일일이 집어 떼어 내어 냉수에 담그고 계속하여 여러 장을 해 내어 묵 치듯이 곱게 썰
어 꿀을 타고 잣을 뿌린다.

연세대 규곤요람
(1896)

봄의화채(春日花采法)
오미자 담근물에 녹말가루를 물에 묽게 타서 물을 끓이다 구리양푼에 기름 좀 바르고 끓는 물에 띄워 놓고 녹말
탄 물을 부어서 휘휘 둘러서 배지장 같이 익혀서 숟가락으로 일어 집어내서 냉수에 잠깐 담구다 체로 건져내서
가늘게 체쳐서 도미자국에 넣고 온잣 띄고 참꽃(진달래)도 띄고 먹느니라. 

조선요리제법
(1917년)

칙면
녹말을 물에 풀되 풀쑤는 것처럼 푸러놋코 얇은 양푼에 기름을 감간 발느고 녹말을 부은 후 얇게 펴서 겨우 양푼바
닥에 한겹 뭇하게 하야가지고 솟해 물을 끄리고 이 양푼을 너허 즙탕하야 익혀서 묵과 갓치 굿기든 곱게떠내셔 찬
물에 잠기노앗다가 먹을 때에 이거슬 채쳐서 한보시기쯤을 한 대졉의 꿀물에 타고 실백을 뿌린 후 먹나니라.

간편 조선요리제법
(1934년)

책면(춘,추 음식)
녹말을 물에풀되 풀쑤는 것처럼 푸러놋코 얇은 양푼에 기름을 잠간 바르고, 녹말을 부은 후 얇게 펴서 겨우 양푼
바닥에 한겹 붓고하야 가지고 솟에 물을 끄리고 양푼을 너히 중탕을 하야 익혀서 묵과 갓치 굿거든 곱게 떠내서
찬물에 잠거 노앗다가 먹을 때에 이것을 채를 쳐서 한보시기쯤을 한 대접의 꿀물에 타고 실백을 뿌린 후 오매자
국을 쳐서 먹나니라.

이조궁정요리통고
(1957)

책면
오미자는 냉수에 담가 일주야정도 푹 담거서 울커 가지고 체에 걸어놓고 여기에 설탕 끓인 물을 타서 단맛과 신
맛이 알맞은 오미자국을 만든다.
 녹말을 물에 풀어서 놋 쟁반이나 쟁첩 같은 넓은 그릇에 조금씩 떠놓아서 중탕해서 익힌다. 맑은 빛이 나기시작
하면 뜨거운 물에 아주 담거서 익혀가지고 찬물에 넣어 식힌다. 이것을 똘똘 마러서 채로 썰어서 오미자국에 넣
고 실백을 띄운다. 오미자국의 색깔이 열으면 식홍을 풀어 색깔을 알맞게 한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1957)

책면(여름철)
오미자를 물에 씻어서 냉수에 담가 두 날쯤 울여서 체에 밭아서 설탕을 타서 끓여서 다시 차게 식혀서 맛을 보아
너무 시지 않도록 물을 타고 꿀을 조금 쳐서 단맛을 알맞게 해가 지고 차게 두고, 치자를 잘게 끼뜨려서 물에 담
가 울려놓고, 녹말을 물 네 홉에 개어가지고 체에 밭아서 치자물을 조금 쳐서 빛을 곱게 해서 풀 쑤듯 한참 주걱
으로 저으면서 끓여가지고 반듯한 그릇에 담아 차게 두어 굳여서 놓고, 단단히 굳은 후에 가늘게 얌전히 채를 쳐
서 화채 그릇에 담고 오미자 물을 치고 실백을 띄워서 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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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 음식(청포채, 탕평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800년대 이후의 문헌에서는 앵두편, 살구편, 녹말편 등의

과편류가 기록되어 있어서 초기단계 묵 유사음식이 현대의

묵과 같은 형태(일정한 틀에 넣어 굳혀서 모형을 만든 후 먹

는 묵의 형태)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상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문헌에 나타난 묵에 대한

내용의 기록 중 묵 가루 만드는 법, 묵 유사 음식, 묵을 이

용한 음식의 출현 시기 및 이에 해당하는 변천사를 살펴보

면 <Table 5>와 같았다.

1) 묵을 만들기 위한 가루 만드는 법에 대한 기록

묵의 재료를 이용하여 가루를 내는 방법(수비법)에 대한

기록은 <Table 6>에 정리하였다. 수비법에 대한 상세한 방

법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 중 년대가 가장 앞선 것은「음식

디미방」(1670)으로써, 녹말가루를 이용한 면류(혹은 음청

류)인 세면과 착면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녹두가루 얻

는 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음식디미방」에 따르면

2~3월에 녹두를 불려서 맷돌에 간 뒤 이를 주머니에 넣어

주물러서 비지와 전분을 분리한 다음 여러 차례 물을 갈아

주면서 가라앉힌 앙금을 종이에 펴 말려서 녹두전분을 얻는

다고 기술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후의 문헌에서도 거의 유

사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1600년대 말엽으로 추정되는「주

방문」에서도 착면법을 설명하면서 녹두가루 수비법을 설명

하였고, 「증보산림경제」(1766), 「규합총서」(1815), 「시

<Table 9> 녹두묵(청포묵) 쑤는 방법

출 전 설 명

시의전서
(1800년대말)

제물묵 법
청포는 녹말로 하는데, 눅고 되기를 맞추어 쑨다. 치자물을 들여 쑤면 노랑묵이 곱다. 녹말 간 것은 가는체로 밭쳐
가라앉힌 후 물을 따르고 쑨다. 되면 딱딱하고 묽으면 누르니 뭉근하게 약한 불로 맞추어 쑨다. 소금기름깨소금
고춧가루를 넣어 무쳐 담고, 김을 부숴 얹는다.

조선요리제법
(1917)

좋은 녹두를 맷돌에 갈아서 냉수에 담가 칠팔 시간 불려서 거피하여가지고 맷돌에 곱게 갈아서 고운 주머니나
고운체에 걸러서 가라앉혔다가 웃물은 따르고 가라앉은 것으로만 묵을 쑤나니 솥에 붓고 풀쑤듯이 물을 맞추어
붓고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불을 때어 끓여서 다 익은 후에 그릇에 퍼놓아 굳치나니라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1924)

록두묵(제물묵 菉豆乳)
록두를 불려 거피하야 맷돌에 갈아서 면주전대에 넛코 한참 주물러서 다 걸러가지고 가리 안칫다가 웃물은 따르
고 가러 안즌 것으로만 쑤나니 솟헤 붓고 불을 때여 휘지어끄려서 다 익은후에 그릇에 퍼노아 굿치나니라.
록말묵(록말 菉末乳)
 록말을 물에 풀어가지고 솟헤 붓고 쑤되 묵도 되도 아니하게 몬지 조금 굿치 보아되거든 물을 치서 하는데 만일
물거든 랭수에 따로 록말을 되게 개어 더너코 저어가며 익거든 퍼내어 굿치나니라.

간편조선요리제법
(1934)

묵 [사철음식]
녹두를 불녀 거피하야가지고 맷돌에 갈어서 진대나 고흔 체에 밧쳐 한참 쥬믈너서 다 걸러가지고 가러안쳤다가
웃물은 따르고 가러 안즌 것으로만 묵을 쑤나니, 솟헤 붓고 풀쑤듯이 물을 맛츄어 붓고 불을 때어 끄려서 다 익은
후에 그릇에 펴노아 굿치나니라. 

일일활용
신영양요리법

(1935)

좋은 록두를 매돌에 갈어서 냉수에 담어 칠팔시간 불녀서 거피하여 가지고 매돌에 곱게 갈어서 고흔 주머니나
고흔 체에 걸어서 가러 안첬다가 웃물은 따르고 가러앉은 것으로만 묵을 쑤나니 솟에 붓고 풀쑤듯이 물을 맛추
어붓고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불을 때여 끓여서 다 익은 후에 그릇에 퍼노아 굿치나니라.

우리음식
(1948)

제물묵
녹두를 타서 물에 담갔다가 씻으며 껍질을 벗기고, 물과 같이 맷돌에 갈아서 고운 헝겊 주머니로 걸러서 두면, 밑
에 앙금(澱粉)이 가라앉고 웃물이 고인다. 그 웃물을 가만히 따르고 다시 물 16릿를 처음서부터의 분량즙을 같이
하여 뭉군한 불에 저어 가며 익힌다. 다 익으면 마치 풀과 같으니 적당한 그릇에 펴서 식힌다. 이 묵을 제물묵이
라 하여 빛이 녹두 비슷하고 맛이 좋다 
녹말묵(綠末묵)
녹두를 갈아서 앙금을 앉힐 때에 물을 여러 번 갈면 흰 앙금(澱粉)이 되느니, 이것으로 묵을 쑤면 희게 된다. 흔히
쓰는 녹말은 이 앙금을 말려 두고 쓰는 것이다.

조선요리대략
(1950)

녹두묵(綠豆묵) 봄철
녹두를 맷돌에타서 키로 까불어 물에 하루밤 담가 불여서 거피해놓고 이것을 맷돌에 곱게 갈아서 베자루나 혹은
검체에 걸러서 다시그릇에 가라 앉였다가 웃물(묵물)은 따르고(묵물로 죽을 쑤면 묵물죽이 된다) 밑에 갈아앉은
녹말로 묵을 쑨다. 녹두에 2.5倍쯤되는물로 풀쑤는 것처럼 주걱으로 저으면서 꽤 끓여서 그릇에 퍼서 굳인다(너
무 물그면 안된다 조르르 흘르도록) (갈아앉힌 녹말을 白紙에 똑떠노아 밧싹 말렸다가 음식 만들 적에 여러가지
로 쓰게 하면 매우 좋다)
제물묵
녹두물과 녹말하고 끓여서 굳인다. 묵과 맛이 좀 달으나 맛이 있다. 잣가루 깨소곰 기름 고추가루에 소금 혹은 간
장으로 양념하여 뭇여 먹는다.

우리나라음식
만드는법

(1957)

녹두묵(봄철)
녹두를 맷돌에 타서 까불어서 물에 담가 하루밤 동안 불려서 거피해놓고, 이것을 잘갈리는 맷돌에 곱게 갈아서
주머니에나 혹은 가는V겹체로 걸려서 가라앉혔다가 웃물은 따르고, 밑에 갈아앉은 녹말로 묵을 쑤나니 솥에 물
두되를 붓고 물을 펄펄 끓이다가 녹말에 물 반되를 타서 잘 풀어 가지고 풀 쑤는 것처럼 주걱으로 저으면서 부어
가지고 꽤 끓여서 푸나니, 적당한 그릇에 펴서 굳히라.
[비고]따라놓은 녹두물로 죽을 쑤어먹으면 맛이 별미이니 이것을 묵물죽이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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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서」(1800년대 말)에서는 모두 녹말 만드는 법을 다른

음식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규합총서」에서는

녹말 수비 과정에서 생기는 묵물을 이용하여 묵물죽, 알국

을 끓여 먹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 팥,

송화, 갈분, 수수, 율무도 녹말 수비법과 같은 방법으로 수

비한다고 명기하고 있어서 후대로 내려오면서 다양한 재료

들로부터 전분 가루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연

세대 규곤요람」(1896)에서 녹말법과 함께 뫼물말법(메밀가

루를 내는 법)이 이전의 자료에 비해 잘 기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녹말수비법은 근대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이어져 내

려왔으며,「조선요리제법」(1917),「일일활용 신영양 요리

법」(1935)를 비롯하여「이조궁정요리통고」(1957),「우리

나라 음식 만드는 법」(1957)에서 이른 봄에 녹두녹말을 만

들어 쓸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2) 묵의 원형이 되는 세면, 창면에 대한 기록

묵이 본격적으로 문헌에 출현하기 전에는 녹말가루, 메밀

가루를 이용하여 세면과 같은 면류나 창면과 같은 음청류를

만들어 먹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Table 7>,

<Table 8>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음식들은 묵은 아니지만

묵과 유사한 조리원리를 지닌 묵 유사음식이다. 현존하는 가

장 오래된 조선시대 조리서인「산가요록」(1459년경)에서는

세면, 만이창면, 창면, 토장법 녹두나화에 대한 조리방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수운잡방」(1540년경)의 습면법, 「음

식디미방」(1670년경)과「요록」(1680)의 세면법, 토장국 녹

두나화, 착면법 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즉, 초기단계에서

는 녹말전분이나 메밀전분을 이용하여 네모난 형태의 묵으

로 굳혀서 먹기보다는 세면과 같이 가느다란 면류(국수형태)

로 뽑거나 창면과 같이 종이처럼 얇게 익혀서 썰어서 면류

나 음청류로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근대문헌에서 세면은 더 이상 소

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세면이 주식에 해당하는 면

류로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

다.「음식디미방」(1670)에 의하면 녹두 1말에 불과 3되를

얻는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원료에 비해 소량만을 얻을 수

있는 녹두전분으로 주식으로 쓸 수 있는 면류를 만드는 것

은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 다른 면류에 밀

려 사라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유사한 국수 모양

이지만 오미자국물에 말아 음청류로 먹었던 창면은 여전히

근대문헌에까지 소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조리법이 전해

져오고 있다.

3) 묵과 묵 쑤는 방법에 대한 기록

오늘날과 같은 묵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1700년대 이후

조선 중기의 문헌에서야 본격적으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

다. 「고사십이집」(1737)에서 ‘청포는 녹두로써 두부처럼

만든다. 그러나 자루에 넣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목기에 담

아서 응고시킨 후 이용한다. 가늘게 썰어 초장에 무쳐 나물

로 한다’고 하였고, 「임원십육지」에서 인용한「옹희잡지」

(1800년대 초)에는 ‘반드시 녹두로 만드는데 치자 물로 빛

깔을 내면 맑은 노랑색이 나므로 매우 아름답다. 황두(黃豆)

로 만든 것은 빛깔맛이 다 같이 떨어진다’고 하여 청포묵을

응용한 황포묵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사

류박해」(1885)에서도 묵을 두부의 일종으로 보았는지 ‘녹두

부(綠豆腐)’라고 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이성우

1985). 이는 두부와 묵이 재료나 조리원리 측면에서는 다소

<Table 10> 녹두묵(황포묵) 쑤는 방법

출 전 설 명

명물기략
(1870경) 일명 노랑묵, 녹두묵을 쑬 때 치자물을 섞어서 노란색이 나게 한 것

시의전서
(1800년대말) 치자물을 들여 쑤면 노랑묵이 곱다.

조선요리제법
(1917)

녹말을 물에 풀어서 솥에 붓고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불을 때어 끓여서 묽은 죽같이 될 때에 즉시 치자물을 쳐서
섞어가지고 그릇에 담아 굳쳐서 쓰나니라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1924)
록말묵(록말 菉末乳)
... 치자를 치먼 노랑묵이 되나니라.

일일활용
신영양요리법

(1935)
녹말을 물에 풀어서 솟헤 붓고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불을 때여 끄러서 묽은 죽같이 될때에 즉시 치자물을 처서
석어가지고 그릇에 담어 굳처서 쓰나니라(치자물은 물 한종자에 치자 한개를 깨트려 넣어 울릴것)

우리음식(1948) 노랑묵 녹말묵에 치자물을 타서 만든 것이다.
조선요리대략

(1950)
청포(노랑묵) 봄철
녹두묵과 같으나 묵을 쑬적에 치자물을 넣어서 적당히 물을 디려서 굳인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법

(1957)

청포(노랑묵) 봄철
물 반 종자에 치자 반개를 잘게 부스러뜨려 넣어서 우려가지고 까제에 바처놓고, 물 두 홉을 남비에 담아 화로에
올려놓아 끓이고, 물 한홉에는 녹말을 풀어서 놓고(이것은 즉시 녹말이 갈아 앉으니까 저어가지고) 남비의 물이
펄펄 끓을 적에 풀어놓은 녹말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조곰씩 부어 익도록 끓이나니 이렇게 해서 묽은죽 같이 엉
기거든, 즉시 치자물을 색을 알맞게 타서 적당한 그릇에 담아 굳이면 묵이 된다.



묵의 역사적 고찰 83

차이가 있으나 재료를 분쇄하고 가열한 후 틀에 부어 식혀

서 성형하는 제작 과정의 유사성에서 볼 때 두부와 묵을 연

결지어 지칭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1800년대 이전의 문헌에서는 ‘묵’이라는 명칭을 직

접 사용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묵’이라고 하는 음식명에

대한 기록은「명물기략」(1870년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

다. 「명물기략」에서는 ‘녹두 가루를 쑤어서 얻은 것을 삭

(索, 얽힐 삭, 새끼 삭)이라 하는데 속간(俗間)에서는 삭(索)

을 가리켜 묵( , 두겹노 묵, 말고삐 묵)이라고도 하는데,

묵이란 억지로 뜻을 붙인 것이다. 녹두묵은 노랑 것을 황포

(黃泡), 파랑 것을 청포(靑泡)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이

성우 1985). 실제로「명물기략」이전에 저술된「임원십육

<Table 11> 메밀묵 쑤는 방법

출 전 설 명

시의전서
(1800년대말)

메밀을 찧어 키로 까불러서 물에 담갔다가 밀을 건져서 빻아 체로 걸러서 쑨다. 이때 눅고 되기를 맞추어 뭉근하
게 약한 불로 한다.

조선요리제법
(1917)

모밀을 더운 물에 담거 불려서 거피해가지고 절구에 찧어서 물을 부어가면서 체에 바쳐서 가러앉혀가지고 웃물
은 따라버리고 솥에 쏟아 넣고 물을 쳐가면서 불을 때고 쉬지말고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쑤어 그릇에 담아 굳치
나니라.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1924)

메물묵(모민 蕎麥乳)
메물을 불려서 거피하야 가지고 절구에 찌어서 물치고 매에 가라서 체에 받터 가라안처가지고 웃물은 따라버리
고 만드나니라.

간편조선
요리제법

(1934)
메물묵을 만들랴면 메물을 더운물에 불려서 거피해가지고 절구에 찌어서 물을 붓고 체에밧혀 가러 안쳐가지고
만드나니라.

일일활용
신영양요리법

(1935)

모밀묵
모밀을 더운물에 담거 불려서 거피해가지고 절구에 찌여서 물을 부어가면서 체에 바처서 갈어 안쳐 가지고 웃물
은 붓어버리고 솟에 쏟아 내고 물을 처가면서 불을 때고 쉬지말고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쑤어 그릇에 담어서 굳
치나니라.

조선요리대략
(1950)

메물묵(모밀묵) 겨울
모밀을 잘 댁여서 물에 불여 거피해서 절구에 찌어 물부어 체에 바쳐서 앙금을 가라앉힌다. 웃물은 버리고 묵을
쑨다. 물을 펄펄 끄리다가 앙금을 물에 타서 넣고 저어가며 끓여 그릇에 퍼서 굳이어 쓴다. 소금 기름 파 깨소금
고춧가루를 묻혀 먹는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법

(1957)

메밀묵(겨울철)
메밀을 잘 닦여서 더운물에 담가 불려서 정하게 씻어가지고, 절구에 넣고 찧어서 물을 부어 체에 바처서 가라앉
혀서 웃물은 따라버리고 밑의 앙금으로 쑤나니 먼저 솥에 물을 붓고 펄펄 끓이다가 앙금에 물을 타서 저어가면
서 부어 끓이나니, 쉬지 말고 저으면서 풀쑤듯이 쑤어 적당한 그릇에 담아 굳히라. 메밀묵은 소금 기름에 무치는
것이니 파 채친 것과 고춧가루를 치고 무치라.

<Table 12> 도토리묵 쑤는 방법

출 전 설 명

조선요리제법
(1917)

도토리를 물에 담가 불릴 때에 자주자주 물을 갈아 붓고서 울여서 떫은맛이 없도록 울이고 껍질을 다 벗기고 맷
돌에 갈아서 고운체에 바쳐가지고 가라 앉혀서 웃물은 버리고 가라앉은 것을 솥에 붓고 물을 치고 저어가면서
끓여서 묽은 죽과 같이 되거던 퍼서 그릇에 담아 굳치나니라.

일일활용
신영양요리법

(1935)

도토리를 물에 담어 불닐 때에 자조자조 물을 갈어 붓고서 울여서 떫은맛이 없도록 올니고 껍질을 다 벗기고 매
돌에 갈어서 고흔체에 밧쳐가지고 갈어 안처서 웃물은 버리고 가라앉은 것을 솟에 붓고 물을 치고 저어가면서
끓여서 묽은죽과 같이 되거던 퍼서 그릇에 담어 굿치나니라

우리음식
(1948)

도토리를 맷돌에 갈아서 물을 담가 떫은 맛을 없앤 다음, 웃물은 따라 버리고 가라앉은 녹말을 풀 쑤듯이 끓여 그
릇에서 식혀 굳힌다.

조선요리대략
(1950)

도토리묵(겨울)
도토리를 것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타서 물에 여러날 두고 물을 자주 갈어 우려 쓴맛을 다 빼어가지고 속껍질을
벗이고 잘 씻어서 절구에 찌여가지고 시루 앉여 잿물 내리는 法과같이 물을 부어 독기를 다빼버리고 다시 맷돌
에 곱게 갈아가지고 겹체에 걸러서 물부어 가라 앉여서 밑으로 다 가러앉거든 웃물버리고 녹말을 볕에 말리어
두고 쓴다.
묵 쑬 적에는 끓는 물에 도토리가루를 따로 잘 개여 가지고 끓여 넘어서 펄펄 잘 끓여서 찬물 부어 식으면 소금을
넣고 잘 보둘러서 열맹이에 내려 소곰을 덜고 참기름 종지에 따로 담아놓고 찍어 먹도록 한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1957)

도토리묵(사철)
자그마한 남비에 물 네 큰사시를 부어서 화로에 놓아 끓이고, 도토리 가루에는 물 두 큰사시를 부어서 충분히 저
어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 손빨리 저으면서 부어서 쑤어 가지고 맨위를 반반하게 만들어서 약한 불에 한참 뜸을
드려서, 냉수를 부어 식히면 더 단단히 굳어지리니, 이렇게 만들어서 꺼내어 보면 윤택이 나고 하늘하늘하고 보
드럽게 보인다. 이것을 먼저 얇게 썰어가지고 가늘게 채를 쳐서 통김치를 채쳐서 넣고 여러 가지 약념을 해서 먹
기도 하고, 또는 반듯반듯 하게 얇게 썰어서 소금과 기름과 깨소금과 고춧가루를 쳐서 무쳐 먹기도 하나니, 이 묵
은 대개로 겨울에 많이 만들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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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827)에는 ‘이시진(李時珍)의「본초강목」에는 “녹두를

등청하여 가루를 만들어서 이(餌), 둔(頓), 고( ) 등을 만들

수 있고, 껍질을 비비면 삭(索)이니, 삭은 곧 새끼처럼 길게

당긴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중국 사람들은 삭병(索餠)

이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면(絲麵)이라 한다.「옹희

잡지」’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삭면’ 혹은 ‘사면’과

같이 녹두가루로 만든 국수의 형태로 먹던 것이 후에 두부

와 같은 형태의 묵(녹두부)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실제로 제물묵법, 메물묵법, 묵볶기 등과 같이 오늘날

과 같은 묵의 형태나 묵을 이용한 음식이 조리서에 본격적

으로 나타난 것은 「시의전서」(1800년대말)부터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오늘날과 같은 묵의 형

태나 조리방법은 1700년대 이후에서야 문헌에서 그 근거가

나타나고 있으며(「고사십이집」1737,「경도잡지」1770,「동

국세시기」 1855), 묵이라고 하는 명칭은 1800년대 이후에

서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명물

기략」1870년경). 문헌에서 탕평채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

작한 것도 1700년대 중반 이후인데, 탕평채의 조리방법이

처음 소개되고 있는 「경도잡지」(1770년경)에도 탕평채의

재료로 녹두묵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녹두유(綠豆乳)라고 하

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묵의 형태에 비해 묵

이라는 이름이 명명된 것이 더 나중의 일인 것이라는 추측

을 뒷받침해준다.

묵을 쑤는 방법은 녹두묵(청포묵), 녹두묵(황포묵), 메밀

묵, 도토리묵으로 나눠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9~12>에 정리하였다.

녹두묵(청포묵) 쑤는 방법에 대해서는 1800년대 말엽의

「시의전서」,「조선요리제법」(1917),「조선무쌍 신식요리

제법」(1924)과「간편조선요리제법」(1934),「일일활용 신

영양 요리법」(1935),「우리음식」(1948),「조선요리대략」

(1950),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1957)의 문헌에서 찾

아볼 수 있었다. 특히「시의전서」에서는 제물묵법, 메밀묵

<Table 13> 탕평채(탄평채)에 대한 기록

출 전 설 명

경도잡지
(1770)

녹두유(綠豆乳, 녹두묵)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녹두묵, 돼지고기, 죽묘(竹苗, 죽순)를 가늘게 썰어서 초장으로
무쳐서 차게 하여 봄 늦게 먹는 것이다.

동국세시기
(1849)

녹두포(菉豆泡) (청포묵)를 만들어 잘게 썰어 돼지고기 미나리 김을 섞고 초장을 쳐서 무쳐 매우 서늘하게 봄날
저녁에 먹을 수 있게 만든 음식을 탕평채(蕩平菜)(묵청포)라 한다.

송남잡식
(1855) 포에다 牛猪肉을 섞은 채를 蕩平菜라 하는데, 이른바 滑菜(雜菜의 일종)이다. 

연세대 규곤요람
(1896)

녹두묵 炭平采默法
녹말물을 잘게 치고 육회를 잘게 쳐서 재여 볶으고 마늘 이파리를 데치고 하여 꿰 비비고 마늘과 파를 갖은 고명에
미나리 썰고 한데 무쳐서 초치고 담어 놓고 회에 비빈 것을 남겼다가 위에다 뿌리고 잣가루 고춧가루를 뿌린다.

시의전서
(1800년대말)

묵을 가늘게 채 치고, 숙주와 미나리는 데쳐서 잘라 양념하여 무친다. 쇠고기는 다져서 볶아 넣고 숙육은 채쳐 넣
고 김은 부수어 넣는다. 깨소금 고춧가루 기름 초를 합하여 지령에 간을 맞춰서 묵과 한데 무쳐 담고, 위에 김을
부숴 얹고 깨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린다.

조선요리제법
(1917)

노랑묵을 채치고 미나리를 잘러 쇼금에 잠간 져럿다가 기름에 복가 넛코 편육과 제육편육을 채쳐 넛코 또 황화
채와 목이를 채쳐 너흔 후 간쟝과 초를 치고 뭇쳐서 접시에 담고 고쵸가루를 죠곰 뿌리나니라.

간편조선요리제법
(1934)

탕평채(춘,추,동절음식)
 노랑묵을 채치고, 미나리를 한치거리식 잘너 소금에 잠간 져렷다가 물짜가지고 기름에 복가 넛코 편육과 제육
편축을 체쳐넛코 또 황화채와 버섯과 표고와 목이를 채쳐 기름에 복가서 너은후 간쟝과 깨소금과 초를 치고 뭇
쳐서 접시에담고 고초가루를 조곰 뿌려나니라.

가정요리
(1940년대말)

묵은 굳은 껍질을 베어내고 얇게 저며서 가늘게 채쳐 놓고 숙주는 꼬리를 따고 씻어서 데처서 냉수에 헹궈 물을
꼭 짜놓고 미나리는 다듬어서 센지 길이로 잘라서 소금을 뿌려 잠간 두었다가 꼭 짜서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새
파랗게 볶가논다. 쇠고기는 가늘게 채쳐서 갖은 약념을 해서 볶아놓고 계란은 황백을 나누어 지단을 부쳐 가늘
게 채쳐놓고 김은 타지 않게 구어서 부스러뜨려 놓고 이상과 같이 준비가 되으면 큰 그릇에 숙주와 고기 볶은 것
미나리 파 마늘 이긴것 과 깨소금 기름 실고추를 넣고 간을 맞추어 잘 섞은 후에 여기다가 묵과김을 넣고 초와 설
탕을 치고 간을 맞추어 접시에 담고 계란채를 뿌리고 실백을 얹어서 상에 놓는다.

이조궁정요리통고
(1957)

소고기는 육회로 썰어서 양념(간장, 설탕, 후추가루, 깨소금, 참기름, 파, 마늘)에 재고 미나리는 4~5 cm길이로 잘
라 참기름에 볶으고 편육은 채로 썰어놓고 계란은 황백(黃白)으로 지단을 부쳐서 채로 썬다. 청포를 썰어서 초장
(식초, 간장, 설탕, 파, 참기름, 후추가루, 깨소금)에 뭇이고 육회, 편육, 미나리 볶은 것을 한데 섞어서 접시에 담고
알지단과 김을 구어 부서서 뿌린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1957)

탄평채(봄, 여름철)
묵을 정하게 씻어서 굳은 껍질을 베어내고 얇게 저며서 가늘게 채쳐놓고, 숙주는 꼬리를 따고 잘 씻어서 펄펄 끓
은 물에 데쳐서 냉수에 헤워 물을 꼭 짜 놓고, 미나리는 뿌리를 따버리고 잎을 따고 손가락을 두마디 기리로 잘라
서 소금에 뿌려 잠간 두었다가 꼭 짜서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새파랗게 볶아놓고, 고기는 가늘게 채쳐서 갖은 약
념을 해서 볶아 놓고, 계란은 얇게 황백미로 나누어 지단 부쳐서 가늘게 채쳐 놓고, 김은 틔를 정하게 골라 타지
않게 구어서 부스러트려 놓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으면 큰 그릇에 숙주와 고기 볶은 것과 미나리, 파, 마늘, 이
긴 것과 깨소금, 기름, 실고추를 넣고 간을 맞추어 잘 섞은 후에, 여기다가 묵과 김을 넣고 초와 설탕을 치고 간을
맞추어 접시에 담고 계란채를 뿌리고 실백을 얹어서 상에 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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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녹말슈비법으로 나눠 묵 쑤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었는

데, 1900년대의 조리서인 「조선요리제법」에 기록된 내용

과 유사한 것을 미뤄볼 때,「시의전서」의 내용이 현대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1924)과 「우리음식」(1948), 「조선요리대략」

(1950)에서는 제물묵과 녹말묵 쑤는 법을 구분하여 설명하

고 있었으며,「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1957)에서는 봄

철에 주로 쑤어 먹는 녹두묵을 만드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Table 9>.

녹두묵(황포묵) 쑤는 방법은「명물기략」(1870년대 경)에

서 치자물을 섞어 노란색이 나게 한 것이라는 내용을 시작

으로, 「시의전서」(1800년대말), 「조선요리제법」(1917),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1924), 「일일활용 신영양 요리

법」(1935),「우리음식」(1948),「조선요리대략」(1950),「우

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1957)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위의

문헌들을 통해 황포묵이 녹두묵에 치자물을 타서 만든 것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0>.

메밀묵 쑤는 방법은 녹두묵 (청포묵) 쑤는 방법을 기록한

문헌에서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시의전서」(1800년대 말

엽), 「조선요리제법」(1917),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1924),「간편조선요리제법」(1934),「일일활용 신영양 요

리법」(1935), 「조선요리대략」(1950),「우리나라 음식 만

드는 법」(1957)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Table 11>.

도토리묵 쑤는 방법은 「조선요리제법」(1917), 「일일활

용 신영양 요리법」(1935),「우리음식」(1948),「조선요리

대략」(1950),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1957)에 기록

되어 있다. 도토리가 선사시대에서부터 식용되어왔으나, 도

토리묵 쑤는 방법에 대한 기록은 「조선요리제법」(1917)에

서부터야 확인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는 바와 같이

도토리는 중요한 구황식으로 비축해 두었다가 주로 죽류나

떡과 같은 형태로 조리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임원십육지」(1827)에서는 도토리를 이용한 음식으로 상자

죽(橡子粥), 상실주(橡實酒), 상자병(橡子餠), 상자다식(橡子

茶食) 등에 대한 기록이 있어 죽, 술, 떡, 다식 등으로 다양

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도토리의 경우는

녹두묵이나 메밀묵보다 더 나중인 근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

으로 묵으로 만들어 즐기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Table 12>.

4) 묵을 이용한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기록

1700년대 이후 묵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묵을 이용한

음식들의 조리법도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묵 음식으로 유명한 탕평채를 비롯하여 묵무침, 묵볶이에 대

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탕평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770년경의

「경도잡지」, 「동국세시기」(1849), 「송남잡식」(1855)등

의 문헌들로써 이전의 고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탕평채

<Table 14> 묵 음식 종류별 조리법

묵 음식 종류 출 전 설 명

묵채
이조궁정요리통고

(1957)

묵은 씻어서 굳은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저며서 채로 썰어 놓는다. 미나리는 다듬어서 4~5 cm길이로
잘라 소금을 뿌려두었다가 꼭 짜서 번철에 살짝 볶아 놓는다. 소고기는 채로 썰어서 양념(간장, 설
탕, 후추가루, 깨소금, 파, 마늘)하여 볶아 놓는다. 계란은 황백으로 나누어서 지단을 부쳐 채로 썰
어 놓는다. 편육은 얇게 저며서 가늘게 채로 썰어 놓는다. 이상의 여러 가지 재료를 그릇에 담고 양
념장(간장, 식초, 설탕, 후추가루, 깨소금, 참기름, 파)으로 간을 맞추면서 고루섞어 놓고 실고추와
실백 김 구운 것을 부서 뿌린다.

묵무침
할팽연구

(1937)
和へ物類: 외생채: 夏 가지나물: 夏秋, 무나물: 秋冬, 콩나물: 四季, むく酢和へ 묵뭇침: 四季, 미나
리강회春, 잡채(雜菜): 四季

묵볶이

시의전서
(1800년대말)

묵은 두께를 사방으로 같게 골패처럼 썰어 쇠고기를 다져서 재워 넣는다. 거기에 물을 조금 붓고,
깨소금후춧가루기름을 합하여 넣고 찌개 끓이듯 끓여서 조치보에 담는다. 위에는 김을 부수어 얹
는다.

이조궁정요리통고
(1957)

소고기를 다져서 양념하여 진간장을 치고 바글바글 볶다가 묵을 네모로 깍두기감보다 두껍게 썰
어서 소고기 볶은 거와 한데 넣고 볶아서 김, 깨소금을 뿌린다.

묵 전유어 조선요리법
(1934)

청포묵을 얄팍하게 저며서 썰어 연한고기를 곱게 다져 소금만 빼고 양념해서 묵 한쪽에다 얇게
입히고 묵 한쪽을 맞붙이고 밀가루와 계란을 씌워 번철에 붙인다.

알국
시의전서

(1800년대말)

묵물을 끓이는데 뭉근하고 약한 불로 끓인다. 여기에 새우젓국을 간 맞추어 넣어 조금 끓이면 묵
이 숭얼숭얼 떠오를 것이니 즉시 국자로 그릇에 떠 담는다. 국위에 고춧가루와 김 부스러기를 얹
는다. 

묵물죽

조선요리제법
(1917)

이 죽은 녹두묵 만들고 남은 물로 만드는 것이니 묵물을 가라앉쳐서 웃물만 솥에 붓고 불린 쌀을
넣고 끓이다가 묵물 가라앉쳐던 것을 함께 넣어서 다시 더 끓여 잘 끓은 후에 퍼가지고 소금을 넣
어 먹나니 맛이 비상히 좋으니라.

간편조선요리제법
(1934)

묵물죽(춘절음식)
 쌀을 씻어 불려가지고 솥에 넣고 녹두 갈은 묵물을 가러안쳐 웃물만 먼저 붓고 불을 때어 끄리다가
쌀알이 퍼질만하거든 가라 앉혔던 묵물 씩기를 마져붓고 다시한참 끓여서 소금을 쳐서 먹나니라.

우리음식
(1948)  쌀을 씻어 묵물과 같이 쑤되 눌기 쉬우니 주의해서 저어야 하며, 먹을 때 소금을 넣어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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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송남잡식」에서는 ‘청포에다 우저

육(牛猪肉)을 섞은 채를 탕평채(蕩平菜)라 하는데, 이른바

골동채(滑菜, 雜菜의 일종)이다. 송인명(1689~1746)이 젊

을 때 저자 앞을 지나치면서 골동채를 팔고 있는 소리를 듣

고 깨닫게 되어 사색(四色)을 섞는 일로서 탕평사업으로 삼

고자 이 나물을 탕평채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었다(이성우

1985). 또한「송남잡식」보다 시대가 앞선「경도잡지」에

도 ‘탕평채(蕩平菜)는 녹두유(綠豆乳)(제물묵), 돼지고기, 미

나리싹을 실같이 썰어 초장에 묻힌 것으로 매우 시원하여 봄

밤에 먹기 좋다’라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동국세시기」

3월내에도 ‘청포묵(綠豆泡)을 만들어 잘게 썰어 돼지고기,

미나리, 김을 섞고 초장을 쳐서 무쳐 매우 서늘하게 봄날 저

녁에 막을 수 있게 만든 음식을 탕평채(묵청포)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록들로 볼 때 1700

년대 영조시대 탕평사업(蕩平策)의 의미를 담아 사색을 섞

은 청포채(녹두포 골동채)를 ‘탕평채’라 하였다는 음식명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었다<Table 13>.

이 외에도 묵으로 만든 음식에 대한 기록으로는 묵무침,

묵볶이에 대한 기록이 있었으며, 이는 근대문헌에서 본격적

으로 등장하게 된다<Table 14>. 1900년대의 조리서는

1400~1800년대의 문헌의 내용을 토대로 요리법을 구체적

이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조선요리제법」(1917)과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1924)에는 녹두묵, 메밀묵, 녹말

편, 앵두편, 살구편, 복분자편, 모과편 등을 다양하게 소개

하고 있었으며,「시의전서」에 언급된 방법과 유사하다.「간

편조선요리제법」(1934)은 「조선요리제법」과 유사하게 묵

과 편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묵 음식별로 어느

계절의 음식인지 적어두었다.「조선요리법」(1934),「할팽

연구」(1937), 「조선요리」(1940)는 간단하게 묵 조리법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조선요리법」에는 묵전유어라는 요리

가 새롭게 소개되어져 있었고, 할팽연구에서는 이전의 자료

와 달리 묵무침을 처음으로 기록하였다.「조선요리학」(1943)

<Table 15> 과편류 조리법

출 전 설 명

규합총서
(1815)

앵두편
앵두를 놋그릇에 담아 잠깐 쪄내어 중(中)체에 걸러 백청(白淸)을 맞추어 타 새옹에 졸이기를 술로 떠 드리워 보
아 되게 엉긴 죽만치 되거든 녹말을 약간 타 익게 졸여 접시에 떠 보아 족(足)편 엉기듯이 엉기거든 사기에 펴서
엉긴 후 베어 쓰라.[녹말을 과히 타면 빛이 부옇고 딱딱하고, 졸이기를 과히 하면 빛이 검으니라. 복분자도 이대
로 하면 앵두보다 나으니라.

임원십육지
(1827)

밀전모과법(密煎木瓜法)
모과를 푹 쪄서 체에 걸러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살만 얻는다. 여기에 꿀과 녹말을 넣어 조린 후 찬 곳에 두어 굳
혀서 사방1치(3 cm) 크기의 편으로 썬다. 『옹희잡지』
밀전오미자방(密煎五味子方)
오미자를 미지근한 물에 하룻밤 담가 우려서 건져 낸다. 오미자즙의 색이 연하면 연지로 색을 맞추고 꿀과 녹말
을 섞어 약한 불에 걸쭉해질 때까지 조린다. 그릇에 담아 찬 곳에 두어 굳혀서 칼로 얇은 조각으로 썰어 낸다.
『옹희잡지』

시의전서
(1800년대말)

모과편
모과편을 만들려면 앵두편처럼 하는데, 앵두보다 덜 졸이고 녹말을 되게 개여 타야 빛이 곱고 엉긴다.
앵도(櫻桃)편
앵두를 놋그릇에 담아 잠깐 쪄내어 중체에 거른 후 흰 빛깔의 좋은 꿀을 넣어 새옹에 뭉근하게 약한 불로 졸인다.
된 죽 정도 되면 녹말을 조금 타서 졸이는데 접시에 떠 보아 편처럼 엉기면 사기그릇에 퍼서 굳힌다. 편을 잘라
쓰면 산사 빛 같고, 녹말을 많이 두르면 빛이 부옇고 딱딱하다. 졸이기를 과히 하면 빛이 검다.
복분자(覆盆子)편
복분자편도 앵두편처럼 하는데, 앵두보다 더 쉽게 잘 된다.
살구(杏柰)편
살구편도 앵두편 만드는 법대로 하여 엉기게 한 후 자른다. 살구는 모과편 같다.
벗편
벗편도 앵두편 만드는 법대로 하여 엉기게 한 후 자른다. 벗편은 전약 같다.
들쭉편
들쭉을 삶아 그 물을 따라내어 오미자 국에 타고 녹말과 꿀을 넣어 녹말편과 같이 쓴다.

간편조선요리제법
(1934)

앵도편(五月,六月 음식)
앵도를 체에 걸러 새옹에 끓여서 엉귈만 하도록 하야 녹말을 찬물에 풀어서 조금 타 가지고 다시 끓여서 접시에
떠보아 알맞게 굳으면 펴서 식혀 쓰나니라. 복분자편과 살구편, 과 벗지편도 이법대로 하나니라.
모과편(六,七,八,九月 음식)
조흔모과를 삶아 걸러 앵도편과 같이 하되 녹말을 되게 개여서 어리도록 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법

(1957)

앵도편(오월)
앵도를 물 한홉 가량 붓고 펄펄 끓여서 체에 걸러놓고, 녹말을 물 네 홉에 풀어서 앵도물을 저으면서 녹말물에 함
께 부어 놓고, 이것을 풀 쑤듯 쑤나니 물 한 홉에 설탕을 풀어가지고 다 한데 섞어 한참 끓여서 편편한 그릇에 쏟
아 굳혀서 모양 있게 접시에 담아 놓는다. [비고] 검은딸기(복분자)나 살구나 벗지나 귤이나 어느 것이든지 다 같
은 법으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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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탕평채가 입맛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다는 설명을 덧붙이

고 있었으며,「우리음식」(1948),「이조궁정요리통고」(1957)

에서는 묵 조리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우

리음식에서는 옥수수, 감자, 율무 등도 묵의 재료로 한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묵물죽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5) 묵의 응용음식인 과편에 대한 기록

묵은 아니지만 또 다른 묵 유사 음식으로써 과편류가 있

었다. 1800년대 이후의 문헌에서는 후식에 해당하는 앵두

편, 살구편, 녹말편 등 과편류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

어서 전분재료로 굳혀서 만드는 묵의 조리법이 다양하게 응

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Table 15~16>.

과편류를 처음 소개하고 있는 문헌은 「규합총서」(1815)

로 여기서는 앵두편, 복분자딸기편, 살구편 등 꿀에 졸인 과

즙을 녹말가루와 섞어 엉기게 한 다양한 과편류(果片類)이 소

개되어 있었다. 녹말편은 「시의전서」(1800년대말)에서 처

음 소개되고 있었다. 과편은 후식류로, 녹말편은 생실과의 웃

기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과거의 세면이나 창면이 조리원리

가 묵과 유사한 음식이지만 형태는 국수에 가까워 묵의 원시

적인 형태(얇게 뽑거나 썰어서 국수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먹던 형태)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과편은 크기도 작고 색스럽

게 만들어 묵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네모난 형태로 굳혀서

먹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다.

IV. 요약 및 결론

묵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분가공식품으로써 원료식용의 역

사가 우리나라 식문화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큰 전통음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묵의

변천사를 고찰하고자 1400년대~1900년대 근대문헌에 이르

<Table 16> 녹말편 조리법

출 전 설 명

시의전서
(1800년대말)

녹말(綠末)편
오미자를 탄 물에 녹말을 풀고 꿀을 타서 묵을 쑤듯 한다. 묵을 다 쑤어 퍼서 식혀 네모반듯하게 썬다. 연지(자주
와 빨강의 중간색 또는 그 색의 물감)를 타 홍색을 더하기도 하고 연지가 없으면 연홍을 조금 타도 좋다.

간편조선
요리제법

(1934)

녹말편(사철음식)
녹말을 물에 불려서 끄려 가지고 오미자국물과 꿀을 치고 혹은 빗고흔 분홍가로를 조곰 너허서 잠간 더 끄려 접
시에 조곰만 퍼서 얇게 굿쳐 보아 만일 너모 단단 하거던 물을 조곰 더치고 만일 너모 묽으면 가로를 초문에 무러
서 조곰 더 붓고 다시 끄려서 넓은 그릇에 펴서 닷분 둑게쯤 되게 굿쳐 가지고 납작납작 하게 썰어서 접시에 담나
니라.

조선요리법
(1934)

녹말편
먼저 오미자를 당거서 울려가지고 물을 과히 시지 않을만큼 타서 고운체에다 밭여가지고 녹말을 풀어개고 딸기
물을 조금처서 빛만낸 후 고운체에다 다시 밭여가지고 물에 울켜놓고 쑤어서 다 엉기거든 화로에서 내놓고 설탕
을 알맞히처서 고루 섞어가지고 양푼같은데다가 쏟아서 식힙니다. 다 식은 후에 썰어서 씁니다. 만일 반죽이 된
듯하거든 물을 뎌치고 눅을 풋 싶으면 다른 찬물에다가 가루를 조금만개서 붓고 저어익히십시오. 
위에서부터 네 가지는 전부 한데 곁드리는 것인데 소대기에나 큰 잔치때 생실과 웃기로하는 것입니다.

일일활용 신영양 요
리법

(1935)

녹말편
물에 녹말을 풀어서 체에 걸러서 화로에 올려놓고 잘 저어가면서 끓여가지고 설탕과 색소는 식료품상점에서 파
는 물감이 있으니 옥색과 분홍과 노랑을 각각 적당히 넣고 잘 섞어서 편편한 그릇에 담아서 찬 곳에 노하 굳혀가
지고 서방 팔푼쯤 납작 납작 썰어 접시에 담어노키도 하고 생실과와 함께 노키도 하나니라.

가정요리
(1940년말)

녹말편
五味子를 二三日前붓터 물에 불리워 놓고 이 오미자국에 설탕과 실분홍(食用)을 타가지고 펄펄 끓인다. 여기에
녹말가루를 풀어서 녹말묵을 쒀가지고 사기쟁반에 넣어 식혀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썰어 이것만을 접시에 담아
내도 좋지만 예뿐 그릇의 목판에 생률을 쳐서 궤어 담고 그 둘레로 분홍빛의 녹말묵을 둘레로 담도록 한다. 희고
빨간 것이 조화가 보기 좋다.

조선요리
대략

(1950)

녹말편(봄) 생물 웃때기 
오미자국을 과이시지 않게 타서 고운체에 밭여서 녹말을 푸러개고 색깔을 곱게 하기 위하여 食粉紅을 친다. 다
시 체에 밭여가지고 놋그릇에 넣어서 불에 올려놓고 쑤어서 다엉키거든 고루 섞어가지고 네모진 그릇에 쏟아서
시킨다. 굳온 후에 모양있게 반듯반듯 쓰러서쓴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법

(1957)

녹말편
녹말을 물두홉반에 풀어서 고운 헌겁에 바쳐놓고. 오미자 물에는 설탕을 풀어서 고운 헌겁에 바쳐 가지고 녹말 풀
어 놓은 것과 한데 섞고, 빛을 보아서 물감을 곱게 타서 세지 않는 불에 놓아 쉬지 말고 저으면서 끓이나니, 대개로
십분으로 십오분 동안쯤 끓이면 될 것이니, 손빨리 반듯한 그릇에 쏟아서 숟가락에 물을 자주 칠해가면서 고르게
반듯하게 펴서 굳힐 것이다. 다 굳은 후에 손 두마듸 길이로 썰고 서푼 우둔과 닷분 넓이로 썰어서 놓으라. 
[비고] 1. 끓일 적에 갑자기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할지니 불이 세거든 남비를 자주자주 내려놓고 저어서 하라.
2. 풀쑤는 것과 같이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할지니라.
 3. 오미자 물은 진한편으로 해야 산미가 있어서 맛이 있게 된다. 4. 오미자물은 오미자 네큰사시에 물 한홉반을
부어서 찬곳에 하루나 혹 이틀 쯤 두었다가 바쳐 쓰라. 5. 색은 오미자 빛 이외에도 옥색이나 노랑이나 분홍이나
진홍 같은 색을 들여서 하면 좋다. 6. 다 끓여가지고 보면 잘된 것은 윤택이 나고 부드럽게 보인다. 7. 이것은 생실
과 우에 얹는 웃기이다. 8. 첫째 분량으로 만든 것은 여섯 접시 우에 담을 수 있고 둘째 분량으로 만든 것은 삼십그
릇에 웃기로 얹을 수 있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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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약 600년간에 걸쳐 묵과 관련된 조리서적에서의 기

록을 고찰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묵의 대표적인 원료인 도토리는 농경이 시작되기 전

부터, 또한 메밀과 녹두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식용되어 왔

으며, 도토리는 특히 구황식으로 곡류를 대신한 전분재료였

고, 메밀과 녹두 또한 구황식이나 중요한 식재료로 매우 요

긴하게 사용되어 왔다.

둘째, 묵과 관련된 고문헌 및 근대문헌의 기록을 연대기

순으로 고찰한 결과 1400~1700년 사이의 고조리서에서는

수비한 전분가루를 이용하여 묵과 유사한 음식인 세면, 창

면 등의 형태로 조리하여 먹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묵 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

한 것은 1700년대 이후부터이며, 대표적인 문헌은「고사십

이집」(1737)이나「경도잡지」(1770)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탕평채의 조리방법도 이 무렵에 정착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묵이라는 명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좀 더 후대의 일로써「명물기략」(1870년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고 ‘묵’의 명칭의 유래와 함께 이 시

기에 청포, 황포의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1800년대 말엽의「시의전서」에서는 제물묵법, 메

밀묵법, 녹말슈비법으로 나눠 묵 쑤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

하고 있었으며, 1900년대의 조리서인「조선요리제법」(1917)

에 기록된 내용과 유사한 것을 미뤄볼 때, 「시의전서」의

내용이 현대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토리묵 쑤는 방법이 고조리서에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조

선요리제법」(1917)에서부터인 것으로 보아 녹두나 메밀을

주로 이용하여 만들었던 묵을 근대 이후에 다른 재료들을 이

용하여 다양하게 만들어 먹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대표적인 묵음식인 탕평채의 유래에 대해서는「경

도잡지」(1770),「동국세시기」(1849),「송남잡식」(1855)

등의 고문헌에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

에서 정책적으로 펼쳤던 탕평책이 민간의 음식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근대에 들어서면서 실용성이 떨어지는 세면류의

조리법은 사라지는 대신 묵을 이용한 음식(묵무침, 묵볶이)

이나 묵의 원리를 응용한 음식(과편류) 들이 문헌에 등장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묵의 조리가

공법이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음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그 음식이 갖는 역사적 측면에 보다 주목하고 현대적

으로 이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묵은 식품가공학적 측면과 식문화사적 측면에서 매

우 의의가 큰 전통음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 전통음식

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유성과 역사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

다. 더욱이 세계적인 음식 소비 트랜드가 건강지향적인 방

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묵이 저열량의 다이어트 음

식으로 포지셔닝 되고 있는 점은 묵의 현대적 활용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묵의 원료가 되는 도토리, 메밀 등

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나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하거나 건조

묵과 같은 새로운 질감의 묵 제품이 개발되는 추세로 묵의

부가가치나 상품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향후 묵의 현

대적 활용 및 소비촉진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언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묵의 소비량이 많은 묵 전문음식점이나 고급 한정

식점 등에서 사용가능한 묵 메뉴 및 레시피를 지속적으로 개

발, 보급하고 관광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묵의 소비를 지속

적으로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국내 및 국외

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묵의 과학적 효능을 규명하여

영양적, 기능적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이다.

셋째, 편이식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묵을 이

용한 간편식, 묵 전용 소스 및 드레싱 등을 개발하여 기존

의 중장년층에서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소비계층을 보다 확

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건조묵 또는 묵분말, 기능성 재료 첨가묵 등 다양

한 형태의 묵 제품을 개발하여 신규 소비시장을 개척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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