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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ticles of food and nutrition published in the Yeo-Sung magazines from 1936

to 1940 in Korea. Out of the 67 articles about the food and the nutrition from the Yeo-Sung magazines, 28 (41.8%) of them

were about the brief information of food and nutrition news, 16 (23.8%) of them were about the recipes, 6 (9.0%) were

about the nutrition information, and 17 (25.4%) of them were about others. As the number of recipes mentioned from the

Yeo-Sung magazine was 103, 77 items, the majority, were about the Korean foods, 18 of the Western foods, 6 of Chinese

foods, and only 2 of Japanese foods. This result showed that the Japanese colonization didn’t seem to influence on Korean

tastes and gastronomy. During this period, the modernization caused the numerous changes to our traditional cuisine with

introduction of new western menu items and concept of nutrition. The nutrition articles highly recommended eating brown

rice, vegetables, tofu, and the white meat. Shin-Young Bang, one of the main authors, insisted that “Cookery is not only the

skill, but also the one of the very important academic sciences.” showed budding modern cookery scien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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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식문화 연구에 있어서 개화기나 일제시기에 대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식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

과 자료의 부족 및 당시 자료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식문화가 근대적인 식문화로 변화

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기를 연구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일제시기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도 근대적

인 식문화가 뿌리내리는 중요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체계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1910년 한일합방에서부터 1945년 해방까지는 서구문명의

유입에 의한 서양음식의 부분적 소개와 인식이 태동하는 시

기이며,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수탈과 대동아 전쟁에 동원

된 물자공출로 인하여 온나라가 극심한 식량난으로 점차 빠

져 들어가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 시대는 서구식 영양이론

이 소개되고 빵, 과자 문화가 이 나라에 유입된 기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식생활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Lee 등 1988).

일제시기 식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당시

의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에 나타

난 식품·영양 관련 기사들을 통해 당시의 식생활과 식문화

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에게 유

용한 식품·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잡지의 기사를 분석

하는 것은 당시의 식생활과 식문화를 알 수 있는 유용한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잡지는 1906년의 <가뎡잡지>, 1908년의

<여자지남>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1917년에는 본격적인

여성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여자계>가 발간되었고

1920년에는 <신여자>가 발간되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서

는 일본이 새로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검열을 완화하면서

다양한 여성잡지들이 창간되었다. 식민지 시대 발행된 여성

잡지의 종류는 30여 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창간호만 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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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호를 넘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간행된 잡지로는 1920년대에 창간된 <신여성>과 1930년대

에 등장한 <신가정>, <여성>을 들 수 있다(Kim 2005).

그 중에서 <여성>은 조선일보사에서 발간한 월간지로서

1936년 4월호부터 1940년 12월호까지 발행되었다. <여성>

은 동아일보사가 발행한 <신가정>과 함께 해방 전 여성지의

쌍벽을 이룬 잡지였으며, 통권 57호로서 해방전 여성잡지로

는 최장수였다. 편집진에는 윤석중, 노천명 등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파격적인 원고료 대우로 인해 당시 문단의 쟁쟁

한 문사는 모두 집필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

효석, 김영인, 김기림, 김남천, 장정심, 이희승, 이선희, 김

우남, 송수원 등이 있었다(Lee 2002).

<여성>지가 발행되었던 1936년 4월부터 1940년 12월 사

이의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처

해있었다. 특히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되면서 물자가 귀

해지고 물가가 불안정한 전시상황 체제 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정세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 식생

활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때이기도 했다. 위생관념과 영양학

적 개념이 도입되었고, 여러가지 서양음식과 재료가 소개되

는 등 근대적 삶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도

입되는 과정에서 ‘식민지적 근대성’이 나타난 시기였다. 일

제시대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 패턴이 전체적으로는 그대

로 유지되면서 부분적으로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

이며 제분, 제면, 과자제조, 청량음료, 통조림 등이 소규모

이긴 하나 일부층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양이 생산되기 시

작한 시기이다. 이 시대는 우리의 전통적인 보양섭생개념에

서 서구식 영양이론이 도입되어 조화를 이룬 시기로 볼 수

있다(Lee 등 1988). 1930년에는 미국북장로교 선교사 군예

빈 (E.W. Koons) 목사 부인을 중심으로 한 경성서양부인

회의 명의로 <서양요리법>이란 책이 한글로 간행되기도 하

였다.

근대화 시기와 일제강점기라는 우리나라 시대 특성을 반

영하고 있는 이 시기의 식생활 연구를 위해 그 당시 잡지 분

석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잡지 분석

을 통해 일제시기의 식생활을 접근한 연구는 지화연의 <신

여성>의 가정 관련 기사 분석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

다. 계몽적인 성격이 강했던 <신여성>에 비해 <여성>은 그

이전시기 여성 잡지에서 볼 수 있었던 자유연애, 신정조론,

신여성론 등과 같은 논쟁들을 쟁점화하는 논쟁적 성격보다

는 의식주를 비롯해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종합교양

지로서의 성격을 띠고 요즈음 여성잡지의 전범을 보인다

(Kim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통해서 당시

의 식생활을 좀더 다양하고 깊이있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되어 분석 텍스트로 정하였다.

<여성>이라는 잡지를 보았던 주 독자층은 중등 이상의 교

육을 받고 근대화에 적극적이었던 신여성들이었을 것이다.

1930년대초 사무직과 서비스직 여성의 임금은 대개 20-40

원이었고 교원이나 기자 및 간호부 같은 전문직 임금은 30-

50원 정도(Kim 2005)였는데, <여성>의 정가는 월 10전, 1

년 10원으로 판매하다가 1936년 12월부터 20전으로 인상하

였다(Choi 2004). 이러한 구독료는 당시의 물가로서는 적

지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독자층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사에 나타난 조리법이나 식문화는 당시 일부 상류층에 향

유되었던 것이고 대중적으로 보편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

나 이 역시 우리나라 근대 식문화의 한 단면으로의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시기 잡지인 <여성>의 식품·영양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관련기사는 어떤 것이 있었고, 주요

필자들은 누구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사에 나타난 근대적 식생활의 요소들을 알아봄으로

써 한국 근대 식생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자료 분석 방법

<여성>은 가정란이 따로 없으므로 전체기사 중에서 식품

영양관련 기사를 모두 수집, 분석하였으며 기사내용에 따라

1) 조리법 관련기사 2) 영양 관련기사 3) 생활단신 관련기

사 4) 기타 기사로 나누었다. 각 항목은 내용분석방법을 통

해 분석하였다.

2. 분석텍스트

이 연구의 분석 텍스트는 조선일보가 간행한 여성지 <여

성>이며 1936년 4월에 창간되어서 1940년 12월에 폐간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락(亦樂) 출판사에서 2003년 발행된

영인본 49권을 분석하였는데 1936년 11월호, 1937년 3월호,

12월호, 1938년 4월호, 6월호, 1939년 7월호, 8월호, 1940

년 3월호 이상 8권은 결호 상태였다. 결호를 제외한 총 49

권이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식품영양과 관련된 분석기사는

총 67건이었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여성>의 식품영양 관련기사 67건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조리법 관련 기사가 16건(23.8%), 생활단신 28건(41.8%),

영양관련 기사 6건(9.0%), 기타 17건(25.4%)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식품영양 관련기사에서 조리법과 영양, 생활단신

과 다이어트 기사, 미식학 문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

로 많은 기사에서 근대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1. 조리법 관련기사의 내용 및 분석

<여성>에 소개된 조리법 관련기사 16건에 소개된 음식의

종류는 총 103종 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음식이 77종

(74.8%), 서양음식이 18종(17.5%), 중국음식이 6종(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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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음식이 2종(1.9%)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리법 관련 기

사 중 외국음식의 조리법이 26개로 25.2%를 차지하였으며

<Figure 1>과 같다. 저자와 기사제목, 내용은 <Table 1>과

같았다.

1) <여성>지에 나타난 일제시대 한국음식의 조리법

<여성>지에서는 77종의 한국음식이 79회에 걸쳐 소개 되

어 있었다. 이것을 조리법 중심으로 분류하면 밥류 2종, 만

<Table 1> 조리법 관련기사

저자 제목1) 출처
권-호(년.월)

내용2) 비고

-3) 쉽게 만들 수 있는 식후의 과자오종
1-3(1936.6),

p38-39 
머멀레드 푸딩, 찐져 푸딩, 오렌지 게  만드는 법 목차에서 누락

김선혜 노들이에 적당한 점심 맨드는 법
1-3(1936.6), 

p 38-39 
도야지고기밥, 자반고기와 과실 산드윗취 만드는 법 "

김영애 우리집 식탁에 한가지 자랑-편수
1-7(1936.10),

p43
편수 만드는 법 "

이각경 정월명절 음식은 이러케
2-1(1937.1),

p86-87
떡국, 떡복기, 수정과, 식혜, 율란, 조란, 누름적 만
드는 법 

목차제목은
“정월명절요리”

김혜옥 한여름철에 즐기는 야채요리 수종
2-6(1937.6),

p90-91

별미의 가지요리, 가지복금, 큐-칸버- 살레이드, 
토마토·오므렛, 캬베즈와 되지고기요리, 야채가-
레쏘스 만드는법

민혜식 여름철요리 몇가지
2-7(1937.7),

p88-89

보리수, 복근자 화채, 백수단, 원수병, 우어회, 준치
국, 준치만두, 도미국수, 영계찜,조기찜, 조개회, 낙
지회 만드는 법 

정순원 요새철에 맞는 중국요리 몇가지 
2-11(1937.11),

p46-47
싼태샤, 빤싼선, 빤쟈지편, 당면양쓰, 량빤지쓰 만
드는 법 

목차제목
“중국요리제법수종”

유복덕 음녁정초의 색다른 요리
3-2(1938.2),

p90-91
만두국, 식혜, 평양노티 만드는 법 

유복덕 洋洋洋초하가정 제법
3-5(1938.5),

p92-93
오이쌜 , 생치쌜 , 닭고기쌜 , 당근쌜 , 파인애
풀떼썰트, 계란푸딩 만드는 법

조자호 구월식탁
3-9(1938.9),

p88-89
싸리버섯국, 가진육회, 장포, 양선, 잡채, 대추편포 
만드는 법 

임명순 시월식탁
3-10(1938,10),

p78-79
시월식탁 차림표(일주일분) 소개과 그 중 잡채,
하야시라이스, 가지장앗지, 룽피리우 만드는 법

방신영 김장교과서
4-11(1939.11),

p50-54
배채김치, 젓국지, 석박지, 짠지, 동침이, 깍둑이, 
채김치, 쌈김치 만드는 법

방신영 한끼에 십전으로 되는 반찬
5-2(1940.1),

p22-23
십전으로 만들 수 있는 반찬으로 조기구이, 조기조
림,명태조림,무조림,감자조림,콩비지,두부조림 추천

방신영 하이킹벤또 일곱가지
5-6(1940.6),

p66-68
일곱 종류의 도시락을 제시하고 조리법 소개4)

홍선표 가을 미각의 왕자인 송이
5-10(1940.10),

p52-53
송이버섯에 대한 소개와 술안주감 송이요리로 송이
찜, 송이뎀뿌라, 송이구이 조리법 소개 

김혜원
삼도대표

김장소개판

전라도에서는
5-11(1940.11),

p30-35

배추김치, 배추동침, 갓지, 고추잎지, 고추젓, 잔깍둑
이, 두쪽깍둑이, 통깍둑이, 무동침, 토아젓 채깍둑이

이순복 평안도에서는 무 배추 섞어하는 평안도 김치

조자호 서울솜씨로는 배추통김치

합계 16건 103종

1) 원문표기 그대로 옮김
2) 음식명칭은 원문 표기 그대로 옮김
3) 방신영의 기사 “주부와 요리” 뒷페이지에 바로 연결되었는데, 따로 필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필자가 방신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서
미상으로 처리하였음
4) 소개된 조리법은 다음과 같다. 콩나물, 시금치나물, 장산적, 계란전, 장조림, 알쌈, 오이 뱃두리, 비빔밥, 오이나물, 약고추장, 솎음배추장았지, 북어
뭇침, 팽란, 구기구이, 산나물, 북어구이, 노리마끼스시, 팽란 산드위치, 연어 산드위치, 호도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 이상 21종류(‘산드위치’와 ‘샌드위
치’라는 용어가 혼용됨)

<Figure 1> 여성에 소개된 조리법(총 10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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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떡국류 4종, 찌개류 1종, 면류 1종, 김치·장아지류 18

종, 저냐류 1종, 국·탕류 2종, 구이류 4종, 찜류 4종, 나물

류 6종, 조림류 7종, 무침 1종, 회 4종, 볶음·튀김 5종, 적

2종, 음료 7종, 과정류 2종, 떡류 1종, 포류 2종, 장아찌 2

종, 장류 1종으로 나타나서 거의 모든 한식 종류가 고루 소

개되고 있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우리의 음식을

계승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총 77종의 조리법

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것은 김치·장아지류로 18종5)이

20회나 소개 되었다. 그 종류는 배채김치, 젓국지, 석박지,

짠지, 동침이, 깍둑이, 채김치, 쌈김치, 배추김치, 배추동침,

갓지, 고추잎지, 고추젓,6) 잔깍둑이, 두쪽깍둑이, 통깍둑이,

무동침, 토아젓 채깍둑이, 무 배추 섞어하는 평안도 김치, 배

추통김치로 매우 다양해서 당시 식생활에서 김치·장아지류

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정과, 식혜를 비롯한 전통 음료 조리법 소개가 7

회에 이르고 있어 시판 음료가 흔하지 않았던 당시 집에서

손수 음료를 만들어서 즐겼다고 생각된다.

2) <여성>지에 나타난 일제시대 외국음식의 조리법

1930년에 경성서양부인회에서 <서양요리법>이란 조리서가

한글로 간행되어 지식층에 보급되었을 정도로 <여성>지가 발

간된 1936년부터 1940년 사이는 이미 신여성들이 서구 선진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던 시기이다. 따라서 <여성>지

에 소개된 외국음식 조리법도 매우 다양하여 총 26종의 외

국음식이 소개되었다. 이 중 서양음식이 18종(69%), 중식이

6종(23%)이 있었으며 일식은 2종(8%) 만이 소개되었다. 서

양음식 18종은 후식류가 5종, 샌드위치 5종, 샐러드 5종, 기

타 3종이다. 주요리가 될 수 있는 음식보다는 후식, 샐러드,

샌드위치 조리법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식후의 과자 오종(1936.6)]에서는 푸딩과 케익

만드는 법을 소개하면서 “밥찌는 그릇으로 될 수 있는 간단

한 과자”라고 하여 서양음식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특별한 도

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

조했다. 식후에 즐기는 과자 조리법을 소개한 것으로 보아

당시 서양 후식류를 적극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김선혜는 1936년 기사에서 ‘자반고기와 과실 산드위치’의

조리법을 소개하였는데 “자반을 아주 엷게 잘게 썰어” 넣는

다고 했고 “자반이 싫으면 함7)이나 쏘-세-지, 삶은 계란도

좋다”고 하여 서양의 샌드위치 속 재료를 우리의 전통 자반

을 응용한 조리법을 소개하였다. 서양음식에 한국음식 재료

를 적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퓨전요리

의 선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 음식이름에 있어서

샌드위치는 ‘산드윗취’, ‘산드위치’, ‘샌드위치’로, 또한 샐

러드는 ‘살레이드’, ‘쌜 ’으로 용어가 혼용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음식명칭이 통일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새철에 맞는 중국요리(1937.11)]에서는 “가정에서 손쉽

게 만드실 수 있는 청요리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니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라고 독자가 가정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음식의 종류와 주재료를 살펴보면 ‘싼

태샤’는 대하, 송이, 돼지고기, 계란등을, ‘빤싼선’은 해삼,

점북(전복), 죽순, 오이등을 이용한 요리이다. ‘빤쟈지편’은

“닥고기에 일년감을 너서 끄리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닭고

기, 토마토, 푸른 콩등을 사용하였다. “당면 복금”인 ‘당면

양쓰’는 당면, 돼지고기, 죽순, 표고를 이용했으며 ‘량빤지

쓰’는 “닭고기 무침”으로, 고급스러운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음식에 대한 기

사는 ‘노리마끼스시’와 ‘하야시라이스8)
’ 두 종류에 대한 내

용만이 소개되어서 비록 식민지 시대였으나 일본의 음식문

화 수용에는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에 나타난 식단표와 음식의 표준분량: 식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

<여성>에 게재된 식단표는 1930년대 말에 권고되었던 권

장식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임명순의 [시월 식탁(1938.

10)]에서 나타나 있었다. 여기서는 일주일분의 “시월식탁채

단표(十月食卓菜單表)”를 제시하였는데 원문을 <Table 2>로

정리하였다.

<Table 2> 임명순 “시월식탁채단표(十月食卓菜單表)” 

朝 晝 夕

월 힌밥, 파국, 김치 힌밥, 장조림, 깍두기 풋콩밥, 고춧잎장아찌, 알찌게, 김치

화 팟밥, 토장국, 박나물 팟밥, 호박오가리지짐, 김치 힌밥, 잡채, 튀각, 깍두기

수 고구마밥, 콩나물국, 김치 힌밥, 암치지짐이, 깍두기 하야시라이스, 무장앗지

목 힌밥, 미역국, 김치 밀국수, 김치 팟밥, 토란국, 생선조림, 시금치나물

금 힌밥, 배추국, 깍두기 힌밥, 가지장앗지, 김치, 장조림 풋콩밥, 도라지나물, 욱어지찌게, 마늘 장앗지

토 고구마밥, 명태국, 김치 팟밥, 콩나물, 우엉복금, 김치 힌밥, 버섯국, 콩조림, 깍두기

일 실과, 토스트(뻐터), 햄과 계란, 코코아 힌밥, 북어구이, 맑은 장국, 김치 힌밥, 룽피리우, 동침이

5) 배채김치, 배추김치, 배추통김치는 한가지 종류로 세었음
6) 고추 장아찌
7) ‘햄’으로 사료됨
8) 서양음식인 Hashed Beef with Rice가 일본화된 음식으로 생각되어 일본 음식으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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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식단인 스물 한끼 중에서 주식은 국수 1회, 빵 1

회를 제외하고 19회가 모두 밥이었다. 식사양식은 일식 1

회, 중국식 1회, 서양식 1회를 제외한 18회가 한식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거의 매끼마다 김치, 깍두기, 동치미등 김

치류가 포함되었고, 제외된 것은 서양식 식사를 포함해 5회

에 그쳤다. 그 중 2회는 무장앗지와 마늘 장앗지 등 장아찌

류가 있어서 김치와 장아찌가 부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식의 재료를 살피면 거의가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생선류가 5회 이용되었고 고기류는 장조

림, 하야시라이스에 들어가는 쇠고기, 룽피리우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로 3회 이용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1930년대의 식

생활은 한식위주의 식단으로 김치류를 비롯한 채소류가 중

요한 부식재료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잡채, 하야시

라이스, 가지장앗지, 룽피리우 만드는 법을 소개하였는데,

잡채와 하야시라이스는 각각 오인분 분량이 제시되었으며

가지장앗지는 저장해두고 먹을 수 있도록 가지 서른개를 기

준으로 하였고 룽피리우는 몇 인분인지 밝히지 않았다.

[한끼에 십전으로 되는 반찬(1940.1)]에서는 필자인 방신

영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물가를 살피고 10전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소개하였다. ‘생선조기 네 마리가 십전, 생명

태 한마리가 오전, 무 한개 오전, 근대 한단이 오전, 쑥갔

合한단에 3전, 감자가 여덟 개에 오전, 흰콩이 1 에 8전, 굴

이 한보시기에 10전’이라고 소개하고 이 재료로 만들 수 있

는 조기구이, 조기조림, 명태조림, 무조림, 감자조림, 콩비

지, 두부조림 조리법을 소개했다. 같은 기사 내에서도 음식

에 따라 몇 인분인지 분량이 제시된 것과 제시되지 않은 것

이 섞여 있었다. 분량이 제시된 경우는 주로 오인분, 육인

분이 기준이 되었다. 방신영은 [김장교과서(1939.11)]에서

“다섰식구 사는 집을 표준해서 이만큼 분량을 잡으면 될줄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재료 분량 역시 밝힌 음식과 밝

히지 않은 음식이 있었으며 ‘근(斤)’, ‘되(升)’, ‘속(束)’ 등의

단위를 이용하였다.

4) <여성>지에 나타난 일제시대의 식생활 단면

1937년 1월에 이각경이 쓴 정월명절음식에 대한 기사는

정월명절 요리로 ‘떡국, 떡복기, 수정과, 식혜, 율란, 조란

과 누름적’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각의 만드는 법을 제시하

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도 반가음식인 ‘율란’과

‘조란’이 명절음식으로 빠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떡복기’의 경우 현재의 일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떡볶

이와는 달리 세시음식으로 ‘떡복기’가 이용되었던 사례를 보

여주고 있다. 기사에 소개된 ‘떡복기’의 재료는 ‘힌떡, 석이,

고기, 표고, 계란, 미나리, 실백’ 등이고 만드는 법은 “고기

를 냄비에 넣고 볶고 버섯을 넣고 고기가 익도록 볶은 후 물

을 재료가 겨우 잠길만치 부어 끓인후 미나리와 떡을 넣어

끓여 합에 담고 계란 고명과 실백을 얹어 놓습니다”라고 하

여 현재 보편화된 고추장 양념의 떡볶이와는 차이가 있었다.

1938년 2월에 제시된 유복덕의 ‘음녁정초의 색다른 요리’

에서는 평양식의 정초 음식으로 만두국과 식혜, 노티를 소개

하고 있어서 노티가 정초음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지에 게재된 조리법은 계절에 따른 음식 소개가 뚜

렷하였는데 특히 여름철 음식에 대한 민혜식의 기사(1937.7)

에서는 “요리는 그 때를 따라 씨-즌에 맞도록할것으로 지금

은 여름철인만큼 우선 눈에 서늘하게 보여서 시각을 끌것이

며 다음으로 시원하고 산뜻한 맛으로 여름의 미각을 이르킬

것이라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보리수,

복근자 화채, 떡수단, 원수병, 우어회, 준치국, 준치만두,

도미국수, 영계찜, 조기찜, 조개회, 낙지회’ 만드는 법에 대

해 소개하였다. “보리수란 유월유두에 제철 보리로 만든” 음

료이며, ‘복근자9) 화채’는 설탕물에 ‘어름’과 ‘설탕에 잰 복

근자’를 넣어 만들었다. 또한 ‘떡수단’은 ‘흔떡’을, ‘원수병’

은 ‘찹살가루’를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우어, 준치,

도미, 조기, 대합, 낙지’ 같은 어패류와 ‘영계’ 같은 육류까

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여름음식을 소개하였다.

김혜옥과 유복덕의 기사에서는 여름철 음식으로 ‘큐-칸버

- 살레이드, 오이쌜 , 생치쌜 , 닭고기쌜 , 당근쌜 ,

파인애풀떼썰트’ 등의 샐러드와 디저트 종류에 대한 소개가

많아서 식량난이 심각했던 일제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여

성들에게 여름철의 신선한 재료를 이용한 각종 샐러드를 제

시한 점이 이색적이었다.

<Table 3> 영양 관련기사

저자 제목
출처

권-호(년.월)
내용

오숙근 미용과 영양 3-3(1938.3), p90-91 食物의 영양소, 食物의 종류, 全食과 生食, 미용과 食物 선택

이금전 유아인공영양법 3-5(1938.5), p94-95 모유, 우유, 두유의 성분 비교와 우유 조제법

- 설탕 3-8(1938.8), p83 설탕의 영양분과 기능

김호식 영양가치의 음식물 이야기 4-1(1939.1), p76-80 인체와 영양소, 식물과 영양소, 식물의 소화흡수과정

大島靖 결핵의 치료에 필요한 각종비타민의 성능 5-9(1940.9), p65 비타민 A, B1, B2, D 등에 대한 설명과 함유 식품 소개

- 메뚜기의 식용적 가치 5-10(1940.10), p73 메뚜기의 영양성분을 밝히고 식용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

합계 6건

9) 만드는 법을 고려할 때 ‘복분자’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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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 관련기사

<여성>의 영양 관련기사는 6건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1) 영양성분과 건강

음식의 영양성분이 건강과 미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

사들이 많았다.

오숙근은 [미용과 영양(1938.3)]에서 사람 몸에 필요한 영

양소를 “담백질, 지방, 함수탄소, 비타민A, B, C, D, E, 무

긔분, 활동성유지체, 유효섬유, 물” 이상 여덟 가지로 소개

하였다. 이런 영양소를 갖춘 것이 현미고 이에 비해 백미는

영양가치가 훨씬 빈약하고 “비타민 B가 없어서 각긔증에 걸

리기 쉽”다고 하였다. 반찬은 육식보다 채식을 먹을 것을 권

고하고 있다. “채식은 될 수 있는대로 껍질, 입새, 줄기, 삶

은 물까지” 생선도 “대가리, 뼈, 내장까지 통으로 먹는 것

이 상책”이라고 하였다. 미용에 좋은 식품으로 “식물성의 것

-무, 당근, 시금치, 이런것들”이라고 하였다.

김호식은 [영양가치의 음식물 이야기(1939.1)] “인체구성

의 재료인 단백질, 지방, 함수탄소, 무기염류등과 비타민류

를 합하야 영양소”라고 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였다. 단백

질에 대해서 “발육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어린아히들이 단

백질이 들어있는 고기나 계란을 바치는 것은 무리함이 아니

요 자연으로 우러나오는 본능적 욕구”라고 하였다. 함수탄

소는 “하루성인남자로 이천사백 캘로리의 대다수의 열량 즉

그 삼분의 이 이상은 함수탄소에서 供합이 된다”고 중요성

을 강조했다. 또한 “흰쌀밥을 오래먹으면 비타민 B가 부족

하여 각기가 생기는데, 비타민 B는 곡류의 배아나 종피에

있으므로 쌀을 너무 희게 찧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무기염

류의 일일 소요량은 성인남자 기준으로 “칼시움 1그램, 인

분 0.7그램, 철분은 0.03그램 등”인데 “고기가시나 뼈를 통

째로 먹는 습관을 가진다면 고가를 주고 칼시움 주사를 아

니맞드래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결핵의 치

료에 필요한 각종비타민의 성능(1940.9)]에서는 비타민이

“결핵균에 대한 저항력을 맨드는 영양소이므로” 많이 섭취

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 비타민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소개하였다.

[메뚜기의 식용적 가치(1940.10)]에서는 메뚜기에 ‘다량의

담백질이 포함’되어있고 “비타민 에이가 많아서 세 마리쯤

으로 서안염을 고칠 수있다”고 했다. 그밖의 영양성분소개

와 함께 “조려도 맛있고 템뿌라로도 적당할뿐 아니라 술안

주로서도 특수한 풍미가 있다”고 하였다.

2) 모유 수유의 중요성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사를 통해서 1930년대 말

당시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인공수유보다 모유를 더 중요

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금전은 [유아인공영양법(1938.5)]에서 “천연영양은 젖

멕이어린애가 행복스럽게도 모유를 먹고 성장하는 것을 말

함이고 인공영양은 젖멕이어린애가 불행이도 모유를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영양품을 조제하여 모유다신 멕

여서 양육하는 것을 말함입니다.”라고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유, 우유, 두유의 영양성분을 비교하고

“유아의 체중을 검사하여 일일 소요 캘로리대로 영양분을 섭

취케 하는 것”이 최신수유방법이라고 하였다.

3) 설탕의 영양

설탕의 영양과 장점을 강조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설탕을

줄이려는 현재 영양 지식과 상반된 차이를 보였다.

[설탕(1938.8)]에서 ‘설탕은 영양분이 많고 썩는 것을 막

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설탕자체가 소화가 잘될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의 소화까지 돕는다. 설탕의 함수탄소는 피로를 회

복시키고 체온을 보존한다.’고 설탕의 장점을 소개하였다.

“여름날 오후 피곤할 때 시언한 설탕물을 타서 마시는 것은

피로를 속히 회복시켜 줌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그

러나 도에 지나치면 치아와 골격을 약하게 할 염려”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3. 생활단신 관련기사

<여성>에는 ‘가정메모’, ‘알어둡시다’, ‘주부수첩’, ‘조각보

사제’, ‘주부메모’, ‘여성학교’, ‘여성사롱’, ‘縮刷가정난’, ‘가

정축쇄판’ 같이 여러 제목으로 생활 단신이 소개 되었으며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단신 중 식품· 영양에 대한 내

용은 <Table 4>와 같다. 제목이 있는 것은 제목을 그대로

실었고, 없는 것은 내용을 요약해서 밝혔다.

기사 28건에 걸쳐 64종류의 생활단신이 소개되었다. 생

활단신은 요리정보, 간단한 영양정보, 식품의 약효나 살림

요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띤다. 그 가운데서 생선

요리에 관련된 단신이 13종류(20.3%)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서 생선이 당시 식생활에 많이 이용되었다고 보여

진다. ‘애플주-스’, ‘오렌지 탄산’, ‘딸기케 ’, ‘토마토 케

차프’ 만드는 법이 소개되어 단신에서도 서양음식을 적극적

으로 수용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삐루’(맥주), ‘일년

감’ (토마토), ‘모과수’(파인애플) 같은 음식 명칭을 볼 수

있다.

4. 기타 기사

그 밖의 식생활관련 기사는 <Table 5>와 같다.

1) ‘요리법’의 개념 정립과 식품의 영양적 측면 고려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요리법’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

졌으며 식품의 영양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신영은 [주부와 요리(1936.6)]에서 요리법은 “한낫 기

술이나 솜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학문의 하나”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남들은 요리에 대한 관심을 일즉이 가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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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을 또한 큰 학문의 하나로 알기 때문에 큰 긔간들이

있어가지고 연구를 하며 다방면으로 활약을 하고 있음으로

요리에 대하야 비상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고 외국과 비교

하였다. 또한 주부들이 “식물(食物)에 대한 지식, 영양에 대

한 지식”을 가져야하고 “계절재료와 각식품의 나는 때”를 알

아야하며 “조리방법에 능통”하고 “재료를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허영순은 [반찬 어떻게 할까(1938.7)]에서 가계의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비용은 아끼더라도 “반찬값만은 최대한 도를

넉넉히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신체의 영양을 중시

하는 서양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복을 음식보

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병은 부채요, 건

강은 저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반찬값을 효

과적으로 잘 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음식물의 영양가를

알아두자고 하였다. “영양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영양분석표

같은 것을 주방에 부처두고 참고로 하면 매우 편리”하다고

하였다. 또한 조리할때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분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만든 즉시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메뉴 작성시 가족중에 “정신노동하는 이가 많으면

밥은 적게 먹고 소화하기 쉬운 반찬을 맨들”것이며 “근육노

동하는 이가 많으면 오래도록 위속에 남아있을 만한 것 즉

밥같은 것을 많이 먹도록”하라고 하였다.

2) 음식의 시각. 취각적 중요성

음식의 맛뿐 아니라 시각과 취각의 중요성을 언급한 기사

도 있었다. 요리할 때 단순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Table 4> 생활단신 기사

제목
출처

권-호(년.월)
내용 비고

 가정메모 1-3(1936.6), p39 생선 잘굽는 법

 알어둡시다 2-2(1937.6), p90-91 생선 타지안케 굿는법, 푸성귀 데치는 법

 알어둡시다 2-7(1937.7), p89 애플주-스, 오렌지탄산 만드는 법

주부수첩 3-7(1938.7),p89
생선 굽는법, 질긴고기 연하게 하는 법, 고기 잘 써는 법, 국이나 밥 넘을때, 
생선 비늘 손질법, 짠 자반 손질 법, 팥 삶는 법, 푸성귀 데치는 법, 쓴 무수 
손질법

주부수첩 3-8(1938.8), p81
탄밥 처리법, 토란 삶는법, 숯가루를 이용한 식료품 저장법, 죽순 삶는 법, 젖을 
잘 나오게 하는 미꾸리, 일년감(도마도)의 영양, 파인애풀(모과수) 통 구분법

조각보四題 3-8(1938.8), p82 과일은 아침에 먹는 것이 몸에 좋다, 속게차를 마시자, 생선의 간은 보혈제다

 - 3-9(1938.9), p89
생선 굽는법, 음식 빨리 끓이는 법, 조개 손질법, 푸성귀 삶는 법, 콩 빨리 익
히는 법, 송이찌개 끓이는 법, 생선 배바닥과 푸성귀 껍질에 영양이 많다.

단신란의
제목 없음

주부메모 3-11(1938.11), p62 식기의 비린내 없애는 법

주부메모 3-12(1938.12),p60 토란 손질하는 법

주부메모 4-1(1939.1), p66
생선을 지질때 살이 부스러지지 않게 하는법, 잔물고기의 뼈까지 조리는 법, 
계란의 적정 섭취량 

주부메모 4-2(1939.2), p14 파를 쓰는 요령, 계란 껍질 이용법, 비웃이나 생선을 구을때 요령 

여성학교 4-5(1939.5), p29 닭알 장기보존법

여성학교 4-5(1939.5), p88-89 젖을 많이 나오게 하는 식물

여성학교 4-6(1939.6), p34 삐루를 식히는 법, 삐루를 오래 두는 법 4권6호에 “여성학
교” 중복개제여성학교 4-6(1939.6), p54 부종과 수박

여성사롱 4-6(1939.6), p45 딸기케익 만드는 법 4권6호에 “여성사
롱” 중복개제여성사롱 4-6(1939.6), p73 육식자와 채식자

- 4-6(1939.6), p76 야채의 좋고 나쁜것(외, 가지, 호박) 제목 없음

여성사롱 4-9(1939.9), p62-63 차는 식품이었다, 차는 얼마나 오래 둘 수 있나 4권9호에 “여성사
롱” 중복개제여성사롱 4-9(1939.9), p66 여름과 음료

여성학교 4-9(1939.9), p67 닭알 껍질의 이용

여성사롱 4-11(1939.11), p54 고래고기로 만드는 음식 소개

여성학교 4-11(1939.11), p78 국화요리 

여성학교 4-12(1939.12), p62 유아각기

여성학교 4-12(1939.12).p73 임금(林檎)의 약효, 밤의 속껍질을 쉬웁게 벼끼려면

가정메모 5-2(1940.2), p70 죽순과 소화

縮刷가정난 5-10(1940.10), p48-50
커피·홍차 마시는 법,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주름살 잡혀, 집에서 할 수 있
는 토마토 케차프, 수박당 만드는 법

가정축쇄판 5-11(1940.11), p57 우유의 좋고 나쁜 것, 쌀뜨물 이용하는 법, 사과껍질 이용하는 법

합계 28건 (6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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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 취각까지 고려해서 식욕을 끌 수 있도록 하자는 관

점이 부각되었다.

이각경은 [식욕과 요리(1937.2)]에서 식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취각, 시각, 미각”이며 “간접적으로 정신상태, 심리상

태, 개인의 경험, 건강상태,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 시각을 위해서 우리음식에서는 “계란, 실고추, 고춧가

루, 실백, 버섯” 등을 쓰고 “외국요리에서는 파슬리, 청두,

당근”을 쓴다고 하였다. “요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식욕을 끌

수 있도록 봄(視)에나 냄새로나 맛으로 조화시키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외국음식의 도입과 양식 먹는 법 소개

당시에 외국음식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음을 나타내

는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났다.

허영순은 [반찬 어떻게 할까(1938.7)]에서 식욕을 증진시

키기 위해서 “너무 재래식 조선요리만 매일 맨들지 말고 양

요리나 청요리 같은 것을 가끔 해놋는 것도 좋을걸로 생각”

한다고 하였다.

필자가 밝혀지지 않은 기사로 ‘양식 먹는 법’이 첫째 ‘빵

을 먹는법’, 둘째 ‘나이프, 폭크, 스픈쓰는법’, 셋째 ‘과실먹

는 법’으로 3회에 걸쳐 소개 되었다. [빵을 먹는법(1939.5)]

<Table 5> 기타 기사

저자 제목
출처

권-호(년.월)
내용 비고

방신영 주부와 요리
1-3(1936.6),

p36-37
요리법은 큰 학문의 하나이며 계절재료
와 조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에서 누락되었음

장문경 여름철의 가정위생은 이렇게 
1-4(1936.7),

p36-37
부패한 음식을 먹지 말고 과식, 과음을 
금하자

이각경 식욕과 요리
2-2(1937.2),

p70-71

식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취각, 시각, 미
각, 정신상태, 심리상태, 개인의 경험, 
건강상태, 기후 등이다

목차제목은 “요리와 식욕”

허영순 반찬을 어떻게할가
3-7(1938.7),

p88-92
영양이 풍부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반찬 만들기 제안

 - 가정생활개선 좌담회
4-2(1939.2),

p18-23

전시체제에 합당한 의식주등 생활전반 
개선방안 논의.
식생활에 관련해서는 잡곡밥, 두부, 생
선, 야채, 과일 권장. 

*출연인사: 이갑수, 박길용,
류각경, 최선복, 허영순, 김선, 
김금선, 강숙열
*본사측: 이훈구, 노자영, 노천명, 
계용묵 

 - 양식 먹는 법 (빵 먹는 법)
4-5(1939.5),

p30-32
빵을 먹을 때의 식사예절 등

 -
양식 먹는 법
(나이프,폭크,스픈쓰는법)

4-6(1939.6),
p38-41

나이프, 포크, 스픈을 쓸 때 주의할 점과 
식사예절 등 

 - 조선음식에 대하야: 좌담회
4-9(1939.9),

p20-26
밥, 장, 채소, 김치등 조선 음식전반에 
대한 논의와 개선점 등

*출석인사: 이극노(조선어학회),방
신영(梨專가사과장), 홍승원(조선
요리대가), 홍선표(조선찬연구소)
*본사측: 이훈구(주간) 外

 - 양식 먹는 법(과실 먹는 법)
4-9(1939.9),

p68-69
능금, 배, 복숭아, 감, 밀감, 瓜類, 빠나
나 먹는법

 -
설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4-10(1939.10),
p22-28

열아홉 사람에게 한 설문조사 게제

이건혁 쌀이 없다
4-11(1939.11),

p62-63
우리나라의 쌀 수급 사정과 절미 운동

 - 新食餌美容法
4-11(1939.11),

p72-73
살찌는 식이미용법, 파리하는 미용법 등 
소개

홍선표 겨울반찬
4-12(1939.12),

p66-67
꿩고기, 瓜冬

이건혁
쌀걱정은 없는가?
-쌀과 보리를 섞어 판다-

5-4(1940.4),
p58-59

1940년 3월 1일부터 서울은 싸전에서 쌀 
한말에 보리 석되를 섞어서 팜 

최명익
칠월의 서경
-매생이·어죽의 野趣

5-7(1940.7),
p73-76

어죽의 재료와 맛에 대해 소개
이 글에서의 매생이는 식용이 아
니라 강에서 낚시를 할 때 타는 
노를 젓는 작은 배를 의미함 

 - 전시하의 가정과 식량의 해결방법
5-8(1940.8),

p40-41
전시의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 혼식, 대용식, 죽식 등을 권장 

신정언 괴이진기 먹고지
5-12(1940.12),

p46-51

죽순요리, 달팽이국, 개고리 전유어,제
비집 지지미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먹는 
진기한 음식 소개

문맥으로 보아 개고리는 개구리
로 사료됨

합계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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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빵은 반드시 양손으로 뜯는 것이며 한손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나이프로 베어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크다

란 빵일면에 빠다를 무처두고 그것을 손에다 들고서 베미러

먹는 것은 말할수 없는 무례입니다”라고 하였다.

[나이프, 폭크, 스픈쓰는법(1939.6)]에서는 ‘밖에 놓인 것

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놓인 순서대로 사용할 것이며 다 먹

었을때는 한쪽으로 겹쳐 놓아 의사표시를 하라’고 하였다.

“처음부터 전부를 초고만콤식 잘게 베어놓고 그것을 포크로

하나하나 께어먹는 것은 어린애들에게 줄때에만 한한 일입

니다.”라고 하였으며 “나이프로 음식을 걷어서 입으로 가져

가는 것은 만풍(蠻風)10)으로들 아는 것이니 또 주의할 일입

니다”라고 하였다.

[과실먹는 법(1939.9)] 능금. 배같은 과일을 쪼개서 깎아

먹어야하며 “우리 조선식으로 통으로 껍데기를 벼겨가지고

이짜리가 우묵우묵나게 돌려깍어 먹는 것은 그것은 아주 비

례입니다”라고 했다. 그 외에도 복숭아, 감, 밀감, 빠나나,

포도, 앵두, 딸기, 호두의 먹는 법을 정리하였다.

4) 좌담회

[가정생활개선 좌담회(1939.2)]는 전시 상황에서 조선가

정에서 개선해야 되는 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식

생활에 관해서는 출연인사 중 이갑수가 주로 언급했는데, 몸

에 좋은 음식으로 ‘잡곡밥, 야채, 김치깍두기, 두부, 백색고

기’를 추천하였다. 특히 농촌에서 잡곡밥을 먹는데 비해 “중

류계급이상은 백반만 먹는데 건강에 아주 나쁜 것”이라고 하

였다. 또한 “동양에선 두부가 가장 영양있는 담백질 식물일

것”이라고 적극 권장하였다.

[조선음식에 대하야: 좌담회(1939.9)] 조선 음식에 대해서

‘눈 어림 손 어림으로 음식을 만들어 집집마다 맛이 다르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음식만드는 법을 ‘내 집에서만 할줄 알

았고 전하지를 않아서 퇴보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

인사 중 홍선표는 조선음식의 영양가치를 묻는 물음에 대해

서 “남에게 칭찬 받을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증편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칭찬 받으리라 압니다.”라고 하였다. 이훈구는

“딱터 짬이라는 독일 사람이 조선김치를 맛을 보드니 한사

발을 다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훈구

는 “조선사람은 먹는것도 비과학적이죠”라며 칼로리를 따져

서 먹는 서양에 비해서 “조선사람은 가령 밥이라든가 김치

같은 것을 먹는데 얼마나 먹어야 자기에게 적당할것인지 이

러한 계산도 없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극로는 “조선음

식은 한사람앞에 그 분량의 3배가 나오고 술은 10배가 나옵

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다 먹지를 못하고 버리게 되는것입

니다”라고 지적하고 홍선표는 “손님이 하인을 데리고 다니

는데 손님이 먹다 남기면 그것을 하인을 주는 습관이 내려

와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라고 하였다. 홍승원

은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을 제정한 것이 있는데 일곱가지

이상은 만들지 않도록하고 손님을 초대하기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5) 절미운동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되면서 물자가 귀해지고 물가가

불안정한 전시상황 체제 하에 처하게 되고 더구나 한재까지

겹쳐서 쌀이 부족한 현상에 처하게 되자 절미운동을 촉구하

는 기사가 나타났다.

이건혁의 [쌀이 없다(1939.11)]에서는 “조선서 일년에 얼

마나 쌀을 소비하느냐하면 평균처서 일년에 일천오백만석은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남도지방의 한재로 쌀이 부족하

니 쌀을 아끼고 잡곡을 먹자고 하였다. 또한 사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건혁의 다른 기사 [쌀걱정은 없는가?

-쌀과 보리를 섞어 판다-(1940.4)]에서도 “삼월 초하루(40

년 3월 1일)부터 서울서는 싸전에서 쌀한말에 보리 석되씩

을 석거서 팔”게 되었음을 밝히고 “원래 조선은 쌀농사를 만

히지어 내지에 내다 팔았지만 올해는 흉년이 너무 심해서 총

독부에서 다른데로 보내는 쌀을 줄였다”고 하였다.

필자가 밝혀지지 않은 [전시하의 가정과 식량의 해결방법

(1940.8)]에서도 쌀 절약을 위해서 혼식을 장려하였고 빵,

우동, 만두등 대용식을 권장하였다.

6) 다이어트에 대한 기사

[신식이미용법(1939.11)]에서는 살찌는 식이미용법과 파리

하는 미용법11)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살이 찌기 위해서는

체중 50 kg일때 2000-2250 kcal 이상을 먹어야 하며 함

수탄소와 지방 섭취를 늘리라’고 하였다. 파리하는 미용법

은 반대로 ‘함수탄소와 지방의 양을 줄이고 운동과 함께 요

도를 많이 포함한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라’고 권고하였다.

7) 미식학 문헌

<여성>기사에서 미식학 문헌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사도

발견되었다. Stephen Mennell은 ‘미식학 문헌(gastronomic

literature)’에 대해 ‘음식과 영양에 대한 소개, 특정 식재료

나 추억의 음식에 대한 소개, 음식과 얽힌 신화 소개등의 요

소가 결합한 것’이라고 하였다(1996). <여성>에 나타난 홍

선표, 최명익, 신정언의 글은 이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

어 미식학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

홍선표는 [겨울반찬(1939.12)]에서 꿩고기와 과동(瓜冬)을

소개하였다. 꿩에 얽힌 신화를 소개하면서 꿩이 제일 좋아하

는 ‘반하’라는 풀의 독을 제하는데는 생강이 제일 안전하며

고명으로 맛을 돋운다고 하였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닭고기

10) 야만스러운 일
11) 살을 빼는 식이 미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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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하기 직전까지 두어 기름기를 빠지게 하고 생강고명을

하여 꿩고기로 속이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과동에 대해 “동

아는 일반 초과중 가장 귀하다”고 하고 향기롭고 청신한 맛

이 있어 국, 김치, 정과, 나물 이외 여러 가지 음식에 쓰인

다고 하였다. 또한 ‘과학적 분석표를 본다면 담백질이 0.26,

지방질이 0.02 외에는 전부 수분이고 8가로리 밧게 안된다’

고 하였다. 서양요리에서도 많이 쓰이며 “옛날에는 궁중정과

재료로 첫손까락을 꼽”았다고 하고 정과 만드는 법을 소개하

였다.

최명익은 [칠월의 서경-매생이· 어죽의 野趣(1940.7)]에

서 대동강변에서 노를 젓는 작은 배인 매생이를 타고 놀면

서 어죽을 강가에서 끓여먹는 풍경을 쓰고 있다. 어죽은 생

선뿐만 아니라 닭과 정육을 삶은 국을 이용해서도 끓이는데

“강가 모래강변에 두다리를 뻣고 앉아서 딸딸한 소주한잔에

영계 다리를 새큼한 초장에 찍어 뼈까지 아스라저라고 씹는

맛이란-. 그리고는 아직도 거품이 풀럭거리는 어죽솥을 둘

러앉아서 고추장과 익인 풋고추로 맛을 도처가며 훌훌 부러

먹는 그 야취(野趣)란-.”하고 대동강변의 풍류를 담은 어죽

을 소개하고 있다.

신정언은 [괴이진기 먹고지(1949.12)]에서 “세계인류로서

먹는 음식물중에 가장 기이하다구 생각할만한 음식의 몇가

지”를 소개하겠다며 “소고기와 소젖을 먹지 않고 오직 소피

만을 먹는 마사이족” 이야기와 더불어 다른나라의 죽순요

리, 달팽이국, 개고리 전유어, 제비집 지지미에 대해 소개

했다.

8) 위생

장문경은 [여름철 가정 위생은 이렇게(1936.7)]에서 “부

패한 음식을 먹지 말고” 부인들의 자궁냉증 등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냉수, 빙수, 사이다, 아이스크림 등 모든 청량

제를 될 수만 있으면 통먹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였다.

9) 설문조사 

열아홉 사람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내가 제일 싫

어하는 음식(1930.10)’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소개

되었다.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어리굴젓, 조선김치, 술, 식

혜, 냉면, 김치 깍두기, 화채, 돈육요리, 국수, 쑥갓 넣고

만든 쇠고기 전골, 막걸리, 따뜻한 공밥, 밥과 냉면, 김치,

평양냉면, 조치, 은행과자, 두견화채, 대구탕반, 고구마 으

깬 것, 김치찌개, 포도, 약식”을 들었다. 또 싫어하는 음식

으로는 “두부로 만든 요리, 물고기, 술, 조개젓, 가지국, 닭

고기와 새고기, 호박국, 파리가 익사되야 있는 음식, 콩나

물 대가리, 담배, 냉면, 겨울 통김치속에 드른 조기젓, 굴,

콩섞은 밥, 사시미, 죽, 콩나물채, 조기젓 들은 음식, 보리

밥”을 들었다.

5. <여성>의 주요필자

<여성>의 식품영양 관련기사의 주요필자는 방신영(4건),

유복덕(2건), 홍선표(2건), 이각경(2건), 조자호(2건), 이건

혁(2건)등으로 나타났다.

1) 방신영

방신영(1890-1977)은 여성운동가, 교육자로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 한권씨와 어머니 최씨 사

이에서 둘째딸로 태어났으며 1910년 경성 정신여고 졸업 후

광주 수피아 여학교, 모교인 경성 정신 여학교, 경성여자상

업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사이 2년 동안 동경영양

학교에 유학하기도 했다. 1929년 이화여자전문학교에 가사

과가 창설됨에 따라 교수로 부임하여 1952년 정년퇴직 때

까지 근무하였다.

<이화칠십년사>에서는 방신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가사과 교수로서 한국요리의 권위자이었다. 우리나라 요

리하는 법을 글로 적어놓으신 아마 최초의 분이 아닌가 한

다. 당시 조교 유복덕의 조력으로 만들어진 <조선요리제법>

은 장안의 지가를 올려주었으며,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나

직나직한 음성 모양으로 성격도 고우셔서 천하의 법 없이도

살 분 같았다.”

저서로는 1917년 <조선요리제법>을 비롯하여 <음식관리

법>, <다른나라 음식만드는 법>, <동서양과자 제조법>,<중

등요리실습· 고등요리실습>등이 있다.12) <조선요리제법>은

당시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책으로 1958년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법>까지 개정을 거듭하여 33판까지 나오게 되었다

(Jung 1999).

2) 이각경

1914년 출생한 봄뫼 이각경(李珏卿)은 서예가 갈물 이철

경의 쌍둥이 자매이며, 동생 꽃뜰 이미경까지 세자매가 모

두 우리 글씨예술 발전에 기여한 특출한 한글서예가들이다.

국어교육자이자 민족주의자인 그들의 부친 이만규는 서울의

대 전신인 대학의원 부속의학교를 졸업하고 외과의사가 되

었으나 민족교육자로 변신, 3.1만세운동 참여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민족주의자로 <가정독본>과 <조선교

육사> 등의 저서를 남겼다.

이태영 박사의 회고에 따르면 신중하고 과묵한 성격의 이

각경은 이화여전 가사과 시절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

하여 학비면제를 받는 특대생(Heo 1999)이었다. 건국부녀

동맹위원장을 지내다 월북했다.

3) 홍선표

홍선표는 1938년 <醬蒜제조방법>, 1940년 <조선요리학>

12) http://people.as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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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글을 남겼으며 ‘조선찬연구소’에서 활동하였다. <조선

요리학>의 식사지침에서는 ‘조금 적게 먹자’, ‘생식을 많이

하자’라고 하여 우리 전통 식사습관을 개선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식염과 정제 설탕의 절제를 권장하는 중

요한 식사지침을 하고 있다. 식민지하의 궁핍한 식생활 속

에서 이러한 식사지침은 현대의 식문화발전에 밑받침이 되

었다.13)

4) 유복덕

유복덕은 평양정의여고와 이화여전 출신으로 알려져 있

다. 앞에서 밝힌 것 처럼 방신영의 조교로서 <조선요리제법>

을 만드는데 참여하였다.

5) 조자호

조선 순종황후인 윤비와 이종 사촌간으로 알려진 조자호

는 1938년 <조선요리법>을 썼다.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술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반가음식의 원형을

비교적 가깝게 보존하고 있다(Jung 1999). 1953년 종로 신

신백화점에 국내 한과점 1호인 ‘한국다과점’을 냈고 65년 이

화여대 앞에 ‘호원당’을 시작해 3대를 내려오고 있다(동아일

보 1996.4.3).

6) 이건혁

이건혁은 1901년 서울에서 출생,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

교를 졸업하였고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 서울신문 편집국장

을 지낸 언론인이다.

당시에 활발한 활동으로 우리나라 식문화계를 이끌었던 인

물들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부족하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이 인물들이 남긴 업적을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936년 4월에 창간되어서 1940년 12월에 폐간된 일제시

대 대표적 여성잡지인 <여성> 49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여성>의 식품영양 관련기사는 모두 67건으로, 주제별

로 살펴보면 조리법 관련 기사 16건(23.8%), 생활단신 28

건(41.8%), 영양관련 기사 6건(9.0%), 기타 17건(25.4%)

이었다.

2. <여성>에 소개된 조리법은 총 103종이며, 한국음식 77

종(74.8%), 서양음식 18종(17.5%), 중식 6종(5.8%), 일식

2종(1.9%) 등 외국 조리법이 26개에 이른다. 한국음식 77

종 가운데서 김치·장아지류 18종이 20회나 소개되었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당시 식생활에서 김치와 장아찌류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전통 음료 조리법 소개가 7회에 이르고 있다.

3. 외국음식 조리법은 총 26종이 소개되었으며 서양음식

18종(69%), 중식 6종(23%), 일식 2종(8%)이다. 서양음식

은 후식류가 5종, 샌드위치 5종, 샐러드 5종, 기타 3종이

다. 일본음식은 ‘노리마끼 스시’와 ‘하야시라이스’ 두종류만

소개되어서 일제 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음식 소개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영양 관련 기사에서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갖춘

것이 현미고 이에 비해 백미는 영양가치가 훨씬 빈약하고 “비

타민 B가 없어서 각긔증에 걸리기 쉽”다고 하였다. 반찬은

육식보다 채식을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모유수유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탕의 영양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5. 기사 28건에 걸쳐 64종류의 생활단신이 소개되었다.

생활단신은 요리정보, 간단한 영양정보, 식품의 약효나 살

림 요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띤다. 그 가운데서 생

선요리에 관련된 단신이 13종류(20.3%)로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서 생선이 당시 식생활에 많이 이용되었다고 보

여진다.

6. 기타 기사에 나타난 것은 (1) ‘요리법’에 대한 개념 정

립이 이루어졌으며 식품의 영양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음식의 맛뿐 아니라 시각과 취각의 중요성을

언급한 기사도 있었다. (3)외국음식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

입되었음을 나타내는 기사들이 나타났다. (4) [가정생활개선

좌담회]와 [조선음식에 대하야: 좌담회]등 좌담회 기사가 있

었다. ‘잡곡밥, 야채, 김치깍두기, 두부, 백색고기’를 추천

하였고, ‘증편’과 ‘김치’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나타냈지만 칼

로리를 따져서 먹는 서양에 비해 조선사람이 먹는 것은 비

과학적이라고 지적하였다. (5) 중일전쟁과 한재까지 겹쳐서

쌀이 부족한 현상에 처하게 되자 절미운동을 촉구하는 기사

가 나타났다. (6) ‘살찌는 식이미용법과 파리하는 미용법’ 등

다이어트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7) 미식학 문헌으로 분류

할 수 있는 기사도 발견되었다. (8) 여름철 위생과 설문조

사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7. <여성>의 식품영양 관련기사의 주요필자는 방신영(4

건), 유복덕(2건), 홍선표(2건), 이각경(2건), 조자호(2건),

이건혁(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 <여성>의 식품영양 관련 기사에서 당시 소개 되었던

과학적 조리법, 식품의 영양학적 분석, 식단짜기, 서양음식

도입 등 많은 근대적 식생활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성>에 나타난 조리법은 한국음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고 일본 음식 소개는 매우 적은 데 비해, 여러 가

지 서양음식 조리법과 재료가 소개 되었고 나아가 서양식 식

탁 예절 등이 적극적으로 기사화 되었다. 서양에서는 요리

13) 강인희, 한국식생활사, 삼영사, 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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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큰 학문’으로 여기고 있으며 칼로리를 계산하여 섭취

량을 정하는 등 과학적인 음식섭취를 한다며 이를 도입하려

는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의 효율을 위

해 식단을 작성하고 영양표를 고려하였으며 위생관념이 도

입되었다. 식품의 영양적 측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미용으로까지 연결시켰으며,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현미, 채소, 두부’ 등을 건강음식으로 추천하는 것은 현

재의 영양상식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음식의 맛뿐 아니라

시각과 취각의 중요성을 언급한 기사와 미식학 문헌으로 분

류할 수 있는 기사도 발견되었다.

잡지 <여성>을 통해 1936년 4월부터 1940년 12월 사이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영양을 고려하고 가사노

동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우리나라 식생활 발전단계와 근

대화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여성>이라는 한 종

류의 잡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대 식문화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잡지나 신문, 서적 등을 통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방신영, 이각경, 홍선표 등 한국 근대 식생활사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업적발굴 등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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