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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of side dishes in 「Eumsikdimibang」, 「Gyuhapchongseo」, 「Chosunmusangsinsik-

yorijebub」 over time. As food ingredients, seaweed, red pepper, salted fish, Korean hot pepper paste have been used in

「Gyuhapchongseo」. The use of cattle by parts, saltwater fish, Chinese cabbage, powdered red pepper, garlic have increased

in「Chosunmusangsinsikyorijebub」. Cooking techniques, such as the use of wheat flour, a double boiler by the use of steam,

and boiling and then roasting cuisine were mostly used in 「Eumsikdimibang」, but reduced in 「Gyuhapchongseo」. In

「Gyuhapchongseo」, the cooking methods are primarily aimed at a positive visual effect, and slices of dried meat seasoned

with spices have increased. In 「Chosunmusangsinsikyorijebub」, various Tang (Guk), the taste of food changed by

controlling the gravy content (Gigimi, Chigye, Chorim), meat mixing oil, vegetable and mushroom together to cook and

boiling down the main food ingredients to soak the seasoning were increased. Dog-meat steamed dish using the intestine

of dog in「Eumsikdimibang」 was changed to small intestine of cattle steamed dish in 「Gyuhapchongseo」. And seasoned

dog meat with choncho in 「Eumsikdimibang」 influenced on beef tail soup with Korean hot pepper paste in

「Gyuhapchongseo」, and Yookgyejang soup using Korean hot pepper paste in 「Chosunmusangsinsikyorijebub」. In

steamed young chicken, the stuffing such as soybean paste, choncho, welsh onion, leek and flour in「Eumsikdimibang」 was

changed to minced beef, welsh onion, dropwort and Shiitake mushroom in 「Gyuhapchongseo」. The steamed young

chicken in 「Chosunmusangsinsikyorijebub」 with stuffing was added to chicken soup using glutinous rice, and ginseng

powder. Now, the chicken soup was changed to Samgyetang with glutinous rice, and ginseng. In 「Chosunmusangsinsik-

yorijebub」, various vegetable dishes were cooked with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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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음식은 평야와 산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

여 수륙양면의 자연적 자원을 식재료로 이용하여 다양한 조

리법의 음식이며, 동의보감(東醫寶鑑)에 근거한 사람의 질병

은 모두 조리와 섭생의 잘못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수양을 우

선하고 약물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는 의식동원의 사상을 강

조하였다(강 1989).

이(1985)는 한국고요리서의 계통도를 제시하였는데 1600

년대의 조리서로는 광해군 시대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엿볼

수 있는 許筠(허균)(1569-1618)의 「屠門大嚼」(도문대작),

조리에 관한 고증적 설명을 담은 李 光(이수광)의 「芝峰

類說」(지봉유설)(1613년), 사대부가의 음식을 직접 담당했

던 貞夫人 安東張氏가 쓴「음식디미방」(1670년경)이 있다.

그리고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음식디미방과 유사한 시기

에 河生員(하생원)이 쓴「酒方文」(주방문)(1600연대 추정)

과 지은이가 분명치 않은「要錄」(요록)(1680년경),「治生

要覽」(치생요람)(1691년) 등이 있다. 1700년대의 조리서로

는 중국의 문헌 등을 이용하여 엮은 洪萬選(홍만선)의 「山

林經濟」(산림경제)(1715년경),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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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법」(1700년대 추정), 晋州鄭氏(진주정씨)가 쓴 「飮

食譜」(음식보)(1700년대 추정)가 있다. 그리고 산림경제의

내용 중에서 중국의 문헌에서 옮겨놓은 내용을 빼고 토속적

인 내용을 보충하여 柳重臨(유중임)이 쓴 「增補山林經濟」

(증보산림경제)(1766년)와 지방의 향토음식과 일본음식까지

도입한 李杓(이표)의「 聞事說」(수문사설)(1740년대 추정

)이 있다. 1800년대의 조리서로는 憑虛閣 李氏(빙허각 이씨

)의「閨閤叢書」(1815년경), 淸나라 조리서의 필사본인「食

經」(1800년대 추정)이 있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서유거

의 「옹희잡지」(1800년대 추정)와 옹희잡지의 내용을 인용

하고 동서고금의 조리서를 모아서 편찬한「林園十六志」(임

원십육지)(1827년경), 李圭景(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

稿」(오주연문장전산고)(1850년경)가 있다. 그리고 지은이와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群學會騰」(군학회등)(1800년대 중

엽 추정), 「高麗大 규곤요람」(1800년대 초·중엽 추정),

「延世大 규곤요람」(1800년대 초·중엽 추정),「飮食類聚」

(음식류취)(1858년), 「金承旨宅廚房文」(김승지댁주방문)

(1860년)이 있다. 또한 高宗 6년에 閨閤叢書의 내용 중 조

리 분야를 간결하게 재정리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刊本

閨閤叢書」(간본 규합총서)(1869년) 등이 있다. 1900년대의

조리서로 1869년의 「刊本 閨閤叢書」에 냉면 조리법을 보

충한「夫人必知」(1900년대 초엽 추정)가 있고, 시대변화에

따른 신식조리법을 다룬 방신영의 「料理製法」(1913년)이

있으며, 「林園十六志」의 鼎俎志(정조지)를 한글로 번역하

면서 신식조리법을 곁들인 조리서인 李用基(이용기)의「朝

鮮無雙新式料理製法」(1924)이 있다. 그리고 李奭萬(이석만)

의「簡便朝鮮料理製法」(간편조선요리제법)(1934년)과「新

營養料理法」(신영양요리법)(1935년), 趙慈鎬(조자호)의「朝

鮮料理製法」(1938년)이 있다. 이외에도 일본어로 간행한 孫

貞圭(손정규)의「朝鮮料理」(1940년), 국한문혼용체로 간행

한 洪善杓(홍선표)의 「朝鮮料理學」(1940년), 미국 여성인

모리스가 발행한 「西洋料理製法」(1937년)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조리서 가운데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1670년경의「음식디미방」, 1815년경의「閨閤叢書」, 1924

년경의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대한 조리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음식디미방」은 경북 영양에서 살았던 貞夫

人 安東張氏(1598-1680)가 반가의 음식을 정리한 조리서

로서 이(1985)는 당시 남성의 손에 의하여 한문으로 엮어지

고 중국의 여러 조리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조리서에 비하

여「음식디미방」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거나 스스로 개발한

조리법을 기록하였으며, 한·중·일 3국에서 개화 이전에

여성의 손에 의하여 쓰여진 조리서는 우리나라 뿐 이라고 하

였다. 「음식디미방」은 가정에서 실제로 만들었던 음식의

조리법과 식품저장법을 짜임새 있게 기록한 조리서로 조선

시대의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가치가 있다(백

2003; 한 2003).

「閨閤叢書」는 憑虛閣 李氏(1759-1824)가 반가생활에

법도와 양식을 바로 잡기 위해 저술한 憑虛閣 全書 3부 11

책 중 全書의 제1부로서 주사의, 봉임측, 산가락, 청낭경,

술수략의 5부로 구성되어있다(박 2000, Kim 등 2003).

「閨閤叢書」의 주사의는 여러 가의 술과 음식의 종류 및

조리법이 수록되어 있고 반가에 전승되면서 반가음식에 영

향을 준 조리서이다(이 1997).「閨閤叢書」는 조선시대 후

기의 생활사 연구한 귀중한 자료이며 당시의 생활규모와 수

준 및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조선시대 후기의

생활 문화를 연구하는데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강

1989).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은 1924년경에 李用基가 한문 조

리서인 ‘林園十六志’의 鼎俎志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신식조리법을 곁들인 조리서로서 우리나라의 조리법

을 비롯하여 중국·일본·서양의 조리법 등 63영역 790여

종의 음식 조리법을 수록하였다. 옛음식연구회(2001)가 번

역한 다시 보고 배우는「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의 서문에

는 남성이 쓴 조리서로 음식의 유래, 당시의 음식 풍속, 외

국 음식을 받아들이는 자세 등을 남성 특유의 관점으로 바

라본 조리서이며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은 우리나라 전

통 조리법과 현대 조리법을 잇는 교량적 시대의 조리서로 우

리나라 조리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였다.

이(1981)는 ‘「閨閤叢書·酒食議」의 조리과학적 고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조리에 필요한 조리도구, 조리 용어, 맛

의 표현 등 그 종류와 빈도를 조사하여 수치화하고, 한(1982)

은 「음식디미방」과 「閨閤叢書」를 중심으로 음식의 종류

와 재료 및 조리법의 특징 등을 고찰하여 ‘18세기에 이르러

우리의 식생활로서 밥·국·김치 등이 토착화되고 식품저

장법의 발달로 전반적인 조리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였고,

윤서석(1988)은 김치의 역사에 관한 연구를 통해 김치와 관

련되는 채소류 및 김치의 종류 등을 조사하여 김치에 고추

와 젓갈을 이용한 것은 조선후기부터라고 밝혔다. 신 & 최

(1999)는 「閨閤叢書」의 주·부식류에 이용한 식재료들의

향약성 효과를 「동의보감」에 수록된 효능과 이용 형태를

비교하여 의식동원의 개념이 있다고 하였다. Kim 등(2003)

은 「閨閤叢書」에 나타난 147종의 농산물을 식용·특용·

원예·화훼작물 및 축산물로 분석하고 이들 농산물의 이용

상황을 의식주별로 분류하였고, Kim(2004)은 어업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본 「음식디미방」과 「閨閤叢書」속의 어패

류 이용 양상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이 시기에 어패류와 젓갈

및 해수어의 어종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음식디미방」과「閨閤叢

書」는 조선시대 음식사 연구의 기본자료로 조리사적 가치

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동원 사상을 고려한 조리

법을 담고 있는 조리서라 하였다. 그러나 현대 조리법으로

발전 과정에서 교량적 역할을 수행한 1900년대의 조리서에

관한 고찰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단본적 연

구였다. 그러므로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부식류의 조리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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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위해 1600년경의 「음식디미방」, 1800년경의 「閨閤

叢書」, 1900년경의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 각 시기의

대표적 조리서로 조선시대 부식류의 조리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에 적절한 조리서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최근들어 서구형 식생활로 인한 성인병이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으로써 한국형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조

2001). 그러므로 우리나라 음식의 조리법에 관한 문헌적 고

찰과 현대화를 위한 노력은 전통음식을 보존하는 것 뿐 아

니라 건강식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필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조리서를 중심으로 한

단본적인 고찰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과거·현재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차이, 그리고 미래와 연계하는 맥락적인 고찰

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대를 달리하는 조리법

변화에 관한 연구로서 조선시대 부식류 조리법의 시대적 특

징을 가늠할 수 있는 1670년경의「음식디미방」, 1815년경

의 「閨閤叢書」, 1924년경의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수록된 부식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비교 고찰하여

전통조리법을 이해하고 현재의 기호와 식생활 양식에 맞게

재창조하는 데 필요한 문헌적 자료를 제공하고자함을 목적

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헌으로 「음식디미방」은 조리서의

진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북대학교가 펴낸「음식디미방」과

궁중음식연구원이 발간한「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

「閨閤叢書」는 정(1975)이 번역하고 보진재가 발간한 「閨

閤叢書」와 윤(2003)이 번역한 「閨閤叢書」, 「朝鮮無雙新

式料理製法」은 옛음식연구회(2001)가 번역하여 궁중음식연

구원이 발간한 다시 보고 배우는「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을 고찰하였다.

「음식디미방」의 저자 안동장씨는 경상도 내륙 지역에 거

주하였기 때문에「閨閤叢書」,「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보

다 지역적 특색이 있는 조리법이 수록되어 있을 수 있고「閨

閤叢書」의 저자 빙허각 이씨는 사대부가 계층이었기 때문

에 「閨閤叢書」에 수록된 조리법이 당시 조선시대 전체 계

층의 조리법이라 하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다.「朝鮮無雙

新式料理製法」은 현재처럼 공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저자의 식기호에 따라

조리법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에「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의 음식이 당시의 음식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 또한 연구의

제한점이다.

II. 본 론

「음식디미방」,「閨閤叢書」,「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수록된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부식류의 변화 연구를 위해 부

식류를 탕(국)·창국, 지짐이·찌개, 찜·조림·초, 채·나

물·생채·무침, 누르미, 침채·지히, 회·편·젓갈, 적·

선·전·볶음·구이, 포, 좌반(자반), 장, 백숙·묵류로 분

류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1. 탕(국)·창국류

탕(국)·창국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Table 1>에

보는 바와 같이「음식디미방」과「閨閤叢書」에 나타난 탕

(국)의 종류보다「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종류가 다양해

졌고 곰국, 맑은장국, 토장국, 창국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현재 조리법에서 국의 분류를 맑은장국, 곰국, 토장국,

냉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 1996). 국은 조리법 중 국물

에 따라 맑은장국, 토장국, 고음국으로 분류할 수 있고 온도

에 따라 더운국, 냉국으로 분류한다(Lee 등 1992a, 1992b).

이는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나타난 분류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탕(국)의 음식명칭이「음식디미방」에는 탕으로만 나타나

고 「閨閤叢書」부터 홍합국, 북어국처럼 국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음식디미방」보다 「閨閤叢書」의 완자탕, 열구

자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의 잡탕, 신선로, 전골 등과

같이 수조육류를 함께 이용하는 조리법이 증가하였다. 「閨

閤叢書」의 탕(국)류의 재료 중 해수어로 복어, 송어가 나타

나지만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대구, 도미, 민어 등

현재의 해수어 종류와 같이 다양하여졌다.

비린내 제거를 위해 매운맛과 향을 내는 조피나무 열매껍

질을 갈은 천초의 사용이「음식디미방」의 전복탕, 해삼탕,

별탕에 있었는데「閨閤叢書」에는 천초의 이용이 줄고 쇠꼬

리곰탕, 잉어탕, 메기탕에 고추장 사용하여 고추가 매운맛과

향을 내는 천초의 대체 식재료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음식디미방」의 천초를 사용하는 개장국누르미는「閨閤

<Table 1> 조선시대 조리서의 탕(국)·창국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탕(국)

우족탕, 난탕, 계란
탕, 말린생선탕, 전
복탕, 해삼탕, 와각
탕, 별탕, 쑥탕, 순탕

쇠꼬리곰탕, 완자탕, 
열구자탕, 준치탕, 
잉어탕, 메기탕, 복
어탕, 송어탕, 홍합
국, 북어국

개장, 육개장, 곰국, 잡탕, 골탕, 맑은장국, 추포탕, 신선로(탕구자, 열구자), 전골, 벙거지골, 족탕, 
주저탕, 갈비탕, 선지국, 완자탕, 오복탕, 순대국, 닭국, 용봉탕, 총계탕, 연포국, 계란탕, 대구국, 
도미국, 민어국, 선기야탕(승기악탕), 도미국수(도미면), 넙치국, 준치국, 조기국, 복국, 명태국, 이
리탕, 게국, 와가탕, 홍합탕, 추탕, 별추탕, 자라탕, 미역국, 곤포국, 애탕, 외무름국, 고사리국, 버
섯국, 토란국, 파국(총탕), 멧나물국, 아욱국, 냉이국, 소리쟁이국, 배추속대국, 우거지국, 박국, 고
은대국(근대국), 소탕, 삼태탕, 토장국, 청국장

창국 김창국, 외창국, 메역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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叢書」에서 고추장을 푸는 쇠꼬리곰탕에 영향을 주었고, 쇠

꼬리곰탕은「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고추장을 푸는 육개

장과 된장을 푸는 곰국에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 고추기름을

넣는 육개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00

년대에는 육개장에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 맵지

않았고, 쇠꼬리곰탕에는 고추장을 사용하는 등 현재의 육개

장이나 쇠꼬리곰탕과는 달랐다(Lee 등 1992b).

「閨閤叢書」에 고추장을 푸는 잉어탕과 메기탕은 「朝鮮

無雙新式料理製法」에 고추장을 이용하는 대구국과 현재 다

데기를 이용하는 매운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밀가루를 풀어 맛과 농도 조절하는 조리법이

「음식디미방」에 우족탕, 난탕, 말린 생선탕, 전복탕, 해삼

탕에 사용되었으나 「閨閤叢書」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朝

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고사리국, 버섯국, 연포국에 나타나

지만 현재 조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리법

임을 알 수 있다.

2. 지짐이·찌개류

<Table 2>에 보는 바와 같이 「음식디미방」과 「閨閤叢

書」에 보이지 않았던 지짐이, 찌개류가「朝鮮無雙新式料理

製法」에 나타났다. 조리법상 탕(국)류보다 국물을 바특하게

끓이면 음식명칭이 지짐이가 되고, 지짐이보다 국물을 좀더

바특하게 끓이는 것이 찌개임을 알 수 있어 지짐이, 찌개는

탕(국)에서 분리되어 발전된 조리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

1985; 옛음식연구회역 2001). 윤(2002)은 지짐이는 조림보

다 국물이 많은 음식으로 건어, 민물고기, 신선한 생선 등

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지짐이 조리법은 「朝鮮無雙新式料

理製法」에서 찌개류 조리법과 같이 사용되었으나 현재 조

리법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3. 찜·조림·초류

찜·조림·초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Table 3>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찜류의 식재료로 육류, 어류, 채소류

등이 고루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에 나타난 조림류는 어류의 이용이 많고, 초류는 전복·해

삼·홍합 등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음식디미방」에는 대부분의 찜류에 후추, 천초, 파의 사

용이 많았으나 마늘의 사용이 없음이 특이하다.「음식디미

방」에는 밀가루를 이용하는 조리법과 솥이나 항아리를 이

용하여 수증기로 중탕하는 찜조리법이 많음을 알 수 있었

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閨閤叢書」에는 밀가루 이용과 중

탕조리법이 줄어들었고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도 밀

가루를 이용하는 조리법이 많이 줄어들었고 주재료에 양념

이 배이도록 조리는 찜조리법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한 음식명칭이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리법이 변

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음식디미방」의 연계찜 조리법

은 연계뱃속에 된장, 기름, 자소잎, 파, 밀가루 등을 넣어

솥에서 중탕하였으나 「閨閤叢書」의 연계찜 조리법에서는

연계뱃속에 다진 쇠고기, 기름, 자소잎, 파 등을 넣어 삶아

익히면서 국물에 죽순가루를 푸는 조리법으로「朝鮮無雙新

式料理製法」의 영계찜 조리법에서는 영계뱃속에 다진 쇠고

기, 닭내장, 소금, 파 등을 넣어 삶아 익히면서 국물에 밀가

루를 푸는 조리법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朝鮮無雙新式

料理製法」의 닭국 조리법에서는 손질한 닭 뱃속에 간장,

파, 후추, 찹쌀, 인삼가루를 넣어 삶는 조리법이 있었다. 그

러므로「음식디미방」,「閨閤叢書」,「朝鮮無雙新式料理製

法」의 연계찜과 영계찜,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의 닭국

은 현재의 삼계탕 조리법에 영향을 주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 조리법은 유사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재료

<Table 2> 조선시대 조리서의 지짐이·찌개류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지짐이
잉어지짐이, 여메기지짐이, 민어지짐이, 쏘가리지짐이, 자가사리지짐이, 암치지짐이, 비웃지짐
이, 병어지짐이, 게지짐이, 미역지짐이, 멧나물지짐이, 무지짐이, 호박지짐이

찌개류

선지피찌개, 된장찌개, 생선찌개, 자반찌개, 방어찌개, 고등어찌개, 북어찌개, 웅어찌개, 자반준
치찌개, 도루묵찌개, 곤쟁이젓찌개, 무새우젓찌개, 명란젓찌개, 연어알찌개, 알찌개(계란찌개), 
새우찌개, 조개찌개, 고락찌개, 무장찌개, 우거지찌개, 송이찌개, 두부찌개

<Table 3> 조선시대 조리서의 찜·조림·초류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찜

개장(개순대), 개장찜, 연계찜, 
수증계, 붕어찜, 해삼찜, 가지찜, 
외찜

쇠곱창찜, 개찜, 동아속에하는개찜, 돼지새끼집찜, 
돼지새끼찜, 돼지고기찜, 승기악탕(닭찜), 칠향계, 
연계찜, 봉총찜, 메추라기찜, 조화계란법, 붕어찜, 
게찜, 송이찜

갈비찜, 아제찜, 영계찜, 생선찜, 붕어찜, 부레찜, 게
찜, 배추찜, 속대찜, 황과찜, 송이찜

조림

장조림, 제육조림, 닭조림, 붕어조림, 명태조림, 갈
치조림, 민어조림, 도미조림, 준치조림, 조기조림, 
청어조림, 병어조림, 풋고추조림

초 전복초, 해삼초, 홍합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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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화된 사례가 다음과 같다.「음식디미방」의 개장 조리

법은 개의 창자 속에 부재료를 넣어 중탕하는 조리법이 「閨

閤叢書」에는 쇠창자속에 부재료를 넣어 중탕하는 쇠곱창찜

으로 변화되고「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돼지의 창자

를 이용하는 순대와 생선의 부레를 이용하는 부레찜이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리법은 오징어, 명태까지도

이용하는 현재의 순대조리법에 영향을 주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림·초류는「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부터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조리법상 찜류보다 양념장을 더 졸이면 음식명칭

이 조림이 되고, 조림보다 양념장을 더 졸이면서 꿀과 실백

가루를 넣어 버무리면 음식명칭이 초임을 알 수 있는데 강

(1996)은 전복초 조리법에 물녹말을 사용한다하여 시대적 흐

름에 따라 조리법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4. 채·나물·생채·무침류

채·나물·생채·무침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Table 4>에 보는 바와 같이 「음식디미방」에는 음식명칭

으로 나물류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2004)에 의하면 東言考

略(동언고략)에 寀(채)를 나물이라 한다고 하여 채류를「음

식디미방」의 나물류로 추정할 수 있다. 「음식디미방」과

「閨閤叢書」의 나물류가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분

리되어 생채류, 무침류로 조리법을 달리하여 발전하였을 것

으로 사료된다. 「閨閤叢書」에 생채류가 나타나지 않는 것

은 이 당시에 생채류 조리법이 너무 간단하여 조리서에 수

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쓴맛·떫은맛·아린맛이 많아 데치

거나 삶아서 조리한 이유일 것으로 추정하였다(이 1985).

「음식디미방」의 雜寀(잡채)는 여러 종류의 채소류를 사

용한 조리법으로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시기에 와서 당

면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조리법으로 발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음식디미방」의 오이화채에서 맛의 부드러움을 위해 사

용된 녹두전분이 「閨閤叢書」와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의 화채와 어채에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음식에 시각적 효

과를 높이기 위해 「음식디미방」에서는 맨드라미꽃과 머루

물,「閨閤叢書」에서는 연지물과 국화,「朝鮮無雙新式料理

製法」에서는 치자와 맨드라미꽃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쇠고기를 부재료로 사용하는 나물 조리법이「朝鮮無雙新

式料理製法」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나물조리법이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볶거나, 데치거나, 찜 조리

법처럼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의 생채 조리법에 양념으로 간장

이 사용되었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재 조리법에서는 설

탕이 대체 식재료로도 사용됨을 가늠할 수 있다. 「朝鮮無

雙新式料理製法」의 무침조리법에 간장이 양념으로 사용되

고 현재 조리법에서 양념종류가 간장, 고추장, 된장 등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5. 누르미류

누르미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Table 5>에 나타

난 것과 같이「음식디미방」에는 조리된 음식에 밀가루즙을

끼얹는 조리법인 누르미 조리법이 많았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閨閤叢書」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누르미 조리법에 대해서 한(2003)은 잡누르미, 화양누르

미처럼 현재는 꼬치에 꿰어 지지는 음식이지만 옛날에는 가

루즙을 풀어 익히는 조리법이라고 하였다. 윤서석(1997)은

누르미 조리법이 「음식디미방」에 처음 나오는 조리법으로

동시대의 조리서인 「주방문」에서는 ‘느름’이란 용어로 쓰

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에는 상당히 보편적인 조

리법이었지만 「음식디미방」이후에 나온 조리서인 「증보

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5년)나「閨閤叢書」(1815년경)

에는 ‘누르미’란 음식명이 없다고 하였다. 누르미는 1600 -

<Table 4> 조선시대 조리서의 채·나물·생채·무침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채

대구껍질채, 오이화
채, 잡채, 연근채, 
동아돈채

화채 도미어채, 숭어어채, 민어어채, 가오리어채, 조개어채, 잡채, 겨자채

나물
죽순나물, 
호박나물

심나물, 무나물, 무김치나물, 외나물, 호박나물, 월과채, 가지나물, 도라지나물, 고춧잎나물, 콩
나물, 숙주나물, 시래기나물, 쑥갓나물, 미나리나물, 물쑥나물, 원추리, 취나물, 두릅나물, 씀바
귀나물, 멧나물, 죽순채, 파나물, 순채, 구기자나물, 고비나물, 표고나물, 능이나물, 석이나물, 초
나물, 묵청포

생채 무생채, 오이생채, 노각생채, 도라지생채
무침 김무침, 북어무침, 미역무침, 대하무침, 짠무김치무침, 외지무침

<Table 5> 조선시대 조리서의 누르미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누르미 개장고지누르미, 개장국누르미, 대구껍질누르미, 가지누르미, 동아누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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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대의 조리서에는 설명되어 있으나 1700년대부터 점

차 그 모습을 감추고 1800년대에는 그 흔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성우(1985)도 누르미 조리법이 1700

년대에부터 모습을 감추고 대신 꼬챙이에 꿰어 옷을 입혀지

지는 느름적이 등장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누르미 조리법은 「閨閤叢書」부터 나타나지 않고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누름적(느름적)으로 음식명칭

과 조리법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누르미 조리법은 음

식에 풍미를 더하고 시각적 효과를 높이며 음식이 식는 시

간을 지연시켜주는 조리법이므로 현대 조리법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침채·지히류

침채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Table 6>에 보는

바와 같이 「음식디미방」에는 배추의 이용이 나타나지 않

으나「閨閤叢書」부터는 배추, 고추, 젓갈의 사용이 나타나

고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통배추와 고춧가루, 마

늘의 사용이 증가하여 현재의 김치 조리법과 유사한 고춧가

루 양념을 이용한 통김치 조리법으로 발전하였다. 현재와 유

사한 품종의 배추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00여년 전 부터

이며 고추가 김치의 양념으로 쓰이게 된 것도 조선중기 이

후라고 한다(윤 2002).

김치류에「음식디미방」은 소금의 이용이 많이 나타났고,

「閨閤叢書」에서는 소금과 젓갈을 이용하고 어육류 달인 육

수, 속뜨물, 청장의 사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朝鮮無

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간장, 밀가루풀, 보리뜨물도 이용됨

을 알 수 있었다.

「음식디미방」의 꿩고기 김치는 시대적 흐름에도 계속 있

었음을「閨閤叢書」의 생치김치와「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의 닭김치에서 알 수 있으나 현재 조리법에는 나타나지 않

는다.

지히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지히류 종류가 「朝

鮮無雙新式料理製法」부터 다양해짐을 알 수 있고 조리법도

절이거나 조리거나 볶는 조리법으로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음식디미방」, 「閨閤叢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에 중탕 조리법을 이용한 산갓김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

화는 <Table 7>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음식디미방」에는

산갓과 더운물만으로 중탕하였고「閨閤叢書」에서는 산갓과

더운물 이외에 무, 미나리, 오이, 승검초가 나타나지만 조

리법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

는「閨閤叢書」에 이용된 미나리, 오이, 승검초가 나타나지

않고 순무, 무순, 파, 고추, 마늘이 나타나지만 조리법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산갓김치의

식재료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7. 회·편·젓갈류

회·편·젓갈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Table 8>

에 나타난 것과 같이 회류는 「閨閤叢書」부터 육류의 이용

이 나타나서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소의 부위별 사

용이 많이 증가하고 해수어의 종류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편류는 「음식디미방」에는 육류, 가금류, 어류의 이용

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閨閤叢書」부터는 육류의 사용만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젓갈류는 「음식디미방」에서는 조류

의 사용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閨閤叢書」에는 나타나지

않고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다시 이용됨(잡젓)을 알

수 있다. 회류 조리법은 불을 이용하는 조리법이 「閨閤叢

書」의 돼지가죽수정회와「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의 저피

수정회가 나타나 숙회 조리법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

다(강 1996).

그리고 회류의 곁들이는 장류의 종류가「朝鮮無雙新式料

理製法」부터 초고추장, 산규(山葵) 등이 이용됨을 알 수 있

다. 편류 조리법이「음식디미방」와「閨閤叢書」에는 가금

류와 말린대구 및 우족의 콜라겐을 젤라틴화하는 조리법이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부터는 나타나지 않으며 삶는 조리

법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음식디미방」, 「閨閤叢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Table 6> 조선시대 조리서의 침채·지히류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침채

꿩고기김치, 산갓김치, 
동아담는법, 고사리담
는법, 마늘담는법

섞박지, 어육김치, 동치
미, 동지, 동아섞박지, 
용인오이지, 산갓김치, 
생치김치, 전복김치

통김치, 질엄김치, 젓국지, 섞박지, 풋김치, 장김치, 동침이, 무김치, 나박김치, 짠지, 얼
갈이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산겨자김치, 동아김치, 박김치, 돌나물김치, 파김치, 닭김
치, 굴김치, 외김치, 외소김치, 외, 외짠지, 깍두기, 외깍두기, 굴깍두기, 햇깍두기, 숙깍
두기

지히 꿩지히, 꿩짠지히 장짠지

족장아찌, 계란장아찌, 전복장아찌, 홍합장아찌, 굴장아찌, 젓무, 무장아찌, 숙장아찌, 
외장아찌, 고춧잎장아찌, 풋고추장아찌, 열무장아찌, 파장아찌, 달래장아찌, 부추장아
찌, 미나리장아찌, 머위장아찌, 토란장아찌, 감자장아찌, 두부장아찌

<Table 7> 조선시대 조리서에 나타난 산갓김치의 식재료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산갓, 더운 물 산갓, 무, 미나리, 오이, 승검초, 더운물 산갓, 무, 순무, 무순, 파, 고추, 마늘, 더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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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간장과 소금으로 게젓을 숙성시키는 조리법이 현재 간장

과 고추장양념으로 숙성시키는 게장 조리법으로 발전함을

알 수 있다.「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부터 고춧가루를 젓갈

류 조리법에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閨閤叢書」

부터 곡류를 젓갈류 조리법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적·선·전·볶음·구이류

적·선·전·볶음·구이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Table 9> 에 나타난 것과 같이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에 소의 부위, 해수어, 채소류 등 식재료의 종류가 많이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적류의 식재료로 육류의 사용이 「閨閤叢書」부터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적류의 조리법은「음식디미방」에는 석쇠를

이용하는 조리법이 나타나고 「閨閤叢書」에는 꼬치에 꿰어

굽는 조리법이 증가하고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석

쇠 또는 꼬챙이에 꿰어 굽는 조리법이 모두 증가함을 알 수

있다.「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음식디미방」의 누르미

조리법과 조리방법이 상이한 누름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선류의 조리법이 「음식디미방」에는 동아를 간장에 절이

는 조리법으로「閨閤叢書」에는 동아를 기름에 볶는 조리법

으로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양, 황과는 데치고 계

란, 두부는 중탕하는 조리법으로 변화되었다.

전류의 조리법은 「음식디미방」에는 밀가루즙만 입히는

조리법으로 「閨閤叢書」에는 밀가루를 묻힌 후 한 면은 계

란노른자, 다른 면은 계란흰자를 입혀 양면의 색을 달리한

조리법으로「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현재 조리법과 유

사하게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히는 조리법으로 변화

되었다.

볶음류의 식재료로「음식디미방」에는 육류가 사용되었고

「閨閤叢書」에는 오징어, 문어 등의 연체동물이 사용되었고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육류, 가금류 등이 나타났다.

구이류의 조리법에서 냉수, 물에 적신 종이, 쌀뜨물 등을

이용하여 육즙을 보호하는 조리법이「음식디미방」부터「朝

鮮無雙新式料理製法」까지 사용되었고 또한 「朝鮮無雙新式

料理製法」에는 설탕의 이용이 나타났다.

9. 포류

포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Table 10>에 나타난

것과 같이「閨閤叢書」부터 포류가 나타났다.「閨閤叢書」

에서는 수조육류를 고루 사용하며 소금 또는 간장 간하여 말

리는 조리법이고「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쇠고기 이

용이 많이 증가하고 양념과 조리법은 「閨閤叢書」와 같았

다. 또한 「閨閤叢書」의 약포 조리법은 다진 쇠고기 살에

간장양념과 꿀, 실백가루를 넣고 반만 말려 노인의 찬으로

이용되었는데 당시의 경로사상을 엿볼 수 있고 「朝鮮無雙

新式料理製法」의 대추편포에서 시각적 효과를 내려고 하

였다.

10. 좌반(자반)류

좌반(자반)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Table 11>에

<Table 8> 조선시대 조리서의 회·편·젓갈류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회 대합회, 해삼회 돼지가죽수정회, 금제옥회, 
웅어회, 양고기간회

육회, 잡회, 콩팥회, 양회, 천엽회, 간회, 저피수정회, 민어회, 농어회, 준치회, 조
기회, 병어회, 도미회, 넙치회, 꽁치회, 웅어회, 빙어회, 숭어회, 굴회, 조개회, 전
복회

편 양숙편, 별미닭대구편 족편, 쇠머리편육, 양지머리편육, 업진편육, 제육편육

젓갈
약게젓, 게젓, 청어젓갈, 방
어젓갈, 참새젓

게젓, 교침해, 연안식해, 청
어젓, 오징어젓, 송어알젓, 
조기젓, 준치젓, 밴댕이젓

붉은새우젓, 준치젓, 게젓, 방게젓, 청어젓, 조기젓, 굴젓, 장굴젓, 광란젓, 석란
젓, 잡젓

<Table 9> 조선시대 조리서의 적·선·전·볶음·구이류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적 동아적, 연근적, 설하멱적, 승검초(당귀)
적, 안심산적, 생치적

누름적(느름적), 잡누름적, 산적, 사슬산적, 족적, 너비아니적, 방자고기적, 잡산적, 즙산
적, 장산적, 염통산적, 양서리목적, 간서리목적, 떡산적, 파산적, 송이산적, 닭적, 생치적

선 동아선 동아선 양선, 계란선, 황과선, 두부선

전 어전 생선전

고기전, 골전, 양전, 천엽, 간전, 선지전, 제육전, 대구전, 잉어전, 숭어전, 민어전, 도미전, 
밴댕이전, 뱅어전, 이리전, 웅어전, 청어전, 북어전, 게전, 새우전, 조개전, 낙지전, 굴전, 
호박전, 고추전, 배추전, 버섯전, 석이전, 비빔밥전

볶음 양볶음, 가제육 오징어볶음, 문어볶음, 
장볶이

쇠고기볶음, 양볶음, 천엽볶음, 제육볶음, 닭볶음, 볶은고추장

구이
닭구이, 대합구이, 
웅장구이

돼지고기구이, 꿩구이, 
참새구이, 붕어구이, 게
구이

갈비구이, 염통구이, 제육구이, 닭구이, 연계구이, 생치구이, 참새구이, 계란구이, 민어
구이, 숭어구이, 청어구이, 방어구이, 갈치구이, 웅어구이, 붕어구이, 생복구이, 게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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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과 같이「음식디미방」에는 좌반류가 나타나지 않

지만 Chung 등(2007)의 17세기 이전 조선시대 찬물류의

연구에서 「음식디미방」과 유사한 시대의 조리서인「산가

요록」, 「수운잡방」 등에 송자좌반·산삼좌반·표고좌반·

소작좌반이 수록되어 있어 이 당시에도 좌반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閨閤叢書」에서는 육류, 곡류, 해조류 등을 사

용하여 기름에 지지는 조리법을 이용하였고「朝鮮無雙新式

料理製法」에는 소금에 절인 해수어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굽

거나 찌는 조리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음식명칭이「閨閤叢

書」에는 좌반(佐飯)이라 하고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시

기에는 자반(佐飯)으로 음식명칭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11. 장류

장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Table 12>에 보는 바

와 같이「음식디미방」은 장류를 이용한 음식은 나타나지만

장류를 만드는 방법은 수록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閨

閤叢書」에는 청장과 고추장이 나타나고「朝鮮無雙新式料理

製法」에는 간장(청장), 된장, 고추장 뿐 아니라 육장, 어

장, 팥고추장, 잡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閨閤叢書」에 청장, 고추장이 있어 현재의 장류와 유사

하고 메주에 소금물과 수조육류를 넣어 함께 숙성시키는 어

육장이 특이하다. 청장, 어육장, 청태장은 메주를 주재료로

이용하였고 고춧가루와 메주가루을 이용한 고추장, 묵은간

장을 주재료로한 급조청장, 메주가루에 채소류를 숙성시킨

즙지이, 간장메주즙에 채소류를 숙성시킨 즙장, 고추장 또

는 간장에 두부를 숙성시킨 두부장이 이었다.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육류 어류 등을 이용한

육장, 어장, 잡장 등의 장류가 나타나지만 현재 장류에는 일

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어장문화권은 쌀농사문화권과 거

의 일치하나 우리나라 곡장에 비해 어장 이용이 적음은 젓

갈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이다(Cho & Yoon 2007). 「朝鮮

無雙新式料理製法」의 고추장에서는 엿기름의 사용은 현재

조리법과 유사하였고 고추장용 메주가루를 만들 때 팥을 섞

어 팥고추장을 만들었다.

12. 백숙·묵류

백숙·묵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Table 13>에

보는 바와같이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부터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백숙류에서는 수조육류가 고루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묵류는 전분과 해조류를 이용하였다. 현재의 백숙류

조리법은 고기나 생선을 푹 삶아 익히는 조리법이지만「朝

鮮無雙新式料理製法」의 백숙류 조리법은 삶거나, 찌거나,

데치는 조리법을 주재료에 따라 달리 사용하여 고유의 맛을

유지시켰다. 그리고 솔잎을 깔고 도미나 청어를 찌는 조리

법은 현재 조리법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I. 결 론

본 연구에서 시대를 달리하는 조리서인 「음식디미방」,

「閨閤叢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수록된 부식류의

특징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부식류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0> 조선시대 조리서의 포류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포 편포, 약포, 잉어포, 치육포, 민어포, 대구포 우육포, 산포, 약포, 편포, 대추편포, 장포, 어포, 게포, 뱅어포, 

<Table 11> 조선시대 조리서의 좌반(자반)류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좌반

(자반)
진주좌반, 임자좌반, 다시마좌반, ò河쨔›, 미역좌
반, 파래감태좌반

자반준치, 자반조기, 자반청어, 자반방어, 자반고등어, 자반갈치, 자반
밴댕이, 자반연어, 자반전어, 콩자반, 다시마자반, 김자반

<Table 12> 조선시대 조리서의 장류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장
청장, 어육장, 청태장, 고추장, 청육장, 급조청장, 
즙지이, 즙장, 두부장

간장(청장), 된장, 콩장, 팥장, 대맥장, 집장, 하절집장, 가집장, 무장, 어
장, 육장, 고추장, 팥고추장, 두부장, 비지장, 잡장

<Table 13> 조선시대 조리서의 백숙·묵류

음식디미방
(1670)

閨閤叢書

(1815)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1924)

백숙 갈비백숙, 영계백숙, 잉어백숙, 도미백숙, 청어백숙, 홍어백숙, 낙지백숙, 꼴뚜기백숙, 우렁이백숙
묵 녹두묵, 녹말묵, 메밀묵, 도토리묵, 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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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식재료 측면에서는「閨閤叢書」부터 해조류, 고추,

젓갈, 고추장의 이용이 나타나고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부터는 소의 부위별 이용, 해수어, 배추, 고춧가루, 마늘의

사용이 많이 증가하였다. 개, 천초, 꿩, 동아는 「음식디미

방」에는 많이 이용되었으나「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부터

는 감소하였다.

둘째, 조리법 측면에서는 「음식디미방」에 많이 이용된

밀가루를 이용한 조리법, 수증기를 이용한 중탕 조리법, 삶

은 후 굽는 조리법이 「閨閤叢書」에는 감소하면서 육즙을

보호하는 조리법, 시각적 효과를 추구하는 조리법, 포류, 좌

반류 조리법이 증가하였다.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탕(국)류 조리법, 국물의 함량 조절로 음식의 맛을 달리하는

조리법, 육류 조리시 기름·채소·버섯이 어우러지는 조리

법, 주재료에 양념이 배이도록 조리는 찜 조리법, 무침류,

백숙류, 묵류 조리법이 증가함하였다.

셋째, 「음식디미방」에는 개의 창자를 이용하는 개장이

「閨閤叢書」에는 소의 곱창을 이용하는 쇠곱창찜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식디미방」에서는 천초를

이용한 개장국누르미가「閨閤叢書」에는 고추장을 이용하는

쇠꼬리곰탕과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고추장을 이용하

는 육개장으로 현재는 고추기름을 사용하는 육개장에 영향

을 주었을 것이다. 「閨閤叢書」에는 고추장을 이용하는 잉

어탕이「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고추장을 이용하는 대

구국으로 현재는 다데기를 이용하는 매운탕으로 변화되었

다. 「음식디미방」에는 밀가루를 이용한 어전이 「閨閤叢

書」에는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를 각각 사

용하여 양면의 색을 달리하는 어전으로「朝鮮無雙新式料理

製法」에는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히는 현재와 같은

조리법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연계찜의 조리법은「음식디미방」에 파, 부추 등을

소로 이용하는 연계찜이 「閨閤叢書」에 다진 쇠고기, 파,

부추 등을 소로 이용하는 연계찜으로「朝鮮無雙新式料理製

法」에는 다진 쇠고기, 제육, 파 등을 소로 이용하는 영계찜

과 찹쌀, 인삼가루등을 이용하는 닭국으로 변화되었다.「朝

鮮無雙新式料理製法」의 닭국 조리법은 현재는 찹쌀, 인삼

등을 이용하는 삼계탕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잡채의 조리법은 「음식디미방」에 채소와 꿩을

이용하였고「閨閤叢書」에는 나타나지 않으나「朝鮮無雙新

式料理製法」에 쇠고기와 소량의 당면을 이용한 잡채로 현

재는 당면을 많이 이용한 잡채로 변화되었다.

지금까지「음식디미방」,「閨閤叢書」,「朝鮮無雙新式料

理製法」에 수록된 부식류의 조리법 특징을 고찰하고 시대

적 흐름에 따른 부식류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현재 조리법

에 응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제언 하고자 한다.

1.「음식디미방」에서 육류나 채소류 조리 시 밀가루즙을

끓여서 끼얹는 누르미 조리법은「閨閤叢書」이후에 나타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르미 조리법은 현재 조리법에서 수

조육류나 채소류를 이용한 찜, 구이 조리 시 이용하여 음식

에 풍미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리법이라고 사료된다.

2.「음식디미방」에서 녹두전분을 오이채에 묻혀 데친 후

초간장에 버무리는 오이화채는 녹두전분을 이용하여 부드러

운 맛을 상승시키고 초간장을 이용하여 식욕을 북돋는 조리

법으로 현재 조리법에서 전채음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3. 「음식디미방」에서 가금류를 이용한 김치, 장아찌 조

리법과 참새를 이용한 젓갈 조리법은 현재 조리법에 나타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금류, 조류를 이용한 김치, 장아찌,

젓갈 조리법은 현재 조리법에서 김치, 장아찌, 젓갈 조리법

에 어패류와 함께 이용이 가능한 조리법이라고 사료된다.

4. 「閨閤叢書」에서 어육류를 달인 육수를 이용한 김치

조리법은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어육류를 달인 육수를 이용한 김치 조리법은 현

재 조리법에서 적용한다면 김치류의 풍미와 영양가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조리법이라고 사료된다.

5. 「閨閤叢書」에서 다진 쇠고기를 평편하게 하여 반만

말린 약포와「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 깍둑 썰기 한 무

를 삶은 후 고춧가루 양념으로 버무려 숙성시키는 숙깍두기

조리법은 현재 조리법에서 치아가 좋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조리법에 응용이 가능한 조리법이라고 사료된다.

6「閨閤叢書」에서 동아의 속을 제거하고 개를 넣어 겻불

로 익히는 동아속에 하는 개찜 조리법은 현재 조리법에서 늙

은 호박, 단호박, 노각, 오이 등의 식재료를 이용하여 찜,

구이 조리법에 이용이 가능한 조리법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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