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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gredients and cooking methods of side dishes in「Chosunmusangsinsikyorijebub」 during the

year of 1924, approximately. In the recipe for Tang (Guk), there was much use of various parts of beef, fish, shellfish,

vegetables, and mushrooms, and soybean paste, hot pepper paste, and soy sauce were used as seasonings. For Chootang

and Byulchootang, cinnamon powder was added at the end of cooking. In foods such as Tang (Guk), Gigimi, Chigye, Chim,

and steamed dishes, which were made of beef, pork, chicken, various fish, Chinese cabbage, and over ripened cucumbers,

and thickened by adding buckwheat powder or wheat powder, the taste of the food was changed by controlling the gravy

content. In the recipe for Gorim-Cho, ingredients such as beef, pork, chicken, and various fish were used, which were cooked

in boiling water and soy sauce. Boiling or steaming were employed as the cooking methods for Baeksuk, where beef rib

Baeksuk was seasoned with salt and fermented shrimp and then boiled. For porgy and herring Baeksuk, the internal organs

of the fish were first removed, and then they were steamed with pine needles. Hoei incorporated the flesh of various meats,

various beef organs, pork skin, and fish as ingredients, and different dipping sauces and pine nut powder were also used.

Key Words : 「Chosunmusangsinsikyorijebub」 soybean paste, hot pepper paste, soy sauce, cinnamon powder

I. 서 론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

데 조선전기는 한식의 발달시대이고 조선후기는 한식의 완

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식생활에서 고추의 전

래는 담백미를 즐기던 전기시대의 식생활과는 달리 조화미

로 후기의 식생활을 변화시켰다(강 & 이 1983).

1600-1800년대 남성에 의하여 한문으로 엮어진 조리서

들은 중국의 조리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많은데 비하여

여성에 의하여 한글로 수록된 「음식디미방」(1670년경)과

「閨閤叢書」(1809년)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식문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한 2003; 백 2003; 김 2004).

1900년대에는 한문요리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한글요리서

가 신활자체로 발행되었다. 1900년대의 조리서로 1869년의

「刊本 閨閤叢書」에 냉면 조리법을 보충한「夫人必知」(1900

년대 초엽 추정)가 있고, 시대변화에 따른 신식조리법을 다

룬 방신영의「料理製法」(1913년)이 있으며,「林園十六志」

의 鼎俎志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신식조리법을 곁들인 조리

서인 李用基(이용기)의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1924)이

있다. 그리고 李奭萬의 「簡便朝鮮料理製法」(간편조선요리

제법)(1934년)과 「新營養料理法」(1935년), 趙慈鎬의 「朝

鮮料理製法」(1938년)이 있다. 이외에도 일본어로 간행한 孫

貞圭의 「朝鮮料理」(1940년), 국한문혼용체로 간행한 洪善

杓의 「朝鮮料理學」(1940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인 미

국 여성인 모리스가 발행한 「西洋料理製法」(1937년) 등이

있다(이 198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은 1924년경에 李用基가 동서고

금의 조리서를 모아서 편찬한 한문 조리서인 ‘林園十六志’

(1827년경)의 鼎俎志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신

식조리법을 곁들인 조리서로서 우리나라의 조리법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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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국·일본·서양의 조리법 등 63영역에 걸쳐 790여종

의 음식 조리법을 수록하였다.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은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현대 조리법을 잇는 교량적 시대의

조리서로 우리나라 조리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현대의 조리법으로 발전과정에서 교량적 역할을

수행한 1900년대의 조리서에 관한 고찰연구가 나타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24년경의 「朝鮮無雙新式料理

製法」에 수록된 부식류 에서 탕(국), 창국, 지짐이, 찌개,

찜, 조림·초, 백숙, 회, 편육의 조리법과 특징을 고찰하여

전통조리법을 이해하고 현재의 기호와 식생활 양식에 맞게

전통적인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문헌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옛음식연구회(2001)가 번역하여 궁중음식연구

원이 발간한 ‘다시 보고 배우는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에 수록된 부식류의 조리법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1924년경의「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은 현재처럼 공간적 제

약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고

저자의 식기호에 따라 조리법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기에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의 음식이 당시의 음식을 대표한다

고 하는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II. 본 론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수록된 부식류에서 탕(국), 창

국, 지짐이, 찌개, 찜, 조림·초, 백숙, 회, 편육의 식재료

와 조리법을 살펴보았다.

1) 탕(국)류

수록된 탕(국)류는 육개장을 비롯하여 59종으로 이들 음

식별 조리법은 <Table 1>과 같다. 탕(국)류의 식재료 특징

은 다양한 소의 부위와 어패류·채소류·버섯류 등의 이용

<Table 1 > The ingredient and cooking method of Tang(Guk)

음식명 주재료 부재료 및 양념 조리법

개장 개
된장, ① 미나리, 호두, 부추, 파, 
② 고춧가루, 기름, 참깨, 후춧가
루, 계핏가루, 마늘, 겨자

된장을 풀어 끓을 때 피를 빼지 않은 개살코기와 ①을 넣어 삶다가 
①은 건져내고(누린내 제거) 부추나 파를 넣고 끓이다가 고기를 건
져내어 손으로 뜯고 ②로 가하여 다시 은근히 끓인 후 먹을 때 겨자
를 곁들인다.

육개장
홀떼기,1) 사태, 양, 곱창, 
곤자소니, 양지머리, 도가
니, 갈비, 대창, 이자, 부아 

파, ① 후춧가루, 간장, 참깨,
기름, 고추장

여러 쇠고기 부위를 삶아 건져먹기 좋게 썰고 ①로 양념하여 고기 
삶은 육수에 데친 파를 한치(3 cm) 길이로 썰은 것과 함께 끓이면서 
고추장을 푼다.

곰국
쇠족, 쇠꼬리, 흘떼기, 사
태, 양, 곱창, 곤자소니 

무, ① 간장, 된장, 기름, 후춧가
루, 참깨

여러 쇠고기 부위와 무를 삶아 건져먹기 좋게 썰고 ①로 양념하여 
고기 삶은 육수에 넣어 끓인다.

잡탕
흘떼기, 사태, 양, 곱창, 곤
자소니, 말린대구, 무

파, ① 간장, 참깨, 후춧가루,
고추장, 기름, 미나리, 계란,
표고, 석이, 완자, 실백

여러 쇠고기 부위와 말린 대구, 무를 삶아 건져먹기 좋게 하고 ①로 
양념하여 고기 삶은 육수에 파와 함께 넣어 끓이고 골패형으로 썰
은 미나리 초대, 황백지단, 표고, 석이, 완자, 실백을 넣고 한소끔 끓
인다.

골탕 쇠등골
소금, 밀가루, 계란, 기름, 맑은
장국, 파

소금으로 껍질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은 쇠등골을 밀가루, 계란
물을 입혀 기름에 지진 후 끓는 맑은장국에 채 썬 파와 함께 넣고 한
소끔 더 끓인다.

맑은장국 쇠고기

① 파, 마늘, 간장, 후춧가루, 기
름, 참깨, 다시마, 무 또는 박, 파

얇게 저민 쇠고기를 ①에 재웠다가 물을 조금 붓고 데친 겨울무와 
파를 넣고 볶다가 다시 물을 붓고 끓이다.(다시마를 넣고 한소끔 끓
이면 단맛이 더 나고 가을에는 무 대신 박을 이용하면 좋다.)

① 파, 간장, 기름, 후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계란

얇게 저민 연한 쇠고기를 ①로 양념하여 물을 조금 넣고 볶다가 다
시 물을 붓고 끓이면서 소금, 고춧가루, 계란을 넣고 한소끔 끓인다.

추포탕
쇠족, 꼬리, 홀떼기, 양, 사
태, 곱창, 곤자소니, 오이, 
무

소금, ① 기름, 간장, 참깨, 후춧
가루, 깨국

쇠고기부위는 삶아서 먹기 좋게 썰고 오이와 무도 썰어 소금에 절
인 후 볶아 고기류와 섞어 ①로 양념하고 참깨로 깨국을 만들어 붓
고 한소끔 끓인다.

신선로
(탕구자,
열구자)

쇠고기, 파, 간장, ① 각색 전류(등골, 천엽, 간 등), 전복, 해
삼, 미나리초대, 석이지단, 황백지단, 표고, 고추, 완자, 은
행, 호두, 실백, 맑은장국, 국수

저며 썰은 쇠고기를 파, 간장으로 양념하여 신선로 그릇에 담고 ①
의 재료를 돌려 담아 맑은장국을 붓고 끓이면서 국수를 넣는다.

전골

쇠고기(등심, 볼기, 도가니, 천엽, 양지머리, 콩팥, 간, 등골), 
송이, 조개, 낙지, 돼지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닭고기, 
새고기, 오리고기, 꿩고기, ① 기름, 참깨, 후춧가루, 소금, 
실백가루, 무, 숙주, 파, 원추리, 미나리, 계란, 석이, 표고, 
완자, 맑은장국

갖은 수조육류를 ①로 양념하고 채소류와 다른 재료들을 함께 그릇
에 돌려 담아 놓고 맑은장국을 붓고 끓인다.

벙거지골
채소류, 맑은장국, 소금, 계란, 고기류(쇠고기, 닭고기, 꿩
고기, 양, 돼지고기) 

데친 채소류는 벙거지골 속에 끓고 있는 맑은장국에, 계란을 풀어 
함께 넣어 먹고 고기류는 벙거지 가장자리에서 익혀 먹는다.

족탕 우족, 사태 ① 간장, 후춧가루, 계핏가루 우족과 사태를 푹 삶아 뼈를 제거하고 ①로 간하여 다시 한소끔 끓
인다.

주저탕 우족 밀가루, 무, 소금 족을 무르게 삶으면서 밀가루를 풀고 무는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 
넣어 묽은 죽처럼 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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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 Continued

음식명 주재료 부재료 및 양념 조리법

갈비탕 갈비 ① 간장, 기름, 참깨, 후춧가루 갈비를 씻지 않고 맹물에 푹 끓이다가 갈비를 건져 ①로 양념
을 한 후 다시 넣어 한소끔 끓인다.

선지국 선지
된장이나 새우젓, 쇠고기, 곱창, ① 파, 후춧
가루, 두부

쇠고기와 곱창에 된장이나 새우젓으로 간하여 끓이면서 ①을 
넣고 두부와 핏물 제거한 선지를 넣고 다시 끓인다.

완자탕
민어, 돼지고기, 꿩
고기, 닭고기

실백, 계란(또는 녹두전분), 맑은장국, ① 후
춧가루, 기름, 참깨, 표고, 석이, 두부, 소금, 
생강

다진 주재료에 ①을 넣고 치대어 밤알만큼 만들 때 실백을 하나
씩 넣고 계란(또는 녹두전분)을 입혀 맑은장국에 넣어 끓인다.

오복탕
도라지, 닭고기, 돼
지고기, 해삼, 전복

① 간장, 기름, 파, 참깨, 후춧가루, 미나리, 
소금, 쇠고기육수, 녹두전분, ② 은행, 실백, 
계란, 후춧가루, 초장

채 썰은 주재료를 ①로 양념을 하여 볶은 것과 소금으로 간하
여 볶은 미나리를 녹두전분을 푼 쇠고기 육수에 넣어 은근히 
끓이면서 ②를 넣고 먹을 때 초장을 곁들인다.

순대국
순대(돼지창자, 쌀, 
두부, 파, 숙주, 표
고)

돼지 삶은국물, 우거지(무청 말린 것), 새우
젓국

돼지 삶은 국물에 순대와 우거지를 넣고 끓이면서 새우젓국으
로 간한다.

닭국 닭 ① 간장, 파, 후춧가루, 무나 박, 고춧가루
닭을 굵게 썰어서 ①로 양념하여 물을 조금 붓고 볶은 후 다시 물
을 붓고 무나 박을 넣어 끓인 후 고춧가루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닭의 뱃속에 찹쌀, 인삼가루를 넣어 물에 푹 고을 수도 있다.)

용봉탕 잉어, 암탉 간장
잉어와 암탉을 함께 끓이면서 간장으로 간을 하여 푹 끓인다
(너무 느끼하면 봄과 여름에는 연계와 숭어를 넣어 끓인다.)

총계탕 암탉 파흰부분, 
① 초간장, 기름, 계란

손질한 암탉과 파를 맹물에 삶으면서 ①을 넣고 은근히 끓이면
서 뼈를 제거하고 계란을 풀어 한소끔 끓인다

연포국 쇠고기, 암탉 두부, 소금, 청장, ① 생강, 파, 표고, 석이,
밀가루, 계란

핏물을 제거한 쇠고기와 암탉을 삶으면서 지진 두부를 넣고 익
은 쇠고기와 암탉은 잘게 썰어 소금, 청장으로 간을 하고 ①을 
국물에 넣어 은근히 끓이면서 밀가루를 풀고 한소끔 끓으면 계
란을 풀고 간을 한 쇠고기와 암탉을 넣어 끓인다.

계란탕 계란 청장 물에 계란을 풀어 청장으로 간을 하여 중탕으로 끓인다.

대구국 대구 ① 콩나물, 고추장, 된장 ①을 넣고 끓인 국물에 먹기 좋게 썰은 대구를 넣어 한소끔 끓
인다.

도미국 도미 맑은장국, 소금, 쑥갓, 초 맑은장국에 먹기 좋게 썰은 도미를 넣어 한소끔 끓인 후 쑥갓
을 올리고 초를 곁들인다.

민어국 민어 맑은장국, 소금 맑은장국에 먹기 좋게 썰은 민어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선기야탕
(승기악탕) 쇠고기, 숭어 무, 숙주, 원추리, 미나리, 표고, 황백지단, 

간장, 맑은장국, 국수(또는 흰떡)

채소류는 먹기 좋게 썰고 표고와 황백지단은 골패형으로 쇠고
기는 저며 간장에 재우고 숭어는 포떠서 잠깐 구워놓고 냄비에 
맑은장국을 부어 끓으면 쇠고기, 숭어, 채소류, 국수(또는 흰떡)
을 익혀 먹는다.(맛이 좋아 기생이나 풍악보다 더 좋다고 함)

도미국수
(도미면) 쇠고기, 도미, 국수

밀가루, 쑥갓, ① 미나리초대, 표고, 목이, 원
추리, 석이지단, 황백지단, 완자, ② 은행, 호
두, 실백, 실고추, 맑은장국, ③ 후추, 소금, 
건강, 계피, 고춧가루, 천초, 승검초

냄비에 저민 쇠고기와 쑥갓을 깔고 그 위에 도미를 두세마디로 
썰은 후 밀가루를 묻혀 번철에 지진 것을 올리고 주위에 ①과 
②를 돌리고 맑은장국을 붓고 끓이면서 ③과 국수를 넣는다.

넙치국 넙치 고추장, ① 파, 미나리, 쇠고기 고추장을 풀어 맛을 낸 국물에 손질한 넙치와 ①을 넣어 끓인다.
준치국 준치 맑은장국, 파 맑은장국에 파를 넣고 끓이다가 손질한 준치를 넣어 끓인다.
조기국 조기 맑은장국, ① 고사리, 미나리(또는 파) 맑은장국에 ①을 넣고 끓이다가 손질한 조기를 넣어 끓인다.

복국 복어
기름, 백반, 고추장, 미나리, 파, 소리쟁이(마
디풀과 다년초)

물에 기름과 백반을 넣어 백반이 다 풀리거든 손질된 복어를 
넣고 고추장을 풀고 끓이면서 채소류 등을 넣어 끓인다.

명태국 명태 파, 맑은장국, 계란 파를 넣은 맑은장국이 끓을 때 손질한 명태에 계란물을 입혀 
넣고 한소끔 끓인다.

이리탕 이리 맑은장국, 밀가루, 계란 저민 이리에 밀가루, 계란물을 입혀 맑은장국에 끓인다.

게국 게
맑은장국, ① 연한 쇠고기, 두부, 파, 생강,
소금, 후춧가루

게다리는 맑은장국에 넣어 끓이고 게의 살에 다진 ①을 넣어 
치대어 게딱지 속에 넣고 맑은장국이 끓을 때 넣어 한소끔 끓
인다.

와가탕 모시조개 해감된 모시조개를 맹물에 넣고 끓인다.(숙취해소에 좋다.)
홍합탕 홍합 맑은장국 손질한 홍합을 맑은장국에 끓인다.

추탕 미꾸라지
소금, ① 쇠고기, 밀가루, ② 두부, 풋고추, 
파, 생강, 고비(또는 표고, 송이), 곱창(또는 
양), ③ 계란, 후춧가루, 계핏가루

①로 육수를 만들어 식혀 밀가루를 풀고 ②의 재료와 소금으로 
해감한 미꾸라지를 넣어서 끓이다가 ③으로 마무리 한다.(국
수를 말아 먹으면 좋다.)

별추탕 미꾸라지
두부, 소금, ① 업진(또는 사태), 밀가루,
② 풋고추, 파, 생강, 고비(또는 표고, 송이), 
곱창(또는 양), ③ 계란, 후춧가루, 계핏가루

해감한 미꾸라지를 두부 만드는 마지막 과정에 넣어 함께 굳히
고 굵게 썰어 놓는다. ①로 육수를 만들어 식혀 밀가루를 풀고 
②와 굵게 썰은 두부를 넣어 끓이다가 ③으로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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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였고 간장·고추장·된장이 많이 사용되었다.

장류는 우리의 음식 맛을 좌우하는 기본 식품으로 우리음

식은 대부분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등으로 맛내기를 하므

로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맛의 조화를 이루어

낸다. 장은 콩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숙성, 저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미생물이 작용하여 성분에 변화를 일으켜 장

<Table 1 > Continued

음식명 주재료 부재료 및 양념 조리법

자라탕 자라 ① 간장, 파, 기름, 참깨, 후춧가루 자라에 끓는 물을 부은 후 배딱지의 살을 모아 ①로 양념을 한 
후 다시 넣고 배딱지를 덥고 끓인다.

미역국 미역 기름, 쇠고기, 간장 미역을 불려 한 치 길이로 썰어 기름에 쇠고기와 볶은 다음 물
을 붓고, 간장으로 간을 하여 끓인다.

곤포국 곤포(다시마) 기름, 쇠고기, 간장 곤포를 불려 한 치 길이로 썰어 기름에 쇠고기와 볶은 다음 물
을 붓고, 간장으로 간을 하여 끓인다.

애탕 쑥
쇠고기, 두부, 밀가루, 계란, 맑은장국, 파, 
① 기름, 참깨, 후춧가루, 소금

데치고 다진 어린쑥, 다진 쇠고기, 으깬 두부와 ①의 양념을 섞
어 치대어 밤알크기를 만들어 밀가루, 계란을 입혀 끓는 맑은
장국에 손질한 파와 함께 한소끔 끓인다.

외무름국 늙은 오이 ① 민어, 돼지고기, 꿩고기, 닭고기, 쇠고기, 
소금, 맑은장국, 고추장

늙은 오이의 껍질 제거 후 속을 오이꼭지 자른 쪽으로 제거하
여 그 속에 ①을 다져 소금 간하여 넣고 오이꼭지로 막고 고정
시키고 고추장 풀은 맑은장국에 넣어 한소끔 끓인다.(치아 없
는 노인에게 좋다.)

고사리국 고사리 맑은장국, 밀가루 맑은장국을 식혀서 밀가루를 풀고 고사리를 넣은 다음 다시 끓
인다.

버섯국 목이버섯 두부, 맑은장국, 밀가루 맑은장국을 식혀서 밀가루를 풀고 두부, 목이버섯을 넣은 다
음 다시 끓인다.

토란국 토란 맑은장국, 쇠고기, ① 간장, 파, 후춧가루
데친 토란과 채 썰은 쇠고기를 ①로 양념하여 볶다가 맑은장국
을 붓고 끓인다.(토란은 토장국에 많이 넣고 맑은장국, 곰국, 
잡탕에도 넣어 끓인다.)

파국
(총탕) 파 쇠고기, ① 간장, 후춧가루, 계란, 모시조개

데친 파(겨울 파는 그냥 이용)와 채 썰은 쇠고기를 ①로 양념하
여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인 다음에 계란을 푼다.(모시조개를 넣
어도 좋다.)

멧나물국 산나물 쇠고기, ① 파, 간장 데친 산나물과 채 썰은 쇠고기를 ①로 양념하여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인다.

아욱국 아욱
① 된장, 고추장, ② 홍합, 새우, 멸치, 쇠고
기, 곱창

데친 아욱을 ①로 간하여 끓이다가 ②를 넣어 다시 끓인다.(아
욱은 산모가 해산했을 때 미역 대신으로도 좋고 공미리라는 생
선을 넣으면 더 좋다.)

냉이국 냉이 된장, 쇠고기 토장국에 쇠고기와 냉이를 넣어 끓인다.

소리쟁이국
소리쟁이(마디풀
과의 다년초) ① 된장, 고추장, ② 모시조개, 파 ①을 풀어 끓이면서 소리쟁이와 ②를 넣어 끓인다.

배추속대국 배추속대

된장, ① 쇠고기, 곱창, 계란 토장국에 배추속대와 ①을 넣고 끓이다가 계란을 푼다.(게알
을 넣어도 좋다.)

맑은장국, ① 쇠고기, 파, 기름, 참깨, 후춧가
루, 간장, 계란

배추속대와 ①을 섞어 물을 조금 붓고 볶다가 맑은장국을 넣고 
간을 맞추면서 끓이다가 계란을 푼다.

우거지국
우거지
(무청 말린 것)

된장, 쇠고기, ① 기름, 참깨, 후춧가루, 콩나
물

토장국에 쇠고기를 넣고 끓이다가 데친 우거지를 ①로 양념을 
하였다가 콩나물을 섞어 토장국에 넣어 다시 끓인다.

박국 박(연한 박) 쇠고기, 맑은장국 맑은장국에 쇠고기, 얇게 썰은 박을 넣어 끓인다.
고은대국
(근대국) 근대

된장, ① 콩나물(또는 우거지), 기름기(또는 
소의 꽁무니 뼈, 곱창) 토장국에 데친 근대와 ①을 넣어 푹 무르도록 끓인다.

소탕 두부 기름, 간장, 다시마
맹물에 기름과 간장을 넣어 끓이다가 앞뒤로 지진 두부, 다시
마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제사 때 쓰이며 표고, 송이, 들깨즙
을 넣으면 좋다.)

삼태탕
콩나물, 쇠고기, 명
태

① 파, 후춧가루, 된장, 두부, 간장, 고춧가루
손질한 콩나물, 쇠고기를 ①로 밑간을 하여 볶다가 명태, 두부, 
물 넣고 끓이면서 간장간을 하고 먹을 때 고춧가루를 넣는다.(
숙취해소에 좋고 콩나물만 넣어 끓여도 좋다.)

토장국 양지머리, 된장 갈비, 사태, 곱창, 배추, 토란, 무, 콩나물
양지머리 육수에 된장을 풀고 나머지 재료들도 넣어서 은근히 
오랫동안 끓이는데 기호에 따라 선지, 쇠족, 게알, 조개, 거란지
뼈(소의 꽁무늬뼈), 들깨 등도 넣는다.

청국장 콩
가랑잎, ① 쇠고기, 쇠꼬리, 등심, 지라, 말린 
대구, 북어, 해삼, 전복, 홍합, 다시마, 무, 파, 
고춧가루

삶은 콩에 가랑잎을 덮고 발효시켜 청국장을 만들어 ①의 재료
와 함께 끓인다.(국수나 밥을 말 수 있고, 숙취해소에 좋고 고춧
가루를 넣어도 좋다.)

1)심줄이나 근육사이에 있는 얇은 껍질이 많이 섞인 질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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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특한 맛이 형성된다(한 & 한, 1995; 강 1992).

탕(국)류 조리법의 특징은 된장, 고추장, 간장, 젓국을 이

용한 조리법과 두가지 이상의 식재료를 같이 이용하는 조리

법이다. 된장 또는 고추장을 이용한 조리법은 육개장·곰

국·잡탕·토장국·선지국·대구국·넙치국·복국·외무

름국·아욱국·냉이국·소리쟁이국·우거지국·근대국·

배추속대국·개장이 있고 육류, 어류, 채소류가 많이 이용

되었다. 복국 조리 시 백반을 넣고 끓인 점이 특이하다. 그

리고 곰국은 육수에 된장을 풀지 않고 식재료에 밑간 하는

정도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조리법에서는 된장으로 밑간을

하지 않고 소의 여러 부위를 푹 고아 육수를 만들어 소금 간

하는 조리법으로 전래되었다. 대구국·넙치국·복국 등 고

추장을 푸는 조리법은 현재 다데기를 푸는 매운탕 조리법으

로 발전되었다고 사료된다.

간장을 이용하는 조리법에서 쇠고기를 주재료로 사용한 것

은 골탕·맑은장국·추포탕·족탕·갈비탕이 있고, 해수어

를 주재료로 사용한 것은 도미국·민어국·준치국·조기

국·명태국·이리탕이 있는데 해수어를 주재료로 이용한 조

리법은 현재의 지리 조리법으로 발전되었다고 사료된다. 숙

취해소에 좋은 삼태탕은 콩나물, 쇠고기, 명태를 주재료로

이용하였고 된장으로 밑간을 하고 간장으로 간을 하였다.

젓국을 이용한 조리법은 돼지창자에 여러 부재료를 넣어

만든 순대를 이용한 순대국이 있었고, 두부, 계란, 청국장,

콩나물을 주재료로 조리한 소탕, 계란탕, 청국장, 삼태탕이

있었다.

두 가지 이상의 식재료를 같이 이용하는 조리법으로 다음

과 같다. 완자탕·애탕·도미면·신선로·전골·벙거지골·

용봉탕·오복탕·연포국이 있는데 완자탕·애탕은 주재료

를 곱게 다져 밤알 크기로 만들어 조리하였고, 용봉탕·오

복탕·연포국에서는 닭과 잉어·도라지, 돼지고기, 해삼, 전

복·쇠고기를 어우러지게 조리하였다. 오복탕에서는 녹두전

분, 고사리국·버섯국·연포국에서는 밀가루를 풀어 맛의

상승과 국물의 농도를 조절하는 조리법은 「음식디미방」이

후「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까지 전래되다가 현재는 일반적

으로 사용되지 않는 조리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꾸라

지를 이용한 추탕과 별추탕에서는 계핏가루를 냄새를 제거

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다. 현재는 추어탕에 산초가루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산초가루의 향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계핏가루를 가한 추어탕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창국류

창국류의 음식별 조리법은 <Table 2>와 같다. 창국류의

식재료 특징은 해조류의 이용이 많고 좋은 물을 사용한 점

이다. 강(1996)은 ‘찬국으로 국의 한 종류로 분류하였고 끓

여서 차게 식힌 물에 맑은 집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끓이지

않고 날로 먹을 수 있는 건더기를 넣어 차게 해서 먹는 것

이다’라고 하였다.

창국류 조리법의 특징은 둥굴게 썬 오이를 1-2시간 밑간

하거나 물에 불려 먹기 좋게 썰은 미역을 청장과 기름 간하

여 다져 볶은 쇠고기를 충분히 식힌 후에 찬물을 붓고 초로

간하여 차게 하는 조리법이다.

3) 지짐이류

지짐이류의 음식별 조리법은 <Table 3>과 같다. 지짐이

류의 식재료 특징은 잉어·메기·민어·쏘가리·자가사리·

암치·비웃·병어같은 어류의 이용이 많고, 고추장을 양념

으로 사용하였고 쇠고기를 부재료로 이용된 점이다. 암치는

초여름에 민어를 넓게 잘라 펴서 소금에 절인 건어류이고 청

어는 가난한 선비가 먹고 살을 찌운다 해서 비웃이라 하였

고 함경도 근역의 청어가 명물이고 서해의 청어도 기름지고

좋다(윤 2002).

지짐이류 조리법의 특징은 고추장을 푼 국물에 주재료와

부재료인 쇠고기와 무를 넣고 생선뼈가 푹 무르도록 끓인 조

리법이다. 지짐이란 찌개보다는 덜 바특하게, 그러나 국보

다는 바특하게 끓인 음식으로 궁중에서는 감정이라 하여 보

시기에 떠서 먹는 음식임을 알 수 있다(이 1985; 옛음식연

구회역 2001). 윤(2002)은 지짐은 조림보다 국물이 많은 음

식이며 건어나 민물고기 또는 신선한 생선 등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4) 찌개류

찌개류는 된장찌개를 비롯하여 22종으로 음식별 조리법은

<Table 4>와 같다. 찌개류의 식재료 특징은 민어·도미·

방어·고등어·북어·웅어·도루묵 등의 해수어와 여러 종

류의 자반, 새우·명란·곤쟁이젓갈, 두부·무장 등의 가

공식품, 우거지·낙지 내장·선지피 등 식재료가 다양화 되

었고 된장·고추장·간장·젓국·고춧가루·풋고추·파·

기름·후춧가루 등 양념류도 다양화된 점이다.

찌개류 조리법의 특징은 대부분 된장 또는 고추장을 풀어

<Table 2> The ingredient and cooking method of Changguk

음식명 주재료 부재료 및 양념 조리법

김창국 김 청장, 초, 기름, 파, 고춧가루, 쇠고기
좋은 물에 청장, 초, 기름, 파, 바삭바삭하게 구워 부순 김과 볶은 쇠
고기를 식혀 넣고 차게 먹는다.(기호에 따라 초를 많이 넣고, 파를 조
금 넣거나 고춧가루를 넣을 수 있다.)

외창국 외(오이) ① 청장, 초, 파, 고춧가루 둥글게 썰은 오이에 ①을 넣어 1-2시간 재운 후 좋은 물을 붓고 간을 
맞춘다.

메역창국 미역 청장, 기름, 쇠고기, 초 물에 불려 먹기 좋게 썰은 미역에 청장, 기름으로 간하고 다진 쇠고
기는 볶아 식으면 초를 많이 넣고 물을 붓고 차게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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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이면서 주재료를 넣어 탕(국), 지짐이 보다는 국물이 적고

부재료와 국물이 반반 정도 되게 끓이면서 젓국, 고춧가루로

간하고 간이 탕(국), 지짐이 보다 세게 하는 조리법이다. 찌

개는 궁중용어로 조치라고 불리웠는데 간은 된장, 맑은 집간

장, 고추장, 새우젓 등으로 맞추되 국보다 간이 센 편이고 조

치는 뚝배기에 안쳐서 밥솥에 찌거나 중탕한 다음 화롯불에

서 장시간 끓여야 제 맛이 난다고 하였다(강 1886).

궁중이나 상류층의 조치는 맑은 조치가 대부분이었고 서

민의 것은 토장찌개 이었다.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

“대체로 국보다 지짐이가 맛이 좋고 지짐이보다 찌개가 맛

이 좋은 것은 적게 만들고 양념을 잘하는 탓이다”라고 하였

다(이 1985).

5) 찜류

찜류의 음식별 조리법은 <Table 5>와 같다. 찜류의 식재

료 특징은 소, 돼지, 닭 등을 비롯하여 도미, 숭어 등 해수

어와 생선의 부레, 배추, 배추속대 등 식재료가 다양화된 점

이다. 특히 생선의 부레가 이용될 정도로 일상의 식생활에

어류가 많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아제찜에서는 메밀

가루, 영계찜·붕어찜·황과찜에서는 밀가루를 이용한 점

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리법에서는 마늘의 사용이 없었으

나 아제찜에서 마늘의 사용이 나타났다.

찜류 조리법의 특징은 주재료에 양념이 베이도록 조리는

찜조리법이 증가하였고 같은 식재료이지만 조리법을 달리한

조리법이 있었다. 갈비찜, 생선찜, 붕어찜, 부레찜, 배추찜,

속대찜, 황과찜, 송이찜처럼 주재료에 양념이 베이도록 조

리는 조리법이 수증기로 중탕하는 찜조리법 보다 많아졌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제찜, 영계찜, 게찜에서는 같은

식재료이지만 다른 찜조리법을 사용하였다. 아제찜은 부재

료를 새끼 돼지 뱃속에 넣어 수증기로 찌거나 새끼 돼지를

삶아 저민 고기를 끓이거나 중탕하였고, 영계찜은 영계를 삶

아 잘게 찢어 끓이거나 영계 뱃속에 부재료를 넣어 끓였고,

게찜은 게살과 부재료를 섞어 게딱지에 넣어 끓이거나 중탕

하여 조리하였다. 윤(1999)은 우리나라 찜요리는 상고시대

시루를 쓰던 때부터 시작되었고 솥이 보급되어 보편화 된 이

후로는 큰 솥안에서 중탕으로 익히거나 엉그레를 놓고 그 위

에서 익혔다고 하였다.

6) 조림·초류

조림·초류의 음식별 조리법은 <Table 6>과 같다. 조림·

초류의 식재료 특징은 닭·소·돼지 등을 비롯하여 붕어·

명태·갈치·민어·도미·준치·조기·청어·병어 등의

해수어, 그리고 전복·해삼·홍합과 풋고추 등 식재료가 다

양하게 이용되었고, 양념으로는 간장을 많이 사용되었다.

조림·초류 조리법의 특징은 찜류의 조리법보다 국물을

더 바특하게 조리는 조리법으로 조림은 각각의 주재료에 물

<Table 3> The ingredient and cooking method of Gigimi

음식명 주재료 부재료 및 양념 조리법

잉어
지짐이

잉어 고추장, 파, 쇠고기, 무 고추장을 풀어 파, 쇠고기를 넣어 끓이다가 손질한 잉어와 무를 넣고 
뼈가 무르도록 끓인다.(잉어는 여름 뒤가 좋고 봄에는 먹지 않는다.)

여메기
지짐이

여메기
(메기) 고추장, 파, 쇠고기, 무 고추장을 풀어 파, 쇠고기를 넣어 끓이다가 손질한 여메기와 무를 

넣고 뼈가 무르도록 끓인다.
민어
지짐이

민어 고추장, 파, 쇠고기, 무 고추장을 풀어 파, 쇠고기를 넣어 끓이다가 손질한 민어와 무를 넣
고 뼈가 무르도록 끓인다.

쏘가리
지짐이

쏘가리
(궐어) 고추장, 파, 쇠고기, 무 고추장을 풀어 파, 쇠고기를 넣어 끓이다가 손질한 쏘가리와 무를 

넣고 뼈가 무르도록 끓인다.(사월쯤 맛이 좋다.)
자가사리
지짐이

자가사리
(민물고기) 고추장, 파, 쇠고기, 무 고추장을 풀어 파, 쇠고기를 넣어 끓이다가 손질한 자가사리와 무

를 넣고 뼈가 무르도록 끓인다.
암치
지짐이

암치(소금에 절여 
말린 민어) 고추장, 새우젓, ① 무, 쇠고기, 파 고추장을 풀고 새우젓국간을 하고 손질한 암치와 ①을 넣어 뼈가 

무르도록 끓인다.(무 대신 토란을 넣어도 좋다.)
비웃
지짐이

비웃
(말린 청어) 고추장, ① 쇠고기, 파, 기름, 콩나물 고추장을 풀어 ①을 넣고 끓이다가 비웃(말린 청어)을 썰어 넣고 더 

끓인다.
병어
지짐이

병어 고추장, ① 쇠고기, 파 고추장을 풀어 ①을 넣고 끓이다가 병어를 썰어 넣고 푹 끓인다.(병
어 큰 것을 덕재라고 하며 맛이 좋다.)

게
지짐이

게
밀가루, ① 쇠고기, 두부, ② 생강, 고추, 
고추장

물에 밀가루를 풀어 끓이면서 ①을 넣고 ②를 넣어 끓으면 손질한 
게를 넣어 은근히 한참을 끓인다.

미역
지짐이

미역 고추장, 쇠고기, ① 파, 기름 손질한 미역에 ①로 간하여 고추장 풀은 물에 쇠고기와 함께 끓인다.

멧나물
지짐이

멧나물
(산나물)

① 된장이나 고추장 ② 쇠고기, 파, 참깨, 
기름, 고춧가루

데친 멧나물을 ①로 간하고 ②를 넣어 끓인다.
(비웃을 넣으면 맛이 좋다.)

무
지짐이

무 북어, ① 콩나물, 쇠고기, 파, 간장 무는 통으로 얇게 썰고 북어와 ①을 먹기좋게 썰고 물을 붓고 간장 
간하여 끓인다.

호박
지짐이

호박
(애호박) 일본간장, 된장, 기름이 있는 고기 호박을 썰어 일본간장과 된장을 섞어 기름기 많은 고기를 넣고 끓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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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붓고 간장을 넣어 끓이다가 국물이 줄면 갖은 양념을 하

여 바특하게 졸이는 조리법이고, 초는 조림과 같은 방법으

로 조리하되 꿀을 넣어 재료가 엉기도록 하고 실백가루에 버

무리는 조리법이다.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 조림할

때 간장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이 헤어지지 않으며, 빛을 좋

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그러나 강(1996)은 ‘초는 집진간

장으로 조리하되 조림국물에 녹두녹말을 풀어 넣어 익혀서

재료를 엉키도록 한 요리이다’라고 하였다.

7) 백숙류

백숙류의 음식별 조리법은 <Table 7>와 같다. 백숙류의

식재료 특징은 수조육류를 고루 이용한 점이다. 갈비·영

계·잉어·도미·청어·홍어·낙지·꼴뚜기·우렁이 등

을 주재료로 이용하였다. 잉어백숙은 양지머리, 도미·청어

백숙은 솔잎을 부재료로 이용하였고 소금·후춧가루·간

장·초·고추장·새우젓을 양념으로 이용하였다. 현재는 돼

지고기요리에 새우젓을 같이 사용하지만 갈비백숙은 소갈비

<Table 4> The ingredient and cooking method of Chigye

음식명 주재료 부재료 및 양념 조리법

선지피찌개 선지
계란, 새우젓, ① 파, 고추, 마늘, 생강, 
후춧가루, 소다

선지피에 계란, 새우젓과 ①을 넣고, 소다를 조금 넣은 후 함께 휘저
어 중탕한다.

된장찌개 된장
① 기름, 쇠고기, 송이(또는 표고), 파, 
생강, 풋고추, 붉은고추, 실백, 북어 된장을 풀어 ①을 넣고 끓인다.

생선찌개
민어나 도미, 기
타 생선

쇠고기, 파, 기름, 된장(또는 고추장, 
젓국), 고춧가루

독수리(뚝배기)에 쇠고기, 파를 다져 담고, 기름을 치고, 된장이나 고
추장 또는 젓국을 풀어 끓이다가 손질한 생선을 넣고 푹 끓인다.(젓
국에 끓였을 때는 고춧가루를 넣는다.)

자반찌개 모든 자반류 쇠고기, 파, 기름, 고춧가루, 소금
독수리(뚝배기)에 쇠고기를 썰어 먼저 넣고 그 위에 썰은 자반을 넣
는다. 다시 파를 넣고 기름, 고춧가루, 소금을 넣어 물을 조금 붓고 푹 
끓인다.

방어찌개 방어
속뜨물, ① 쇠고기, 파, 고춧가루, 소금, 
기름, 두부

방어를 속뜨물에 씻은 후 썰어 ①과 함께 속뜨물에 끓인다. 이때 두
부를 넣으면 좋다.

고등어찌개 고등어 ① 쇠고기, 파, 두부, 소금, 고춧가루 고등어를 씻어 먹기 좋게 썰어 ①을 넣고 끓이다가 고춧가루를 친다.

북어찌개 북어
고추장, ① 쇠고기, 파, 두부, 간장, 후
춧가루

북어를 먹기 좋게 썰어 고추장에 ①을 넣고 끓이고 간장으로 끓일 때
는 후춧가루를 친다.

웅어찌개 웅어 고추장, 쇠고기, 파 웅어를 손질하여(머리, 꼬리, 내장은 제거) 고추장을 풀고 쇠고기와 
파를 넣고 끓인다.

자반준치찌개 자반준치
① 쇠고기, 파, 기름, 소금, 풋고추, 고
춧가루

자반준치를 굵게 썰어서 ①과 함께 섞어 끓인 후에 고춧가루를 넣는
다.

도루묵찌개 도루묵
고추장이나 간장, ① 쇠고기, 파, 기름, 
후춧가루, 두부

도루묵을 손질하여 ①과 한데 섞어 고추장이나 간장을 풀어 끓인다. 
고추장에 끓일 때는 후춧가루를 치지 않는다.

곤쟁이젓찌개 곤쟁이젓
고추장, 속뜨물, ① 쇠고기, 파, 송이, 
애호박고지, 기름, 북어 속뜨물에 고추장을 풀고 북어와 ①과 곤쟁이젓을 넣어 끓인다.

무새우젓찌개 무, 새우젓 쇠고기, ① 파, 기름, 후춧가루 무를 얇게 썰고 쇠고기를 잘게 두드려 ①과 새우젓을 넣고 주물렀다
가 물을 조금 붓고 무가 무르도록 끓인다.

명란젓찌개 명란젓 쇠고기, 파, 두부 연한 쇠고기와 파를 썰어 넣고 명란젓과 두부를 넣어 끓인다.

연어알찌개 연어알 두부, 계란, 새우젓이나 조기젓국 두부찌개에다 계란을 풀고 새우젓이나 조기젓국을 치고 연어알을 
넣고 끓인다.

알찌개
(계란찌개) 계란

쇠고기, ① 파, 새우젓국, 후춧가루, 두
부

계란에 소다를 조금 넣고 잘 개어 다진 쇠고기와 ①과 으깬 두부를 
섞어 주물렀다가 물 조금 넣고 중탕하거나 밥에 찐다.

새우찌개 새우 고추장, ① 쇠고기, 파, 기름 새우의 껍질을 벗겨 고추장을 풀고 ①을 넣고 끓인다.

조개찌개 조개
① 쇠고기, 파, 기름, 참깨, ② 간장이
나 고추장, 젓국, 두부

조갯살을 손질하여 ①과 섞어 주물렀다가 ②를 넣고 끓인다. 이때 두
부를 썰어 넣고 끓이면 더욱 좋다.(게알, 곤쟁이젓을 넣으면 좋다.)

고락찌개
고락

(낙지 내장) 고추장, ① 쇠고기, 파, 버섯, 두부
독수리(뚝배기)에 고추장을 풀어 ①을 넣고, 그 위에 고락을 넣어서 
끓인다.
*조개고락도 넣으면 좋다.

무장찌개

무장
(메주에 물, 고
추, 소금을 넣어 
숙성시킨 장)

① 쇠고기, 두부, 북어, 파, 기름, 고춧
가루, 간장

무장을 뚝배기에 넣어 물을 붓고 ①을 섞어 푹 끓인다.(무장은 겨울
에 익고, 그 이듬해 살구꽃 피기 전까지 먹는다.)

우거지찌개 우거지
① 쇠고기, 파, 기름, 된장이나 고추장(
또는 젓국), 두부

①을 한데 섞어 손질한 우거지와 같이 주물렀다가 된장이나 고추장, 
또는 젓국에 끓인다. 젓국에 끓일 때는 두부와 함께 끓이면 좋다.

송이찌개 송이 간장, ① 두부, 쇠고기, 파 송이를 손질하여 물에 넣고 간장으로 간하여 ①을 넣고 끓인다.

두부찌개 두부
고추장, 속뜨물, ① 쇠고기, 파, 송이, 
애호박고지, 기름, 북어

속뜨물에 고추장을 풀고 두부와 ①을 넣고 기름을 치고 끓인다. 이때 
북어를 넣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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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우젓 간을 하여 조리하였다. 그리고 잉어, 도미, 청어

백숙은 내장만 제거하고 비늘이 있는 채로 조리하였고 솔잎

을 넣어 쪘는데 이는 솔잎이 생선냄새를 제거하고 솔잎의 향

을 부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의 조리법에 응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백숙류 조리법의 특징은 푹 삶거나, 찌거나, 데치는 조리

법이다. 현재 백숙류의 조리법은 고기나 생선을 푹 삶아 익

히는 조리법이지만「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주재료

에 따라 그 조리법을 달리 하였다. 영계와 소갈비는 삶되

영계의 경우는 뼈가 뭉그러지도록 푹 삶는 조리법, 소갈비

는 뼈가 붙어 있을 정도로 삶아 익히며 새우젓 간하는 조

리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도미와 청어는 솔잎을 함께 시

루에 쪘고, 낙지·꼴뚜기·우렁이는 데치는 조리법을 이용

하였다.

백숙의 조리법에서 주재료의 종류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

함으로써 주재료가 지닌 고유의 맛을 살리고 정성을 다한 선

조들의 조리관을 엿볼 수 있었고 갈비·백숙낙지·우렁이

조리법 기록에 덧붙여 이런 음식들은 술먹는 이가 일등 안

<Table 5> The ingredient and cooking method of Chim

음식명 주재료 부재료 및 양념 조리법

갈비찜 갈비
간장, 후춧가루, ① 미나리초대, 황백지단, 
표고, 석이, 기름, 실백

갈비를 행주로 닦아 물을 붓고 푹 끓이면서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후
춧가루를 쳐 함에 담고 ①을 골패형으로 만들어 실백과 같이 고명으
로 이용한다.

아제찜 새끼돼지

① 닭, 생치, 두부, 익힌무, ② 간장, 기름, 
파, 마늘, 후추가루, 진흙이나 밀가루,
초장

다지고 으깬 ①에 ②로 간을 하여 볶다가 반 쯤 익었을 때 뭉쳐서 손
질해 둔 돼지새끼 뱃속에 넣고 실로 꿰맨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너
스레를 놓고 준비한 돼지새끼를 올려 놓고 솥아귀에 맞는 그릇을 뒤
집어 덮어 진흙이나 밀가루로 봉한 뒤 그릇위에 찬물을 부어 따뜻해
지면 바꾸는 과정을 3번 정도 하면서 끓인 후 먹을 때 초장을 곁들인
다.

① 쇠고기, 닭고기, 꿩고기, ② 전복, 해삼, 
③ 소금, 채소류, 메밀가루

삶아 저민 새끼돼지고기와 다진①과 굵게 저민②, ③의 재료를 맑은 
장국에서 끓이다가 메밀가루를 푼다.(새끼밴 돼지를 잡는 것은 도덕
상 상서롭지 못하다.)

① 미나리, 파, ② 전복, 해삼, 표고, 박고지, 
③ 생강, 파, 기름, 간장, 참깨, 지단, 후추, 
실백

①을 넣어 삶은 새끼돼지살을 가늘게 채썰은 ②와 함께 ③으로 양념 
후 중탕으로 익혀 그릇에 담고 지단채, 후추, 실백가루를 뿌린다.

영계찜 영계

밀가루, ① 간장, 고추, 후춧가루, ② 미나
리초대, 황백지단, 석이, 완자, 실백

영계를 알맞게 삶아 잘게 뜯어 ①로 간을 하고, 영계 삶은 물을 식혀
서 밀가루를 풀어 저어가며 끓이다가 뜯어놓은 영계를 넣는다. 끓인 
영계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②의 고명을 얹는다.(죽순과 연근을 넣
으면 좋다.)

① 쇠고기, 제육, 닭내장, ② 소금, 간장, 파, 
후추, 고추, 생강, 밀가루(또는 녹두전분), 
③ 실백, 황백지단

다진 ①에 ②로 간하여 영계 뱃속에 넣어 무르도록 삶으면서 국물에 
남은 양념, 밀가루(또는 녹두전분)을 풀어 다 익으면 접시에 담아 국
물 즙을 붓고 ③으로 고명한다.

생선찜
도미나 숭어

(그밖의 생선)
미나리, 밀가루, 계란, 맑은장국, ① 미나
리초대, 황백지단, 표고, 석이, 완자, 실백

도미나 숭어를 손질하여 데친 미나리로 허리를 매고 밀가루, 계란을 
입혀 맑은장국에 넣어 조금 더 끓여서 ①로 고명한다.

붕어찜 붕어
① 쇠고기, 돼지고기, 표고, ② 파, 생강, 소
금, 후추, 기름, 초, 녹두전분, 백반, 간장, 
밀가루, 실백, 계란

다진 ①에 ②를 양념하여 손질한 붕어 뱃속에 넣고, 초를 친 뒤 녹두
전분을 개어 등에 바르고 실로 동여매고 붕어 입에 백반 한 조각을 
넣고 솥에 넣어 물을 붓고 간장과 밀가루를 풀은 후 은근히 끓여 익
으면 그릇에 놓고 실백, 계란으로 고명한다.

부레찜 생선내장
① 쇠고기, 생선살, 실고추, 파, 표고, ② 기
름, 참깨, 후춧가루, 간장, 초장

①을 다져 ②로 간하여 치대어 부레에 넣고 삶은 후 둥글게 썰어 초
장을 곁들인다.

게찜 게

쇠고기, 두부, ① 간장, 파, 생강, 후춧가루, 
밀가루, 계란, 맑은장국

게의 장과 다진 쇠고기, 두부, 게살을 한데 주물러 ①로 간하고 치대
어 게딱지에 다시 넣어 밀가루와 계란을 입혀 맑은장국에 반듯이 넣
어 끓인다.

① 게 으깬살, 누른장, 계란, ② 간장, 기름, 
파, 생강, 후춧가루, ③ 게의 검은 장, 기름

①에 ②로 간을 하여 게딱지에 다시 넣고 그릇에 담아 중탕하여 반 
정도 익으면 ③을 섞어 그 위에 바르고 다시 중탕해서 그릇에 담고 
국물을 붓고 지단을 올린다.

배추찜 배추
① 숙주, 무, 돼지고기, 쇠고기, 원추리, 석
이, 표고, 목이, ② 미나리, 파, ③ 실고추, 기
름, 참깨, 간장, 고춧가루, 맑은장국, 초장

①은 채썰어 볶고 데친 ②와 함께 ③으로 양념하며 치대어 소를 만들
어 데친 배추에 겹겹이 소를 넣고 짚으로 동여매 맑은장국에 넣어 푹 
끓여 한치 길이로 잘라 그릇에 담고 초장을 곁들인다.

속대찜 배추속대
맑은장국, 쇠고기, 파, 소금, 후춧가루,
참깨

맑은장국에 쇠고기, 파, 후춧가루, 배추속대를 넣고 조리다가 먹을 
때 참깨를 뿌린다.

황과찜 늙은오이 쇠고기, 밀가루, 소금, 맑은장국
황과의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후 쇠고기를 다져 밀가루와 섞어 
황과 속에 넣고 맑은장국에 밀가루를 풀어 황과를 넣어 자작하게 끓
인다.

송이찜 송이
① 쇠고기, 돼지고기, 두부, ② 기름, 간장, 
파, 후춧가루, 계란, 맑은장국, 실백

①을 다져 으깬 두부를 섞어 ②로 간하여 치대어 저민 송이에 입히고 
계란을 씌워 지져 놓는다. 맑은장국을 끓이다가 지져 놓은 송이를 넣
고 후춧가루, 실백을 넣는다.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수록된 부식류의 조리법에 관한 고찰 (I) 435

주라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음식임을 강조한 점으로

보아 손님 접대를 위한 상차림에 깃든 선조들의 정성스러움

도 짐작할 수 있었다.

8) 회류

회류는 육회를 비롯하여 22종으로 음식별 조리법은

<Table 8>과 같다. 회류의 식재료 특징은 해수어, 패류, 소

<Table 6> The ingredient and cooking method of Gorim·Cho

음식명 주재료 부재료 및 양념 조리법

장조림
쇠고기

(아롱사태) 간장 쇠고기(아롱사태)에 간장을 넣고 졸인다.

제육조림 돼지고기 간장 또는 일본간장, 후춧가루
돼지고기를 저며 간장 또는 일본간장에 물을 조금 붓고 끓이되 너
무 오래 끓이지 않고 익은 돼지고기를 다시 얇게 저며 후춧가루를 
뿌린다.

닭조림 닭 간장, 파, 후춧가루 닭을 손질하여 물을 붓고 끓이다가 반쯤 익었을 때 간장, 파를 넣어 
무르도록 끓인 후 먹을 때 후춧가루를 넣는다.

붕어조림 붕어
① 간장, 파, 쇠고기, 설탕,
② 기름, 참깨, 후춧가루, 고춧가루

붕어를 손질하여 ①을 넣어 무르도록 끓인 후에 ②로 양념을 하면
서 조린다.

명태조림 명태 ① 간장, 파, 후춧가루 명태를 손질하여 ①을 넣고 함께 조린다.

갈치조림 갈치 ① 간장, 술, 설탕, 후춧가루 갈치를 손질하여 ①을 넣고 함께 조리다가 속이 익을 만 할 때 후춧
가루를 넣는다.

민어조림 민어

간장, 쇠고기, 파, 후춧가루 생선에 간장, 쇠고기, 파, 후춧가루를 넣어 함께 조린다.도미조림 도미

준치조림 준치

조기
조림

조기 ① 간장, 파, 후춧가루 손질한 조기를 ①로 양념하여 조린다.

청어조림  청어 ① 간장, 파, 후춧가루, 맑은장국, 고추장, 
쇠고기, 파

①에 양념하여 졸이거나, 맑은장국에 고추장을 풀어 쇠고기, 파를 
넣고 조린다..

병어조림 병어 ① 간장, 파, 후춧가루 ①에 양념하여 조린다.

풋고추조림 풋고추
간장, ① 쇠고기, 돼지고기, 가오리, 전복, 
홍합, 조갯살, 무말랭이, 파, ② 기름, 참깨, 
설탕

조리법1 : 풋고추와 간장 및 ①을 함께 넣어 졸이다가 간장이 진해
지면 ②를 넣어 마무리 한다.
조리법2 : ‘고추전’과 같이 만들어 냄비에 켜켜로 넣고 물과 간장을 
부어 만화로 졸인다.

전복초 전복
① 간장, 기름, 파, 쇠고기, 참깨, 후춧가루, 
실백가루, 꿀

전복을 얇게 저며 ①과 함께 은근히 졸인다. 쓸 때 꿀, 실백가루를 
버무린다.

해삼초 해삼
간장, 기름, 파, 쇠고기, 참깨, 후춧가루, 실
백가루, 꿀 ‘전복초’와 같이 조리한다.

홍합초 홍합
간장, 기름, 파, 쇠고기, 참깨, 후춧가루, 실
백가루, 꿀 홍합을 데친 후 ‘전복초’와 같이 조리한다.

<Table 7> The ingredient and cooking method of Baeksuk

음식명 주재료 부재료 및 양념 조리법

갈비백숙 소갈비 새우젓, 초장 갈비에 새우젓 간을 하고 갈비뼈가 붙어있을 정도로 삶아서 초장에 곁들
여 먹는다.

영계백숙
영계

(어린 닭) 소금, 후춧가루 영계는 푹 고아서 소금에 곁들여 먹고, 국물은 소금, 후춧가루로 간해서 
먹는다.

잉어백숙 잉어 양지머리, 초장 잉어를 손질(내장은 제거하고 머리와 비늘은 그대로)하여 시루에 찐다. 
이때 양지머리를 함께 넣어 찐다. 푹 찐 후에 초장에 곁들여 먹는다.

도미백숙 도미 솔잎, 초장 도미를 손질(내장은 제거하고 머리와 비늘은 그대로)하여 시루에 찐다. 
이때 솔잎을 함께 넣어 찐다. 푹 찐 후에 초장에 곁들여 먹는다.

청어백숙 청어 솔잎, 초장 청어를 손질(내장은 제거하고 머리와 비늘은 그대로)하여 시루에 찐다. 
이때 솔잎을 함께 넣어 찐다. 푹 찐 후에 초장에 곁들여 먹는다.

홍어백숙 홍어 초장
홍어를 손질(내장은 제거하고, 머리와 비늘은 그대로)하여 시루에 찐다. 
푹 찐 후에 초장에 곁들여 먹는다.

낙지백숙 낙지 소금, 초장, 초고추장 낙지를 소금으로 손질하여 머리는 제거하고 다리는 한치 길이로 썰어 끓
는 물에 데쳐 초장이나 초고추장에 곁들여 먹는다.

꼴뚜기백숙 꼴뚜기 초장 꼴뚜기를 반으로 썰어 끓는 물에 데친 후 초장에 곁들여 먹는다.
우렁이백숙 우렁이 초고추장 우렁이의 껍질을 제거하고 잠깐 데쳤다가 초고추장에 곁들여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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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위, 곁들이는 장류가 다양화되었다. 민어·농어·준

치·조기·병어·도미·넙치·꽁치·웅어·빙어·숭어 등

의 해수어, 굴·조개·전복 등의 패류, 소의 살코기·콩팥·

양·천엽·간 등의 소의 부위 등을 회류의 주재료로 이용

하였다. 소의 부위별 회류의 종류가 현재보다 더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곁들이는 장으로 초고추장, 겨자, 소금·기

름·후춧가루 섞은 것, 간장·무·산규(山葵) 섞은 것을 이

용하였다.

회류 조리법의 특징은 육회와 잡회 조리 시 실백가루를 뿌

리는데 이는 육류의 누린내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육회는 간장이나 초고추장 또는 소금·기름·

후춧가루로 양념하여 실백가루를 뿌려 겨자나 간장 또는 약

고추장, 콩팥회는 겨자·소금·기름·후춧가루 섞은 것, 양

회·간회는 소금과 기름, 천엽회는 소금·기름·후춧가루

섞은 것을 곁들이는 장으로 사용하여 주재료에 맞게 곁들이

는 장류를 달리하여 맛의 상승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사

료된다. 생선회 조리 시 생선살을 잘게 져며 비린내를 제거

하기 위하여 실백가루를 뿌리거나 막걸리에 씻어서 조리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9) 편육류

편육류의 음식별 조리법은 <Table 9>와 같다. 편육류의

식재료로 소·돼지의 머리 부위와 소의 양지머리를 이용하

였고 먹을 때 새우젓이나 김치류를 곁들였음을 알 수 있어

현재 식재료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편육류 조리법의 특징은 주재료를 무르도록 삶거나 푹 쪄

서 식힌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초장이나 젓국에 통김치·

깍두기·열무김치를 곁들였고 쇠머리 편육은 여름에 얼음을

간장양념에 넣어 시원하게 하여 편육과 함께 먹는다고 하였다.

<Table 8> The ingredient and cooking method of Hoei

음식명 주재료 부재료 및 양념 조리법

육회 짐승살코기
간장, 초고추장, 소금, 기름, 후춧가루, 
실백가루, 겨자, 약고추장

어떤 짐승의 고기이든 심줄과 기름을 제거하고 잘게 채 썰어 간장이
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소금기름후춧가루로 양념하여 실백가
루를 뿌렸다가 겨자나 간장 또는 약고추장을 곁들인다.
(육회는 우둔이 제일이고, 대접살이 다음이고, 홍두깨는 질기고 빛
이 희며, 안심은 고기맛이 시큼하다.)

잡회
간, 천엽, 양지머
리, 콩팥, 살코기 실백가루, 무, 고춧가루, 기름, 간장 간, 천엽, 양지머리, 콩팥, 살코기를 잘게 썰어 그릇에 담고, 실백가루

를 뿌리고 그 위에 무채, 고춧가루, 기름, 간장을 얹어 무친다.

콩팥회 콩팥(신장) 겨자, 소금, 기름, 후춧가루 소의 콩팥의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 겨자소금기름후춧가루를 
곁들인다.(소 내장 중 가장 고소하고 잡채에도 넣으면 좋다.)

양회 양(소의 위) 소금, 기름 소의 양을 손질하여 잘게 썰어 소금, 기름을 곁들인다.

천엽회 천엽 기름, 후춧가루, 소금 손질한 소의 천엽을 잘게 썬 후 헝겊에 싸서 꼭 짜고 기름후춧가루로 
간하고 소금을 곁들인다.

간회 간 소금, 기름 간을 굵게 썰어 소금, 기름을 곁들인다. 

저피수정회 돼지껍질 ① 파흰부분, 후춧가루, 진피1), 초간장

돼지껍질의 기름기는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①을 넣고 물을 붓고 만
화로 무르도록 삶는다. 삶은 돼지껍질을 실같이 잘게 썰어 다시 삶아 
묵처럼 되었을 때 체에 내려 식힌 다음에 먹기 좋게 썰어 초간장을 
곁들인다.

민어회 민어

기름, 실백가루, 막걸리, 초고추장,
겨자, 소금, 후춧가루, 간장, 무, 산규

생선살을 잘게 저며 기름에 주물러 실백가루 뿌리기 또는 넓게 저며 
그릇에 담기 또는 저며서 막걸리에 씻어 쓰기 등이 있다. 초고추장, 
겨자, 소금과 기름, 후춧가루 섞은것, 간장에 무, 산규(山葵) 섞은 것
을 곁들인다.

농어회 농어

준치회 준치

조기회 조기

병어회 병어

도미회 도미

넙치회 넙치

꽁치회 꽁치

웅어회 웅어 막걸리, 기름, 초고추장 작은 웅어의 살을 저며 막걸리에 씻거나 기름에 묻혀 초고추장을 곁
들인다.

빙어회 빙어 초고추장, 간장, 소금 산 빙어를 머리와 꼬리째 초고추장에 잠깐 찍거나 간장이나 소금에 
찍어 먹는다.

숭어회 숭어 겨자장 숭어의 비늘과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저며 겨자장을 곁들인다.

굴회 굴 소금, 초고추장 돌에서 딴 굴(석굴)을 소금에 잠깐 담갔다가 씻어서 초고추장을 곁
들인다.

조개회 조개 파, 마늘, 고추, 초장 겨자 조갯살을 얇게 저며 파, 마늘, 실고추를 얹고 초장이나 겨자를 곁들
인다.

전복회 전복 실백가루, 초장 전복을 썰어 접시에 담고 실백가루를 뿌렸다가 초장을 곁들인다.
1)마른 귤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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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1924년경 조리서로서 「朝鮮無雙新式料理製

法」에 수록된 부식류 중 탕(국), 창국, 지짐이, 찌개, 찜,

조림·초, 백숙, 회, 편육의 조리법과 특징을 고찰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탕(국)류는 다양한 소의 부위와 어패류, 채소류, 버

섯류 등의 이용이 증가하였고 된장, 고추장, 간장이 많이 사

용되었다. 국물의 함량이 국, 지짐이, 찌개의 순으로 적은

데 고춧가루와 고추장은 국, 지짐이, 찌개 등에 많이 이용

되었는데 특히 생선지짐이에 고추장이 많이 사용되었다. 추

어탕과 별추탕에는 계핏가루를 사용하였다.

둘째, 끓이지 않는 창국(冷湯) 조리법이 있었다.

좋은 물에 간장과 초·김을 넣는 조리법(김창국)이 있고,

절인 오이에 물을 붓는 조리법(외창국)이 있으며, 미역에 초

와 물을 넣는 조리법(미역창국)이 있었다.

셋째, 찜류의 식재료는 소, 돼지, 닭, 도미, 숭어 등의 해

수어, 생선의 부레, 배추 배추속대, 늙은 오이, 송이 등이

사용되었고 아제찜에서는 메밀가루 영계찜, 붕어찜, 황과찜

에서는 밀가루를 사용하였다.

넷째, 조림·초류의 식재료 특징은 닭·소·돼지 등을 비

롯하여 붕어·명태·갈치·민어·도미·준치·조기·청

어·병어 등의 해수어, 그리고 전복·해삼·홍합과 풋고추

등 식재료가 다양하게 이용되었고, 양념으로는 간장을 많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백숙류의 식재료 특징은 수조육류를 고루 이용한

점이다. 갈비·영계·잉어·도미·청어·홍어·낙지·꼴

뚜기·우렁이 등을 주재료로 이용하였다. 갈비백숙은 소갈

비에 새우젓 간을 하여 조리하였다. 그리고 잉어, 도미, 청

어백숙은 내장만 제거하고 비늘이 있는 채로 조리하였고 솔

잎을 넣어서 쪘다.

여섯째, 회류의 식재료는 해수어, 패류, 다양한 소의 부

위, 곁들이는 장류가 다양화되었다. 곁들이는 장으로 초고

추장, 겨자, 소금·기름·후춧가루 섞은 것, 간장·무·산

규(山葵) 섞은 것을 이용하였다. 회류 조리법의 특징은 육회

와 잡회 조리 시 실백가루를 생선회 조리 시 실백가루를 뿌

리거나 막걸리에 씻어서 조리하였다.

일곱째, 편육류의 식재료로 소·돼지의 머리 부위와 소의

양지머리를 이용하였고 먹을 때 새우젓을 곁들였음을 알 수

있어 현재 식재료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 발간된 시기인 1900년대는 외

국문물의 도입에 의해 식재료와 조리법 다양해지고 전통 조

리법과 현대 조리법이 접목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양념

으로 파는 많이 이용되었으나 현재 양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늘은 일부 조리법을 제외하고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개장, 도미국수, 추탕, 별추탕 조리시 계핏가루의 사용이 특

이하였다.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수록된 부식류의 전

통조리법을 이해하고 현재의 기호와 식생활 양식에 맞게 재

창조하여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우리의 전통음식을 개발하

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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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ingredient and cooking method of Pyunyook

음식명 주재료 부재료 및 양념 조리법

쇠머리편육 쇠머리
① 간장, 파, 참깨, 고춧가루, 풋고추,
얼음, 초장

쇠머리를 푹 쪄서 크게 썰어 초장과 열무김치를 곁들여 먹는다.(여
름에는 ①에 얼음을 넣어 쇠머리 편육과 함께 떠 먹는다.)

양지머리편육 양지머리 초장
양지머리를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붓고 무르도록 삶아서 식힌 후 
얇게 썰어서 초장에 먹거나 통김치나 깍두기와 같이 먹는다.

업진편육
업진(소 가슴에
붙은 고기) 맑은장국, 새우젓, 기름, 고춧가루 ‘양지머리편육’ 만드는 법과 같고 맑은장국에 국수와 함께 말아 먹

기도 하고 새우젓, 기름, 고춧가루와 버무려 먹는다.

제육편육 돼지고기 새우젓
돼지머리(껍질귀코), 발목을 각각 따로 푹 삶아서 먹기 좋게 썰어 
새우젓에 찍어 통김치에 싸서 먹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