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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추의전래에대한잘못된주장이얼마나우리나라식품의역사를왜곡시켜왔는지, 그리

고그폐혜가얼마나큰지에대하여지난네편1)의 을통하여자세히언급한바있다. 일제말

기최남선(崔南善)이내선일체(內鮮一體)2)를 주장한시기에구체적인근거없이고추의일본

전래설을주장3)하자, 이를뒷받침하고자역사를왜곡하여서라도고추의일본전래설을주장하

고자하는학자가있었다4)는것은참으로우리나라의역사에가슴아픈일로남아있다. 오직

왜개자(倭介子)라고불리는남만초(南蠻椒)5), 번초(蕃椒)6)가 들어온사실을들어수많은문헌

에그이전에고추가있었다는증거와일본문헌에도고추가조선에서들어왔다는기록7)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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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정경란₩장대자₩양혜정₩권대 , 고추는과연임진왜란때일본으로부터들어왔는가?, 『 맛 얼』, 한국식품연구원, 1권

3호, 2008, pp. 4~11

② 정경란₩장대자₩양혜정₩권대 , 임진왜란때들어왔다는왜개자는과연한국고추인가?, 『 맛 얼』, 한국식품연구원,

1권 4호, 2008, pp. 5~16 

③ 정경란₩장대자₩양혜정₩권대 , 한국 고추는우리나라고유전통의고쵸다, 『 맛 얼』, 한국식품연구원,  2권 1호,

2009, pp. 5~31  

④ 정경란₩장대자₩양혜정₩권대 , 고추의어원은‘왜개자’,‘남만초’,‘번초’그리고‘苦椒’도아닌우리말‘고쵸’이다, 『

맛 얼』, 한국식품연구원,  2권 2호, 2009, pp. 6~27

2) 일제가조선의식민통치를정당화하고조선민족의저항을철저히분쇄₩말살하여최후까지전쟁협력을강요하기위해취

한정책(민족말살정책(동의어내선일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 최남선의『故事通』(三中堂書店, 1943, pp. 154~156)에 의하면고추가일본에서들어왔다고했으나, 고문헌을통한근거

제시가없는일본전래설을언급함.

4) 이성우는『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의『소문사설( 聞事說)』항목에서서울시립종로도서관소

장본에는찬자가이시필이라고되어있다고하면서도고추장만들기가문헌에비로소나타나는것은 1766년의『증보산

림경제』이고, 고추장이 1700년대중엽에등장하 으므로이때에는이시필(1657~1724)이 살아있지않았으므로이표가

지은것으로추정하 고 그후『소문사설』에관한기록은명칭도『수문사설』로, 집필자도역관이표가지은것으로통

용되었다. 



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아무근거없이이성우의 을들어그의주장을따르는것은시대착

오적인생각이라고밖에볼수없는현상이다. 

고추장의 초기 한자표기인 초장(椒醬)의 기록이 나오자, 임진왜란전래설 주장자들이 고추

가 임진왜란이전에 이미 있었음을 나타내는 방대한 문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근

거, 학문적근거없이초장을후추장, 산초장이라고하는것을보면얼마나문헌근거를찾으

면서연구를하 는지의문마저든다. 우리나라에는나지도않은호초(胡椒, 후추)를가지고8)

후추한줌이돼지15마리, 노예 1명, 승마용말3마리, 사파이어반지2개, 석공장인 1년치월

급9)인 그비싼호초10)를 일반백성이고추장과김치를담가먹었다고주장할수있을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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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수광(李앍光, 1563~1628) 『지봉유설(芝峯類說)』(1614) 권20 : ‘南蠻椒有大毒, 始自倭國來, 故俗謂倭芥子, 今往往種之

酒家, 利其猛烈, 或和燒酒以市之, 飮者多死’(남만초는큰독(毒)이 있다. 처음에왜국에서들어왔기때문에세속에서는

이것을왜개자라고한다. 지금은가끔이것을심는데술집에서는몹시매운것을이용한다. 또는소주에타서팔기도하

는데이것을먹은자는많이죽는다)

6)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1788~?) 만물편(萬物篇)/초목류(草木類)/채종(菜種)/번초남과변증설(番椒

南瓜辨證說) 의 기록 ; ‘番椒與南瓜
。
來于我東

。
則在於宣廟壬辰之後

。
與煙草同出

。
自倭國及中原流傳三種

。
始播一國’(번초와

남과는우리동쪽으로왔는데, 선조 임진란이후에있었다. 일본과중원으로부터 3종류가전하니, 비로서한나라에파종해

봤다)    

7) 주 1)의 ① 참조 : 『대화본초(大和本草)』, 『물류칭호(物類稱呼)』,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본초세사담기(本草世事談

綺)』,『성형도설(成形圖說)』등에고추는한국에서전래되었다고기록되어있음.

8) ①『표해록(漂海錄)』(崔溥, 1454~1504) 제1권/무신년(1488, 성종 19) 윤1월 16일 ; ‘本國不産胡椒
。
初不 來’(우리나라에

서는호초가생산되지않으므로, 애초부터가지고오지않았소.)

②『성종실록』(1494, 성종 25)  7월 18일 ; ‘胡椒, 非本國所産’(호초는본국의소산이아니니), ‘胡椒, 倭土所産’(호초는

왜국의소산이니)  

③『오주연문장전산고』「호초변증설(胡椒辨證說)」: ‘我東素不産此物
。
專藉中原及日本’(우리나라에는이물건이나지않았

고오로지중국과일본에서받아들인것이다)

④『해유록(海遊錄)』(申維翰, 1681~?) 「부문견잡록(附聞見雜錄)」(1719) : ‘至於胡椒丹木雪糖花糖黑角孔雀羽等物’(후추, 단

목, 설탕, 화탕, 흑각과공작의날개등은다일본의토산이아니라혹중국의복건또는절강에서나거나혹은남만

여러나라에서나는것들이다) 

⑤ Daum 문화원형백과사전후추항목 : 이 후추를우리나라에서재배하려는시도도있었지만기후가맞지않아재배에

실패하고말았다. 순조때대구에서어떤사람이재배를하 는데담장만큼자랐다가끝내시들어죽었고상주지방에

서도방씨성을가진사람이재배를하 는데열매를맺기는하 지만오래가지못하고죽었다고한다. 매운맛을선

호하던우리나라에서는재배가불가능하자더욱귀하게취급되어“후추쓰는주는정”, “후추는작아도진상에만간

다”등의속담을낳기도했다.

9) MBC 프로그램‘스파이스루트’(2009. 11.23, 11.30 방송분)참조

10) ①『성종실록』(1486, 성종 17)  4월 9일 ; ‘倭人所獻如木蘭皮、梔子、胡椒、於國用不緊, 而其價甚重, 所費不 ’(왜인(倭

人)이 바친바목란피(木蘭皮)₩차자(梔子)₩후추[胡椒]와 같은것은나라의소용(所用)에 요긴한것이아닌데, 그 값이

너무비싸`서 드는비용이적지아니합니다)

②『난중잡록(亂中雜錄)』(1600, 선조 33) ; 黑角胡椒等物
。
自南蠻出來

。
獺皮狐皮等物

。
在倭國無用

。
故此奴賤買於虜中

。
而貴

賣於我國(묵각(墨角)₩호초(胡椒) 따위가남만(南蠻)에서나오며, 달피(獺皮)₩호피(狐皮) 따위는왜국에서는쓸데가없

으므로이놈들이오랑캐들에게서헐값으로사서우리나라에비싼값으로팝니다) 



나라산초생산량이수만석이결코될수없음에도불구하고수만석의고쵸초(椒)가산초가

될수있다고억지주장할수있을까? 아직도기존일본전래설을주장하는학자들이과학적

으로자기도그마를검토해볼냉철함이필요할것으로본다.

본논문에서는고추장의기록, 문헌등을검토하여고추이야기로부터고추장이야기로전

개하고자한다. 

Ⅱ. 본론
`
1. 『소문사설( 聞事說)』의저자왜곡

『소문사설( 聞事說)』은조선시대어의(御醫)인이시필(李時弼; 1657~1724)이지은책으로

여러가지일상생활을기록한책이며식치방편(食治方編)에는순창고초장조법(淳昌苦艸醬造

法)이기록되어있다(그림 1). 지금까지는『소문사설』이『수문사설』로알려져있고역관이표

(李杓; 1680~?)가지은요리책으로왜곡되어잘못알려져있다11). 이성우(李盛雨)는한국정신

문화연구원(현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발행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소문사설』에대

하여다음과같이기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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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시필(1657~1724)이 쓴『소문사설( 聞事說)』에순창고추장의제조방법이나오고있음. 
이성우는『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에서 고추장 만들기가 문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은
1766년의『증보산림경제』이고 고추장이 1700년대 중엽에 등장하 으므로 이때에는 이시필이 살아 있지 않았다고
하며, 따라서 이표가 지은 것으로 추정하 음. 그러나『소문사설』의 저자는 이시필로 밝혀졌으며, 고추장은 이시필
이생존했던 1657~1724 기간에민간에서뿐만이아니라, 왕에게진상한것으로되어있음. 

11) ① 李盛雨趙駿河, 『수문사설( 聞事說)』, 韓國生活科學硏究 2호, 漢陽大學校韓國生活科學硏究所, 1985, pp. 5~33

② 김상보, 『조선시대의음식문화』, 가람기획, 2006, pp. 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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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사설( 聞事說) 조선 후기에 편찬된 조리서. 필사본. 1책. 서울시립종로도서관 소장본

에는찬자가이시필이라고되어있다. 『소문사설』의찬자는이책의「이기용편(利器用編)」

에는 이시필, 이상국(李相國) 명명으로 되어 있다. 미키(三木榮)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

지 잘 모르지만 저서『조선의서지(朝鮮醫書誌)』에서 찬자를 이표라 하 다. 따라서『소문

사설』찬자는 이시필(李時弼)이라는 설과 이표(李杓)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이시필은

1657년(효종 8)에서 1724년(경종 4) 사이의 인물이다. 이표는 1680년(숙종 6)에 태어나서

역과에 급제한 뒤 한학교회(漢學敎誨)를 지냈다. 이 책의「식치방」에 고추장이 나온다. 고

추장 만들기가 문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은 1766년의『증보산림경제』이다. 고추장이

1700년대 중엽에 등장하 으므로 이때에는 이시필이 살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표가

지은것으로추정된다. 이하생략.(『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소문사설』의 저자가『이기용편』에서 엄연히 이시필12)이라고 기록되었고, 그 이전의 많은

문헌에고추장이초장(椒醬)13)이라고표현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굳이고추장담그기가유중

림(柳重臨)의『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처음나온다고하며, 그이전에는고추장이없

었다고단정한다. 이러한단정하에『소문사설』의저자가이시필이면고추장이 17세기 (임진

왜란이일어난지 100년이내에)이전에있었고순창고추장이전국적으로유명하 다는것인

데이성우는이를인정할수없었던모양이다. 즉이성우의주장대로임진왜란때고추가들

어와서100년안에고추를이용하여발효시킨고추장이탄생되고이고추장이전국적으로유

명해져서어의(御醫)가기록할정도가될수없다는사실을알고있었음이분명하다. 

현재농경학적, 식품발달사학적전문가의공통적인견해는당시고추가들어와서전국적으

로재배되고음식에사용되기까지는적어도수세기가걸리며, 일본에서들어온고추를이용

하여메주를만들고이를발효시키고숙성하여고추장을만드는기술을터득하기까지는적어

도수백년이필요하며, 또한이것이전국적으로유명해지려면수백년이더걸린다. 즉고추

12) 1657(효종 8)∼1724(경종 4). 조선 후기의의관. 본관은경주(慶州). 호는 성몽(聖夢). 1678년(숙종 4) 무오식년에의과등

제하고, 1711년에 동지사(冬至使)를 따라명나라에갔다. 내의(內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 다. 1723년

(경종 3) 8월 흉패의설(凶悖之說)로 율(律)에 따라벌을받고, 같은해 12월에죽음을면하여선의현(旋義縣)에 정배되었

다. 1724년 윤4월 제주로부터잡혀남해에왔으나자살하 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3) ①『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 『의방유취(醫方類聚)』(1445), 『허백정집(虛白亭集)』(홍귀달, 1438∼1504), 『식료찬요

(食療纂要)』(1460), 『의림촬요(醫林撮要)』(楊禮壽, ?∼1597),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1608∼1649)의‘椒醬’기록

②『식산집(息山集)』(李萬敷, 1664∼1732) ; ‘롄冶芳셔兮椒醬撫歸 兮泉瀉’(향긋한술과고추장을빚어고인의 구(靈

柩)에 샘물처럼쏟는다)

③『북헌집(北軒集)』(金春澤, 1670∼1717) ; ‘以椒醬薑 勸余飯爲擧數匙’(고추장, 생강, 절인 채소(김치?)로써, 나에게식

사때몇술들어보라고권하 다)

④『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1749년( 조25년), 1751년( 조 27년), 1757년( 조 33년), 1763년( 조 39년) 등의‘苦椒

醬, 古椒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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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어와서고추장이전국적으로유명해지려면아무리적게걸려도 300년에서 500년이상

걸리게될것이다14).

이성우도이와같은문제점을알고있었은즉, 저자가이시필이면, 그가주장한고추의일본

전래설이전적으로부정될수밖에없으므로,  급기야는『소문사설』의저자를이시필보다조

금이라도늦게까지산이표(李杓)15)라고추정한다16). 그의주장때문에그이후모든사람들이

『소문사설』의저자를 조시대의역관으로알려진이표라고잘못인용하여쓰게된다. 또한

더나아가서이성우는자기주장이옳다는근거로이표가1715년에연경을다녀왔다고기록하

여, 마치 이시필은 연경에 갔다 오지 않았으므로 이표가 맞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및여러문헌에보면이시필은연경에수없이갔다왔다고기록되어있다17).

이성우스스로언급하 듯이고추가임진왜란훨씬이전에있었다면『소문사설』의기록이아

무문제가없을것인데, 초장(椒醬)이고추장이아니고호초장, 산초장, 천초장이라는아무런

근거없는주장18)을하다가『소문사설』과같은고추의임진왜란전래가의심되는결정적인문

헌이나오자책의저자를바꾸는등치명적인역사를왜곡하는지경에이른다. 국어국문학자

인서울대학교백승호교수도『소문사설』의저자가이시필임을인정하고있다19).

설령『소문사설』의저자가이표라고해도이표는이시필보다25~30년후의인물인데이표

시기(1680∼?)에는고추장이있었고, 이시필시기(1657∼1724)에는고추장이없었다는주장

도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소문사설』등의 기록보다 500여년 전에는 고추가 존재했다는

것이농경학적, 식품학적으로확실시된다.

이성우가고추장이처음나온다고주장한유중림의『증보산림경제』(1766)에는만초장(蠻椒

14) 일본의경우고추가도입되어전국에파급되었다는데 200년이걸렸다고주장함. (張智鉉, 『韓國傳來醱酵食品史硏究』,

修學社, 1989, p. 201)

15) 이표(李杓) : 생년 1680,  성별 남자, 본관 금산(金山), 시대분류 조선중기, 과거합격자분류 역과, 활동분야 통역관,

몰년은기록되어있지않음.(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 http://people.aks.ac.kr/index.jsp, 한국학중앙연구원) 

16) 이성우는고추의전래에대해서도일본에서온것같다고하 고, 『소문사설』의저자도이표로추정된다고하여, 처음

에는확실치않은것처럼언급하다가나중에는타당한논리없이그주장을곤고히하곤하 다.

17) ①『숙종실록』(숙종43, 1717) 7월 23일 ; ‘而李時弼曾前往來燕京, 且有親切閣老
。
若與齎咨官偕往, 則周旋貿得之際, 必有

所益云’(이시필(李時弼)은 과거에연경(燕京)을 왕래하 고또각로(閣老)와도친절한사이입니다. 이 사람을재자관

( 咨官)과 함께가게한다면주선하여구득할즈음에반드시유익한점이있을것입니다)

② 일암(一庵 ) 이기지( 李器之, 1690∼1722)가 1720년 지은『일암연기(一庵燕記)』’에는“선왕인숙종이말년에음식에

물려색다른맛을찾은적이있다. 이때어의이시필이예전에연경에갔을때심양장군이병을치료하면서계란떡

을먹었는데, 맛이 지극히부드럽고기발하 고중국에서도진귀한음식으로여긴다고답했었다.”라는기록이있다

18) ① 한복진, 우리나라전통조리에서고추의활용,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2권 2호, 2002, p. 176

② 주 11)의 ② 참조

19) 백승호(서울대), ‘19세기생활백과사전소문사설’, “실학시대의농업₩과학₩기술”실학컨퍼런스(2007년 12월, 성균관대학

교 600주년기념관), 『소문사설』의편찬연도를 1720~1722년 사이로추정하고, 내의원이관인이시필이궁중에서임금

의병환을살피기위해필요한사항들을중국견문경험과연구를통해기록으로남겼다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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醬)이라고나온다. 굳이그이전에나오는‘椒醬’20)과‘苦椒醬’21)은고추장이아니고‘蠻椒醬’

만 고추장이라고 주장하는가?22)『지봉유설』(1614) 이전에 나오는『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1433)(그림 2)과『훈몽자회(訓蒙字會)』(1527) (그림 3)의‘고쵸초’(椒)의‘고쵸’는고추가아

니고왜남만초, 왜개자, 번초만고추라고하는가?

그림 2. 1433년(세종 15년) 권채(權採)₩유효통(兪孝通)₩노중례(盧重禮)₩박윤덕(朴允德) 등이 지은『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 三』에초장(椒醬)기록이나옴. 
“[ 魚粥]治胃腹虛冷赤白下痢 魚四兩切作膾 粳米二合○右以米和膾作粥入鹽椒 白隨性食之 養老奉親書[ 魚粥]治
老人赤白痢刺痛不多食폄瘦 魚肉七兩 靑粱米四合 橘皮末一分 右相和煮作粥下五味椒醬 調和空心”[붕어죽] 위(胃)
가 허약하고찬증상과적백리(赤白痢)를 치료한다. 붕어 네냥을썰어서회로만들고멥쌀두홉을준비한다. 쌀을
회와 섞어 죽을 쑤되 소금과 고추와 총백( 白)을 넣고 성질에 따라 먹는다.『양로봉친서(養老奉親書)』란 책에 붕어
죽( 魚粥)은 노인의 적백리(赤白痢: 이질), 자통(刺痛: 통증), 부다식 위수(不多食 폄瘦: 많이 먹지 못해 쇠약함)을
치료한다. (붕어죽 처방)은 붕어 고기 7냥, 청량미(생동찹쌀) 4홉, 귤피 가루1분 우측의 것(세 가지)을 서로 섞어 삶
아죽을만들고, 뒤에오미고추장, 파를조미(調味)한다. 공복에 (먹는다).

20) 주 13)의 ①, ②, ③ 참조

21) 주 13)의 ④ 참조

22)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오히려淳昌之椒醬으로기록하여초장이고추장임을분명히하고있다.

그림 3. 최세진(崔世珍, 1468~1542)의『훈몽자회(訓蒙字會)』(1527년)에 고쵸쵸[椒]가 보임. 
그 당시에 쓰인 머루, 고염, 딸기, 감, 밤, 오디, 다래, 매실, 가시연(맨드라미)등도 현재까지 그대로 명칭이 쓰
이고있음을보여줌. 즉 고쵸도현재의고추임이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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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순창초장기록의무시

이성우를포함한고추의일본전래설을주장하는학자들이그근거로주장하는문헌이이수

광(李앍光)의『지봉유설』로‘소주에타서마시다탈이난왜개자, 남만초론’이며이규경(李圭

景)의『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번초, 남만초가임진왜란이후에들어왔다

는번초론(番椒論)23)’이다. 

신변잡기등을기록한『지봉유설』24)의내용은‘임진왜란때고추와비슷한왜개자라고부르는

남만초가들어왔는데, 왜개자를술(소주)에타서먹었다가많은사람들이죽었다’는기록이다.

南蠻椒有大毒, 始自倭國來, 故俗謂倭芥子往往種之酒家。利其猛烈。或和燒酒以市之。飮者多死

남만초는 큰 독(毒)이 있다. 처음에 왜국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이것을 왜개

자라고 한다. 지금은 가끔 이것을 심는데 술집에서는 몹시 매운 것을 이용한다. 또는 소

주에타서팔기도하는데이것을먹은자는많이죽는다.

아마도고추를소주에타서먹었던습관은과거부터있었던것으로보이는데, 김종직(金宗

直, 1431~1492)의『동도악부(東都樂府)』중「양산가(陽山歌)」에는‘千秋爲鬼雄相與欲椒漿(천

추의죽은 웅이되어서, 함께제삿술(椒漿)을마시는구나)’의내용에서소주에고추를넣어

마신초장(椒漿)을 제사지낼때사용했음을알수있다25). 또한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사

전』26)에는 고추감주에 대한 설명으로“고춧가루를 탄 감주, 감기약으로 먹는다”로 설명되어

있다. 즉『지봉유설』의기록은예로부터고추를술에타서마시는습관이있어서남만초라는

고추같은것이들어와서고추처럼술에타서먹은결과아주독해서(매워서) 죽었다는기록

이다. 『지봉유설』의 기록은‘아주 매운(독한) 남만초27)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지우리나라고추가일본으로부터들어왔다는기록이아님을밝힌바있다28). 또한『오

주연문장전상고』의기록은더욱이‘우리나라고추가아닌번초, 남만초가임진왜란때일본

23) 주 6) 참조

24) 1614년(광해군 6) 이수광(李앍光)이 편찬한일종의백과사전. 20권 10책. 목판본. 주로 고서와고문에서뽑은기사일문

집(奇事逸聞集)이다. (‘지봉유설’항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5) 『漢語大詞典』4(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三聯書店香港分店, 1987, p. 1102)의 [椒漿] : ‘以椒浸制的酒漿. 古代多用以祭神’

(椒 를넣어서만든술로제사용으로썼다) 

26)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편, 두산동아, 2002 

27) 실제로남만초로추정되는태국, 인도고추는매운맛단위 (Scoville Heat Unit)가 우리나라고추보다수백배이상됨,

김병동등

28) 주 1)의 ②, ③ 참조

29) 苦草: 苦椒의오기. 이는 그때에는고쵸의한자표기가정립되지않았음을보여주고있다.

30) 番椒: 蕃椒의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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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들어왔다’는명백한기록이있음에도, 고추일본전래설을주장하는많은학자들은『오

주연문장전산고』의번초남과변증설(番椒南瓜辨證說)의앞부분에나오는‘番椒與南瓜
。
來于我

東
。
則在於宣廟壬辰之後’(번초와남과는우리동쪽으로왔는데, 선조 임진란이후에있었다)만

인용하여고추가일본으로부터들어왔다고주장만할뿐, 그후에나오는문장의우리나라고

추(我椒), 순창고추장(淳昌椒醬)의기록은한번도언급한바없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번초남과변증설(番椒南瓜辨證說) : “番椒者。鄕名苦草。南瓜者。俗稱

胡朴。其原竝出南蠻。故番椒或稱南蠻椒。胡朴亦號南瓜。...... 番椒與南瓜。來于我東。則在於宣

廟壬辰之後。與煙草同出。自倭國及中原流傳三種 ....중략...。作屑淹醬。名椒醬。出淳昌郡及天

安郡者。名于一國。其子冬月作乳。爲蔬淸淡。近聞我椒。貨于倭館。則其利甚㎹云。其藥治功用痢

疾。取生椒煮水飮之。冷痢卽效。醫多試之。
번초(番椒)는 우리나라에서는“고초(苦草)”라 하며, 남과(南瓜)는 속칭“호박(胡朴)”이라

부른다. 그 근원이 모두 남만(南蠻)에서 나왔기 때문에, 번초를 간혹 남만초(南蠻椒)라 하

고, 호박도 남과(南瓜)라 하는 것이다. ...번초와 남과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선조(宣

祖) 임진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중략...  가루로 만들어 장을 담그는 것을 초장(椒醬,

고추장)이라 하는데, 순창군(淳昌郡)과 천안군(天安郡)에서 나는 것이온나라에서이름이

높다. 씨는 겨울철에 기름을 짜서 나물을 무치면 맛이 맑고 담박하다. 근래에 듣기로 우

리나라 고추는 왜관(倭館)에서 팔면 그 이문(利文)이 매우 많다고 한다. 고추는 약재로서

이질(痢疾)에 효능이 있어서, 생초(生椒)를 물에 넣고 끓여 마시면 냉리(冷痢)에는 즉효를

보이므로의원(醫員)들 중에는이를시도하는이가많다.

이 문헌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추29)로 불리우는 번초30)가 들어온 것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지봉유설』의내용을답습하여호박, 담배와같이일본과중국을통하여들어왔다고한다. 내

용중“番椒者鄕名苦草”에서번초가들어와고초로불리어졌는지, 고추의일종이들어왔는

지는정확히알수없다. 그러나그다음의문장을보면고추의일종이들어왔음을분명히알

수있다. 첫째는번초와대조적으로우리나라고추“我椒”로표기하여왜관에팔면이득이많

이난다고하여우리나라고추와차별화를시도하 으며(그림 4), 둘째는순창초장이순창고

추장임이 분명하므로, 오래된 문헌인『식의심감(食醫心鑑)』(850)(그림 5), 『사시찬요(四時纂

要)』(996)(그림 6) 등에기록된초장(椒醬)은기록에도없는호초장, 산초장이아니라고추장

임을확실히밝혀주고있다. 

31) 배명희₩이성우, 고추의歷史와品質評價에관한硏究, 『韓國生活科學硏究』, 1권 2호, 1984, p. 189 

32) 이철호₩안보선, 김치에관한문헌적고찰,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0권 4호, 1995,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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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850년 잠은( 殷)이 지은『식의심감(食醫心鑑)』에초장(椒醬, 고추장)이 표기되어있음. 
여기서는 검은암탉을고추장을넣어끓여먹음.“烏雌 一隻右治如法煮令極熟細擘以왹汁 薑椒醬作羹食之”검은
암탉을푹삶아서잘게손으로찢은다음메주즙(된장물), 파, 생강, 고추장을넣어국을끓여먹는다.

그림 4. 이규경(李圭景, 1788~?)이 기록한『오주연문장전산고』는 백과사전 형식의 책으로 수백 년 동안 알려
진내용을기록한것으로만물사전임. 
「번초남과변증설」에는 번초(番椒)와 순창고추장(淳昌椒醬)에 대한 기록이 나오며, 또한 번초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고초[我椒]에 대한 기록이 나옴. 그 당시(임진왜란 후 200년이 못됨) 이미 순창고추장은 천안군 고추장과 함께 전
국에 유명하며, 특히 순창고추장은 남남북녀, 제천의림지 붕어, 경주의 유황, 용인의 수박절임, 홍주의 대하 등과
같이 천하가 알정도로 매우 유명하다고 하 음. 따라서 번초(番椒)는 우리가 심는 고추[我椒]가 아니며, 초장(椒醬)
이 고추장임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고있음.(椒醬 =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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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996년 한악(韓鄂)이 지은『사시찬요(四時纂要)』에초장(椒醬)기록이보임.
“幹菜脯 條載 枸杞、甘草、牛膝、車前、五茄、當陸、合歡、決明、槐芽、堪入用

。
爛蒸、碎搗,入椒醬,脫作맞子

。
多作以備一年”

[건포채]조에 싣기를, 구기자,감초, 우슬, 차전, 오가, 당륙, 합환, 결명, 괴아 등을 함께 쓸 수 있다. 푹 쪄서 확에
넣어찧은뒤에고추장에넣었다가떼어서떡으로만들되많이만들어서 1년을대비한다.

뿐만아니라『오주연문장전산고』의물산변증설(物産辨證說)중에도우리나라의매우유명한

물산으로제천의림지붕어, 용인수박절임(그림7) 등과순창초장이있었음을다시한번기록

하고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물산변증설(物産辨證說) : “平山之綠礬、火鐵石。金城之硫 、綠礬。淳

昌之椒醬。延安南大池之蓮實。堤川義林池之뭣。南男北女。龍仁之水苽 。西關之巨擘。海西之

遠射。都監之馬上才、六兩弓、片箭。我東之楮紙、家蔘。忠州滑石。延日砥石。洪州大蝦”

평산의 녹반、화철석, 경주의 유황、녹반, 순창의 고추장, 연안 남대지의 연밥, 제천 의림

지의 붕어, 남부의 남자와 북부의 여자, 용인의 수박 절임, 서도(西道, 황해도와 평안도)

의 석학(碩學), 황해도의 활 멀리쏘기, 훈련도감의 마상재(馬上才)、육량궁(六兩弓)、편전(片

箭, 아기살), 조선의 닥종이、인삼, 충주의활석, 연일의숫돌, 홍주의대하(大蝦, 왕새우).

아주 매운 번초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 고추와 순창고추장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고추의

일종인번초가임진왜란때들어왔다는증거이다. 따라서『오주연문장전산고』의기록은고추

가일본으로부터임진왜란때에들어왔다는근거가되는문헌이아니라오히려고추가우리

나라에그전부터있었다는근거가되는문헌이며, 고추의일종인매운고추, 즉남만초, 번초

가들어왔다는증거이다. 아무리고추가임진왜란때일본으로부터들어왔다하더라도200년

이내에고추가전국에재배되어고추장을발효시키고또한순창의고추장이전국적으로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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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까지는농경학적으로, 식품발달사학적으로불가능한일임을이전에언급한바있다. 

이성우등은고추의일본전래설을주장할때‘고추가번초와달리그전에도있었고, 전국적

으로유명한순창고추장의기록’을언급하지않고, 앞의번초가임진왜란때들어왔다는문장

만강조한이유가무엇일까? 아마도그가주장했던임진왜란전래설을뒤집기에는너무나멀

리와버려돌이킬수없는상황이아니었나생각된다. 특히고추의임진왜란전래설에대하여

이후의연구자들은이성우의주장을자료를확인해보지도않고무비판적으로답습하여인용

하 고, 특히왜곡된주장도당연한것으로그대로인용하여마치사실인양확대재생산하여

논문발표를하는등역사를호도하기까지한다. 위에언급한『지봉유설』(1614)을 어떻게오

용하 는지몇가지예를들고자한다(표1).

그림 7. 이규경(李圭景, 1788~?) 『오주연문장전산고』중「물산변증설(物産辨證說)」에 순창의초장이유명함을
기록함.
“平山之綠礬、火鐵石

。
金城之硫 、綠礬

。
淳昌之椒醬

。
延安南大池之蓮實

。
堤川義林池之뭣

。
南男北女

。
龍仁之水苽

。
西關

之巨擘
。
海西之遠射

。
都監之馬上才、六兩弓、片箭

。
我東之楮紙、家蔘

。
忠州滑石

。
延日砥石

。
洪州大蝦”

평산의 녹반、화철석, 경주의 유황、녹반, 순창의 고추장, 연안 남대지의 연밥, 제천 의림지의 붕어, 남부의 남자와
북부의여자, 용인의수박절임, 서도(西道, 황해도와평안도)의 석학(碩學), 황해도의활멀리쏘기, 훈련도감의마
상재(馬上才)、육량궁(六兩弓)、편전(片箭, 아기살), 조선의 닥종이、인삼, 충주의 활석, 연일의 숫돌, 홍주의 대하
(大蝦, 왕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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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봉유설』(간행연도 1614년)원문 : 南蠻椒有大毒, 始自倭國來, 故俗謂倭芥子, 今往往種之酒家, 利其猛烈,
或和燒酒以市之, 飮者多死 (남만초는 큰 독(毒)이 있다. 처음에 왜국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이것
을 왜개자라고 한다. 지금은 가끔 이것을 심는데 술집에서는 몹시 매운 것을 이용한다. 또는 소주에 타서 팔
기도하는데이것을먹은자는많이죽는다)

한결같이『지봉유설』의남만초내용을고추로왜곡하고있고, 이성우주장의진위(眞僞)를

판단하지않고맹목적으로반복하여그대로인용하고있다. 또한더잘못된주장은호초나산

초를넣어만들었다는흑김치이론과흑고추장이론이다35). 불행하게도이성우이후어느누

구도고추가임진왜란때일본으로들어왔다는결정적인문헌을찾기위하여연구한학자는

없으며, 실제로그들의주장을뒷받침할만한문헌적근거는없다. 

3. 검은 고추장논란

이성우의주장중더욱잘못된주장은고추가임진왜란때들어왔다고추정했던논문보다,

그이후에발표된내용들이다. 고추가임진왜란직후에들어왔다는주장이상황적으로나정

황적으로맞지않았을때, 아무근거없이내놓은주장들로대표적으로독살론, 일본역수출

론, 백김치론, 흑김치론, 흑고추장등이있다. 

일본에는고추로만든음식이없어서병사들이고추를가지고올필요가없는데무엇때문

에고추를갖고들어왔을까반론이제기되자우리민족을독살하려고갖고왔다는‘독살론’

을주장하게된다36). 그러나홍윤표는이독살론이잘못된것임을언급한바있다37). 

표 1. 『지봉유설』*의내용을왜곡한논문사례

필자
수록내용

간행연도 내 용

배명희₩이성우31) 1613 고추에는독이있다. 일본에서비로소건너온것이기에왜겨자(倭芥子)라 한다.

이철호₩안보선32) 1613 苦椒에는독이있다. 일본에서건너온것이기에倭겨자라한다.

주 하33) 1613 고추는소주에타서마시는독(毒)한 것으로소개되어있다. 고추의한자명칭역

시‘남만초(南蠻椒)와 왜개자(倭芥子)’로적었다.

한복진34) 1613 고추에는독이있다. 일본에서비로소건너온것이기에왜겨자(倭芥子)라 한다.

술집에서소주에다고추를타서팔기도한다.

33) 주 하, 고추의상징화과정에대한일고(一考), 역사민속학 11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p. 342

34) 주 18)의 ① 참조

35) 주 11)의 ② 참조

36) 李盛雨, 조미 향신료의역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990, p. 378     

37) 홍윤표, 간장과된장과고추장의어원, 『쉼표마침표』, 국립국어원, 2008, pp.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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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기록에서‘고추장’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16세기에는 고추장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을 독살시키기 위해서

가져왔지만 우리 민족의 체질에 맞아 즐겨먹었다는 기록이『조선개화사』란 책에 전한다

고 하나 이 속설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왜냐하면‘고추’의 이전 형태인‘고쵸’는 이미

임진왜란이일어나기훨씬이전인 15세기 문헌에도흔히나타나기때문이다.

실제번초는독초라는기록이있으며, 일본인쓰네야세이후쿠[恒屋盛復]가쓴『조선개화사

(朝鮮改化史)』38)에독살론을주장하 으나이성우는이내용을언급하지않았다.

蕃椒ノ日本ヨリ渡リタルモ大抵同時代ナリ俚言ニ云フ蕃椒ハ素ト毒草ナリ日本,半島人ヲ

殺スルノ目的ヲ以テ蕃椒ヲ輸入シタルニ半島人ノ 質日本ニ異ナルヨリ之ヲ食ヘドモ死セ

ズ却テ大ニ嗜好スルニ至リタリト

번초(蕃椒)가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것도 대략 같은 시대이다. 이언(俚言)에 이르기를, 번초

는원래독초이다. 일본이반도인을오살( 殺)할 목적으로번초를수입하 는데반도인의

체질이일본과달라서그것을먹어도죽지않고도리어매우좋아함에이르 다고한다.

또한 장지현이『도문대작(屠門大嚼)』(1611)에 고추메주인 초시(椒왹)39)가 있었다고 하자 고

추의일본전래설을주장하는학자들은갑자기고추가임진왜란전에유구국(오끼나와)을 거

쳐한국에들어왔다가임진왜란때일본으로다시역수출되었다는황당한‘역수출론’주장

을한다40). 이렇게역수출론을주장하면그들이그토록주장했던『지봉유설』이나『오주연문장

전상고』의내용은거짓이란논리의모순에빠지게된다. 식문화학적으로우리가수천년동안

먹어왔던김치는어떻게된것이냐문제를제기하 을때처음에는고추가없는동치미로대

표되는‘백김치론’을 주장하다가 임진왜란 이전의 문헌인『수운잡방(需雲雜方)』(金綏,

1481~1552)과『음식디미방』(安東張氏, 1670) 등의문헌에고쵸가나오지않는것을들어호

초나천초로만든‘흑김치론’을주장하기도한다41). 마찬가지로처음에는고추장이없었다고

하다가『식료찬요(食療纂要)』(그림8) 등의비위나위가안좋을때, 고추장[椒醬]을발라먹으

면얼굴색이좋아진다는내용을제시하자고추장이아니라세상에잊지도않은호초로만든

‘흑고추장이론’을내세우기도한다. 어떻게검은고추장과검은김치가순식간에, 정말 100

년도안되어빨간김치가되고빨간고추장이되어우리식문화를바꿀수있는지반론을제기

할때우리민족은슬기로워고추를넣어만들어먹어보자입맛이맞아순식간에호초와산

초를고추로바꾸어먹게되었다는‘임무교대론’을주장하게된다. 더큰문제는이성우이후

음식역사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이 마치 사실인양 그대로 받아들여 논문에서

기술한다는것이다. 대표적으로고추장에대한잘못된기록을살펴보면, 한복진은고추장에

대하여42) 다음과같이기록하 다.



19제2권 3호

(고추장은) 전통의 장류 중 가장 뒤늦게 개발된 장류로서 고추(苦椒)가 도래되기 전까지

는 산초(山椒), 천초(川椒), 호초(胡椒) 등을 이용 초장(椒醬)이라 하 으나 고추로 대체되

면서고초장(苦椒醬)으로 정착되었다

이른바‘흑고추장이론’과‘임무교대론’이다. 김상보는자기저서43)에 이를그대로답습하

고아무근거없이왜곡확대재생산하고있다. 

《도문대작》이 나올 당시 ... 초시(천초장)는《산림경제》의 만초시(고초장)가 보급될 때까지

조선의 민중들이 먹던 장이었으며, 고추가 보급됨에 따라 천초대신에 고추로 대치된 것

이 만초장(고추장)이다. ...필자가 아는 한 고추장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

표의《수문사설》(1746)이다. 이 책에‘순창고초장조법(淳昌苦椒醬造法)’이라 하여 ... 김치

에 고춧가루를 넣은 시기는 그 동안 만들어 먹던, 장에 천초를 넣은 천초장 대신 장에

고추를 넣은 본격적인 고추장에 대한 기록이 있는《산림경제》(1715)와 거의 비슷한 시기

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고추장 때문에 천초장을 버렸듯이, 고추를 넣은 김치 때문에 천

초를넣은김치를버린시기가 1700년대 전후가되는것이다.

38) 恒屋盛復, 『朝鮮開化史』, 東亞東文會, 1901, p. 305

39) 장지현(張智鉉,「한국전래발효식품사연구(韓國傳來醱酵食品史硏究)」, 수학사, 1989)은 남방전래설의문제점과일본이주

장하는북방전래설(조선에서일본으로고추가건너감)을 고문헌(「대화본초」, 「화한삼재도회」, 「草木六部耕種法」등 3개

문헌)을 면 히검토하여서로모순되는점을지적하면서두개의전래설(북방전래설및남방전래설)을 인정할수밖에

없고남방전래설을인정하더라도허균(許筠, 1569~1618)의『도문대작(屠門大嚼)』에고추장(椒왹)이 기록된점을들어

고추는 1540년 이후임진왜란사이에우리나라에들어왔을것으로결론지었다.

40) 주 하(고추의상징화과정에대한일고(一考), 역사민속학 11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p. 341)는 다음과같이가설

을제시하 다. “일본은남만사회로부터천문연간(天文年間 : 1532~1555년)에 남만선을통하여고추를도입하 고, 우

리 나라는선조임진란이전에일본으로부터고추를받아들 으며, 임진란중에일본은우리나라로부터고추를역수

입하 다고본다(장지현 1977 : 296) 그러나그는어떤경로를통해고추가임진란이전에한반도에전래되었는지에

대해서구체적인논증을펼치지는못했다. 필자는여기서장지현교수의주장을수용하면서동시에가설하나를제시

하려한다...중략...1543년 나가사키에고추가도착했고, 그것은남방계산물로후추와함께부산포에소개되었을가능

성이많다...중략... 1543년에서 1592년 사이에고추는한반도의일부남부지역에서재배되었을가능성은충분히있다.

이것이임진란때도요토미군사들에게알려져고추의종자가다시일본열도의혼슈(本州)지역으로유입되는계기가되

었을가능성이많다.”

41) 『수운잡방』에서는천초와할미꽃, 마늘과후추를섞은김치가있다고하 고, 『음식디미방』에는김치에천초가들어가

있으며, 고추가이땅에들어오자마자김치에이용된것이아니라김치에쓰기전에천초가많이쓰 음을알수있다

고하 다.(이철호₩안보선, 김치에관한문헌적고찰,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0권 4호, 1995, pp. 313~314)

42) 주 34) 참조

43) 주 11)의 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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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보도『소문사설』을『수문사설』로잘못기록하고있으며편찬연대도이성우의주장대로

1724년이전이아닌1746년으로했으며, 순창고추장도원문에는‘苦艸醬’이라표현되었는데

‘苦椒醬’으로 잘못 표현하 으며, ‘조만초장법(造蠻椒醬法)’이나‘급조만초장법(急造蠻椒醬

法)’도 유중림의『증보산림경제』(1766)에서 나오는 문헌인데, 홍만선의『산림경제』(1716, 홍

만선은 1715년에죽었으므로 1715년을잘못기록)로왜곡하고있다. 초시(椒왹)도『도문대작」

이전에수없이나오는데44) 이또한간과하고있다. 이러한근거없는잘못된주장을언론에서

도마치사실인것처럼보도하기도한다45).  

우리나라전체산초생산량이수만석이결코될수없음에도불구하고문헌의초장이산초

장이나천초장이라고주장할수있을까? 김상보등은임진왜란전후의문헌에초(椒)가산초

(山椒), 호초(胡椒), 천초(川椒)가구별46)(그림 9)되어표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초(椒)가고

44)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 『의방유취(醫方類聚)』(1477), 『묵재일기(默齋日記)』(1553), 『의림촬요(醫林撮要)』(1597) 등

45) 제주일보(2004. 11.23) “[춘하추동]매운맛”: 허균(許筠)이라하면으레‘홍길동전’을연상하겠지만, 그는 1611년에‘도

문대작(屠門大爵)’이라는한국음식에대한책을쓴실학자이기도하다...가장먹고싶었던음식으로‘초시(椒왹)’라는게

나온다. 이것은고추대신산초나호초로맵게만든된장으로고추장의뿌리다. 우리나라에고추가들어와‘김치’란음

식이생겨난것이 17세기후반이고, 고추장역시 17세기후반에나타난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림 8. 1460년 전순의(全循義)가 쓴『식료찬요(食療撰要)』(임진왜란 발생 170여년전)에 나타난 고추장(椒醬)
에 관한 문헌. 위나 비장이 안 좋을 때(비위가 안 좋을 때, 메스꺼울 때), 허약할 때, 몸이 마를 때, 누
런 수탉에고추장을발라삶아먹으라는내용등이기록됨.
“治脾胃氣弱不多食폄瘦 黃雄鷄肉五 白 七 白細切二合切肉作 下椒醬五味調和煮熟空心食之日一服益 府悅
顔色 脾胃”비장과 위장의 氣가 허약하여 다식하지 못하여 중풍(中風)기에 몸이 야윔의 증상을 치료, 누런 수컷
닭고기다섯량,흰 가루일곱량, 파 밑동을가늘게썬것두홉에, 잘게 썬고기로 가루반죽하여만두처럼만들
어 고추장에 넣어, 오미(五味)가 조화되도록 잘 삶아서 공복에 먹는다. 하루에 한번씩 복용을 하면 오장과 육부가
유익해지며안색도좋아지고비위(脾胃;비장과위장)가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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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아니고산초, 천초, 호초라고주장한다47). 만일그주장이옳아초장(椒醬)이산초, 호초,

천초로 담근 산초장(山椒醬), 호초장(胡椒醬), 천초장(川椒醬)이라면 산초장, 호초장, 천초장

이라는기록이보여야하는데, 그러한기록은어느곳에서도보이지않는다.  

그렇다면‘임무교대론’에의하여순창고추장도고추가들어오기전에는천초, 호초로만든

검은색의순창호초장이었다가고추가들어오자갑자기명예퇴진하여빨간색의순창고추장으

로바뀌었다고역사를왜곡하기까지도한다. 

과연수백년동안전통적으로먹어왔던음식이흔적도없이감쪽같이사라질수있을까? 

그림 9.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산림경제(山林經濟)』卷二/치선(治膳)/어육(魚肉)은『거가필용』(13세기)
을 인용하여기술한내용으로 13세기이전부터고추, 호초, 천초가초(椒), 호초(胡椒), 천초(川椒)로 구
분되어부르고, 구별하여이용되고있음.
“膾醋

。
蔥四莖薑二兩

。
楡楡仁漿半盞

。
椒末二錢

。
一處 爛

。
入酸醋內

。
加鹽幷幷糖拌膾

。
或減薑半兩

。
加胡椒一錢

。
上同 酒魚

脯
。
臘月取大鯉魚洗淨

。
以布拭乾

。
每斤用鹽一兩

。
蔥薑絲川椒各少許

。
和好酒同짭

。
令酒浸過魚一寸

。
逐日륙動

。
候滋味透

。
取

出 乾削食
。
必用神隱”회초(膾醋)는 파 4뿌리, 생강 2냥, 유인장(楡仁漿) 반 잔, 고추가루 2전(錢)을 한데짓개어초

에 소금과 설탕을 치고 회를 버무린다. 혹 생강을 반 냥 덜고 호초 1전을 더하기도 한다. 「거가필용」술에 절인 어
포[酒魚脯]는, 섣달에 큰 잉어를 잡아 깨끗이 씻어 베헝겊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매근에 소금 1냥, 약간의 파채₩생
채₩천초(川椒)를 넣고, 좋은 술에 한데 절여 술이 생선보다 1촌쯤 올라오게 붓고, 날마다 손쳐서[飜] 맛이 배어들거
든꺼내어볕에말려저며서먹는다. 「거가필용」「신은지」

46) 홍만선(洪萬選, 1643~1715) 『산림경제(山林經濟)』卷二/치선(治膳)/어육(魚肉); ‘膾醋
。
蔥四莖薑二兩

。
楡仁漿半盞

。
椒末

二錢
。
一處 爛

。
入酸醋內

。
加鹽幷糖拌膾

。
或減薑半兩

。
加胡椒一錢

。
上同酒魚脯

。
臘月取大鯉魚洗淨

。
以布拭乾

。
每斤用鹽一兩

。
蔥薑絲川椒各少許

。
和好酒同짭

。
令酒浸過魚一寸

。
逐日륙動

。
候滋味透

。
取出 乾削食

。
必用神隱’(회초(膾醋)는파 4뿌리, 생

강 2냥, 유인장(楡仁漿) 반 잔, 고추가루 2전(錢)을 한데짓개어초에소금과설탕을치고회를버무린다. 혹 생강을반

냥덜고호초 1전을더하기도한다「거가필용」술에절인어포[酒魚脯]는, 섣달에큰잉어를잡아깨끗이씻어베헝겊으

로물기를닦아낸다. 매근에소금 1냥, 약간의파채₩생채₩천초(川椒)를넣고, 좋은술에한데절여술이생선보다 1촌쯤

올라오게붓고, 날마다손쳐서[飜] 맛이배어들거든꺼내어볕에말려저며서먹는다. 「거가필용」「신은지」)   

47) 주 4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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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추장은언제부터있었을까?

그렇다면고추장, 특히순창고추장은우리나라에언제부터있었을까?

1) 고대기록
고추장도장담그는것의일종이라고가정하면, 장담그는것의최초의기록은아마도『삼

국지(三國志)』위지동이전의기록일것이다. 고구려때다음과같이기록되어있다.

無大倉庫, 家家自有小倉, 名之爲 京. 其人 淸自喜, 善藏釀48)

큰 창고는 없고 집집마다 조그만 창고가 있으니, 그 이름을‘ 京’이라 한다. 그 나라 사

람들은깨끗한것을좋아하며, 술을 잘빚는다

또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의‘된장항목’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있다.

된된장장 메주로 장을 담가서 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로 만든 장...중략..『삼국지』위지

동이전에도 고구려에서 장양(醬釀)을 잘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장양은 장담그기₩술빚

기등의발효성가공식품을총칭한것으로해석된다. 그러므로고구려에서는장담그기를

잘하 던것으로추정할수있다.

또한『삼국사기(三國史記)』에의하면신문왕이683년에왕비를맞이하면서내린폐백품목

가운데간장, 된장, 젓갈무리가들어있어발효식품이상용되고있었음을보여주고있다49).

幣帛十五轝, 米酒油蜜醬鼓脯 一百三十五轝, 租一百五十車

폐백이 15수레, 쌀₩술₩기름₩꿀₩간장₩된장₩포₩식혜가 135수레, 벼가 150수레 다

위의기록들에서장담그는것으로고추장을포함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사전적으로는

장담그는것은김치담그는것(김장),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을담그는것을내포하고있

다50). 고추[椒]라는기록이시경(時經)51)부터나오니까, 적어도이고추를이용하여『삼국지』위

48) 『三國志』卷三十魏志東夷傳, 高句麗條, 

49) 『삼국사기(三國史記)』권제8, 신라본기제8, 신문왕 3년기록

50)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의『표준국어대사전』에의하면다음과같이기술됨.

장(醬)[장∶] 「명사」「1」=간장01.「2」간장, 고추장, 된장 따위를통틀어이르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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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이전의장양(藏釀)이라는기록이실린연대인고구려때부터고추장을담가먹었을수있

다는주장을할수있다52). 그러나고추장을의미하는초장(椒醬)이라는기록이직접적으로나

오지않으므로확실히알수없다.

2) 임진란이전기록
고추장을 의미하는 초장(椒醬)의 기록이최초로나오는 문헌은당선종 4년(850년)에 편찬

된잠은( 殷)의『식의심감(食醫心鑒)』53)이다(그림5).

烏雌 一隻右治如法煮令極熟細擘以왹汁 薑椒醬作羹食之

검은 암탉을 푹 삶아서 잘게 손으로 찢은 다음 메주즙(된장물), 파, 생강, 고추장을 넣어

국을끓여먹는다.

당대(996년) 한악(韓鄂)이지은월령식(月令式) 농서(農書)인『사시찬요(四時纂要)』에도초

장의기록이나온다(그림6).

幹菜脯”條載 枸杞、甘草、牛膝、車前、五茄、當陸、合歡、決明、槐芽、堪入用。爛蒸、碎搗、入椒

醬,脫作맞子。多作以備一年

건포채조에 싣기를, 구기자,감초, 우슬, 차전, 오가, 당륙, 합환, 결명, 괴아 등을 함께 쓸

수 있다. 푹 쪄서 확에 넣어 찧은 뒤에 고추장에 넣었다가 떼어서 떡으로 만들되 많이

만들어서 1년을 대비한다

우리나라에서는고추장에관한최초의기록으로세종15년(1433년) 때발행된『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에초장(椒醬)이고추[椒]와함께나온다(그림2).

[ 魚粥]治胃腹虛冷赤白下痢 魚四兩切作膾粳米二合右以米和膾作粥入鹽椒 白隨性食之

[붕어죽] 위(胃)가 허약하고 찬 증상과 적백리(赤白痢)를 치료한다. 붕어 네 냥을 썰어서

회로 만들고 멥쌀 두 홉을 준비한다. 쌀을 회와 섞어 죽을 쑤되 소금과 고추와 총백(

白)을 넣고성질에따라먹는다. 

51) BC 1200년, 『시경(詩經)』/ 국풍(國風) / 당(唐) / 초료(椒聊) ; “椒聊之實이여蕃衍盈升이로다彼其之子여碩大無朋이로

다椒聊且여遠條且로다”

52) 『삼국지(三國志)』위지동이전에초(椒)가 있는것으로보아고추는삼국시대에이미존재하 을것이다.; 桃支. 有薑₩橘

₩椒₩荷, 不知以爲滋味

53) 잠은( 殷) 『식의심감 (食醫心鑑)』은음식으로질병을치료하는방법을다룬고서로 850년에처음간행된것으로알려

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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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老奉親書[ 魚粥]治老人赤白痢刺痛不多食폄瘦 魚肉七兩 靑粱米四合 橘皮末一分 右相

和煮作粥下五味椒醬 調和空心

『양로봉친서(養老奉親書)』란 책에 붕어죽( 魚粥)은 노인의 적백리(赤白痢: 이질), 자통(刺

痛: 통증), 부다식 위수(不多食 폄瘦: 많이 먹지 못해 쇠약함)을 치료한다. (붕어죽 처방)은

붕어 고기7냥, 청량미(생동찹쌀) 4홉, 귤피 가루1분 우측의 것(세 가지)을 서로 섞어 삶아

죽을만들고, 뒤에 오미고추장, 파를 조미(調味)한다. 공복에 (먹는다.)

또한『향약집성방』에는고추장메주를표시하는초시(椒왹)의기록도보인다54) (그림10). 

[千金方]治大便벙塞不通椒왹湯五升和猪膏三合灌之佳又無灰 濃酒半升鹽三錢鍊成如上法

[천금방] 대변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신통한 처방 초시탕(椒왹湯) 5되와

돼지 기름 3홉을 부어 주면 좋다. 또 탄산이 없는 진한 술 반 되와 소금 3전을(더하여)

위의 방법과같이녹여주면된다.

그림 10. 1433년(세종 15년)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二』에고추장메주를표시하는초시(椒왹) 기록이보임. 
“[千金方]治大便벙塞不通 椒왹湯五升和猪膏三合灌之佳又無灰 濃酒半升鹽三錢鍊成如上法”[천금방] 대변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신통한 처방 초시탕(椒왹湯) 5되와 돼지 기름 3홉을 부어 주면 좋다. 또 탄산이 없는
진한술반되와소금 3전을(더하여) 위의 방법과같이녹여주면된다.

54) 장지현이허균의『도문대작』에서주장한초시(椒왹)보다 거의 200년 전에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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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학백과사전인『의방유취(醫方類聚)』(1445, 세종27년)에서도 초장(椒醬), 초시(椒왹)

가나온다.

黃雌鷄 方: 治老人脾胃氣弱, 不多食, 폄瘦. 黃雌鷄肉五兩白 七兩 白二合, 切細 右以

切肉作 , 下椒醬五味調和, 煮熟, 空心食之

황자계혼돈방 : 노인의 비장과 위장의 기가 약한 것,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 위수(폄

瘦; 몸이 위축되고 마름)를 다스린다. 황자계 고기 5냥, 가루 7냥, 대파 잘게 썬 것 2

홉, 위의 것으로고기를썰어혼돈을만들어서고추장에담가 5미를 조화시키고불로쪄

서공복에먹는다. 

治大便벙塞不通神方: 猪羊膽無在, 以筒灌三合許, 令深入卽出矣. 出不盡, 須臾更灌. 一方加

冬葵子汁和之亦妙. 又椒왹湯五升, 和猪膏三合灌之佳, 臨時易可得, 卽用之. 又煎蜜成煎, 如

人指大, 深內穀道, 佳又 備急千金要方同. 上海本作“又佳”. 無灰濃酒半升, 鹽三錢匕, 鍊成

如一法.

대변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신통한 처방: 돼지나 양의 쓸개즙을대롱으로

3홉쯤 灌腸하여 깊이 들어가게 하면 곧 나온다. 다 나오지 않으면 잠시 뒤에 다시 관장

한다. 一方에는 동규자의 즙을 섞어도 신통하다. 또한 초시 닷 되를 끓여 돼지기름 3홉

을 섞어 관장하면 좋은데, 임시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사용한다. 또한 꿀을 졸여 煎을

만들되사람손가락크기와같게하여穀道(대장과항문)에 깊이넣으면역시좋다. 

『향약집성방』,『의방유취』에서와같이초시, 초장이대부분음식으로위나비위가좋지않아

소화가되지않을때쓰이는것이특징이다. 

그 후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이 지은『허백정집(虛白亭集)』에서‘椒醬賽歲功’(고추장

농사(잘담그는것)가 1년의농사수확을가름한다)는내용이나온다. 즉 백성들은정초(正初)

의고추장잘담근것이풍년을예고하는것이기때문에고추장담그는것을매우중요시여

겼음을보여주고있다(그림 11). 동시대의사람인조위(曺偉, 1454~1503)가지은『매계집(梅

溪集)』에는‘椒醬奠罷意何堪’(고추장을 제사지낼 때 사용했다)는 기록55)이 있어서 고추장이

다양하게사용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그림12). 

55) ‘椒醬奠罷意何堪’(초장으로제사를마치니뜻을어찌견디리오) - 여기서의초장(椒醬)은 고추를넣어서만든술[椒漿]

로 제사용으로썼다.(以椒浸製的酒漿. 古代多用以祭神)는 의미라고하기도한다. (주 25) 참조)



26 고추장이야기 - 순창고추장은언제부터유명했는가?-

그림 12. 조위(曺偉, 1454~1503)가 지은『매계집(梅溪集)』에는‘고추장을제사지낼때사용했다(椒醬奠罷意何
堪)’는기록이있어서고추장이다양하게사용되고있음을보여줌. 
여기서의 초장(椒醬)은 고추를 넣어서 만든 술[椒漿]로 제사용으로 썼다.(以椒浸製的酒漿. 古代多用以祭神)는 의미
라고하기도함. 이 내용은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동도악부(東都樂府)』의「양산가(陽山歌)」에는‘千秋爲鬼
雄 相與欲椒漿(천추의 죽은 웅이 되어서, 함께 제삿술(椒漿)을 마시는구나)’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제사지
낼때소주에고추를넣어마신초장(椒漿)을 만들어사용한품습이있음을보여주고있음. 『지봉유설』의기록은예
로부터 고추를 술에 타서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 남만초라는 고추 같은 것이 들어와서 고추처럼 술에 타서 먹은
결과아주독해서(매워서) 몇 명이죽었다는기록임이분명함.

그림 11.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이 지은『허백정집(虛白亭集)』에서‘고추장 농사(잘 담그는 것)가 1년의
농사수확을가름한다(椒醬賽歲功)’는내용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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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조 4년(1460년) 어의(御醫) 전순의(全循義)가 저술한『식료찬요(食療纂要)』에서는
고추장을이용하여다음과같은기록이나온다(그림8).

治脾胃氣弱不多食폄瘦 黃雄鷄肉五 白 七 白細切二合切肉作 下椒 五味調和煮熟

空心食之日一服益 府悅顔色 脾胃

비장과위장의氣가허약하여다식하지못하여중풍(中風)기에 몸이야윔의증상을치료,

누런 수컷 닭고기 다섯량,흰 가루 일곱량, 파 밑동을 가늘게 썬 것 두홉에, 잘게 썬 고

기로 가루반죽하여만두처럼만들어고추장에넣어, 오미(五味)가 조화되도록잘삶아

서 공복에 먹는다. 하루에 한번씩 복용을 하면 오장과 육부가 유익해 지며 안색도 좋아

지고비위(脾胃;비장과위장)가 건강해진다.

예나지금이나비위가좋지않아밥을잘못먹을때, 고추장을넣어끓여먹거나찍어(발
라) 먹는것이비슷하다. 비슷한내용으로고추장과같이넣어끓인누런닭을노인의비위가
좋지 않았을때 먹으면좋다는 내용은양예수(楊禮壽, ?~1597)의『의림촬요(醫林撮要)』에도
이어져서나온다(그림13).

黃雌 : 治老人脾胃氣弱不多食폄瘦黃雌 取肉四兩白麵七兩 白二合右切和作 下

鹽椒醬味調和熟煮食

황자계혼돈 : 노인의비장과위장의기가약한것, 음식을잘먹지못하는것, 위수(폄瘦; 몸

이 위축되고 마름)를 다스린다. 황자계 고기 4냥, 가루 7냥, 대파 잘게 썬 것 2홉, 위의

것으로고기를썰어혼돈을만들어서고추장에담가 5미를조화시키고불로쪄서먹는다.

그림 13. 양예수(楊禮壽, ?~1597)의『의림촬요(醫林撮要)』에 초장(椒醬)이 나옴. 이 내용은『식의심감』의 烏雌
(검은닭)에서『의림촬요』의黃雌 (누런닭)로 바꾼것으로처방은비슷함.

“黃雌 : 治老人脾胃氣弱不多食폄瘦黃雌 取肉四兩白麵七兩 白二合右切和作 下鹽椒醬味調和熟煮食”황
자계혼돈 : 노인의 비장과 위장의 기가 약한 것,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 위수(폄瘦; 몸이 위축되고 마름)를 다
스린다. 황자계 고기 4냥, 가루 7냥, 대파 잘게썬것 2홉, 위의 것으로고기를썰어혼돈을만들어서고추장에
담가 5미를조화시키고불로쪄서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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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조말기(1608~1649)에네명의명의56)가 모여서출판한『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에

는『의방유취』,『향약집성방』의내용과비슷하게비위가좋지않을때물고기에(향어, 붕어)에

고추장을넣어서끓여먹으므로비위를튼튼하게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그림 14-a) 이

성우는고초(苦椒)라는단어가 19세기이전에는나오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으나,57) 정작고

초(苦椒)라는한자가 17세기초의『사의경험방』에처음나오고있으며,(그림 14-b) ‘고쵸’라

는순우리말은한 이창제된직후인15세기에이미나온다58). 

오좀소 無論男女老少연가시或운범 가비作末或酒調服或溫水下發汗卽差痢疾當歸及苦椒

煎服而看病人之氣品加減用之

오줌소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가시 혹은 범땅게비(=사마귀)를 가루로 만들어서, 한

편으로술에타서복용하고한편으로더운물로땀을내면곧낫는다.

이질에는당귀및고추를달여먹이되, 병자의氣品을보아가감하여사용한다.

治瀉痢諸方脾胃氣冷痢白濃涕腰脊疼痛瘦弱無力 魚肉九兩切碎왹汁七合乾干末橘皮末各

五 以椒醬五味調和왹汁沸卽下膾魚煮熟下二味空心日一服其效尤益

설사를 치료하는 처방. 비위의 기가 약하여 냉리가 농체(진한 콧물)처럼 희고, 허리와 등

뼈가아프고파리하며약하여힘이없는증상. 붕어고기 9냥을잘게부순것, 메주즙 7홉,

乾干 가루, 귤피 가루 각 5 . 고추장으로 五味를 調和하고 메주즙을 끓이고 膾魚를 넣

어쪄서익하고二味를넣어空心에하루한번복용하면그효험이더욱늘어난다.

앞서 1980년대장지현은이미발표한논문59)에서 고추장메주를나타내는초시가허균(許

筠)의『도문대작(屠門大嚼)』(1611)60)에 이미 기록된 것으로 보아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온

것에대하여이의를제기한바있다(그림 15). 본저자는허균의『도문대작』보다 150~200년

전의문헌인『향약집성방』과『의방유취』에서이미초시(椒왹)가발견된다는것을보면장지현

의주장을따르면적어도임진왜란400년이전에고추가우리나라에있었다는증거이다. 

56)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에 이미 苦椒가 나옴. 『사의경험방』의 저자는 이석한(李碩 )₩채득기(蔡得己)₩박렴(朴濂)₩허임

(許任) 등으로 허임[1612년(광해군 4) 허준(許浚)과 함께 의관록(醫官錄)에 기록되고, 1616년(광해군 8) 평현령(永平縣

令)에 임명되었으며, 다음해양주목사(楊州牧使)₩부평부사(富平府使)를 거쳐 1622년(광해군 14) 남양부사(南陽府使)를 역

임한점으로미루어발간연대는광해군에서인조시대(1608~1649)로 추정됨.

57) 주 31) 참조

58) 주 1)의 ④ 참조

59) 주 39) 참조

60) 椒왹
。
黃州所作甚佳(초시 : 황주에서만든것이매우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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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조선 인조말기(1608~1649)의 한의(漢醫) 이석한(李碩 )₩채득기(蔡得己)₩박렴(朴濂)₩허임(許任) 등이
편찬한『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a. 『식료찬요』의내용과비슷한초장(椒醬)의 기록이보임.
“治瀉痢諸方脾胃氣冷痢白濃涕腰脊疼痛瘦弱無力 魚肉九兩切碎왹汁七合乾干末橘皮末各五 以椒醬五味調和왹
汁沸卽下膾魚煮熟下二味空心日一服其效尤益”설사를 치료하는 처방. 비위의 기가 약하여 냉리가 농체(진한 콧
물)처럼 희고, 허리와 등뼈가 아프고 파리하며 약하여 힘이 없는 증상. 붕어 고기 9냥을 잘게 부순 것, 메주즙
7홉, 乾干 가루, 귤피 가루 각 5 . 고추장으로 五味를 調和하고 메주즙을 끓이고 膾魚를 넣어 쪄서 익하고
二味를넣어空心에하루한번복용하면그효험이더욱늘어난다.

b. 처음으로 한자 고초(苦椒)가 나옴. 이는 임진왜란 이전에 고추(苦椒)가 이미 있었고 이질에 달여 먹으면 효과가
있었다는증거임.
“오좀소 無論男女老少연가시或운범 가비作末或酒調服或溫水下發汗卽差痢疾當歸及苦椒煎服而看病人之氣品加
減用之”오줌소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가시 혹은 범땅게비(=사마귀)를 가루로 만들어서, 한편으로 술에
타서 복용하고 한편으로 더운물로 땀을 내면 곧 낫는다. 이질에는 당귀 및 고추를 달여 먹이되, 병자의 氣品을
보아가감하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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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진란직후 (17~18세기) 기록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시필(1657~1724)의『소문사설』에는고추장[苦艸醬]의표기가처

음 나오며, 순창고추장에 대한 자세한 제조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 제조법과 비싼

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 어의인 이시필이 임금이 즐겨먹던 순창고추장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보인다(그림1).

淳昌苦艸醬造法

콩 쑤어 二斗白屑餠五升合, 細末亂搗, 入於空石中, 正二月限七日 어 乾後, 好苦艸末

六升調和. 又麥芽一升粘米一升幷, 作末되게 쑤어 快冷後, 甘醬分數同入. 又全鰒五箇好品

을 비슷비슷 졈이고 大蝦紅蛤分數同入, 生薑作片, 限一望入缸 삭킨 後, 置之冷處, 出而食

之. 余謂不和以蜜, 則味應不甘, 而此方不載, 疑其闕也.

순창 고추장만드는법

콩을 쑤어 두 말을 백설기 닷 되와 합하여 곱게 빻고 짓이겨 빈 섬에 넣고는, 정이월(正

二月)에 7일 동안 띄워 볕에 쬐어 말린 뒤에 좋은 고춧가루 엿 되를 고루 섞는다. 또, 엿

기름 한 되와 찹쌀 한 되를 합하여 가루가 되도록 쑤어서 빨리 식힌 다음에 감장(甘醬)

정량(定量)을 함께 넣는다. 또, 상품(上品)의 전복(全鰒) 닷 미(尾)를 고르게 저며서 대하

(大蝦)와 홍합(紅蛤) 정량(定量)과 함께 넣고 생강을 조각내어 한 보름 동안 항아리에 넣

어서삭힌뒤에그것을찬곳에두었다가꺼내서먹는다. 내 생각에는, 꿀을 섞지않으면

응당 맛이 달지 않을 터인데도 이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아마도 그 부분이 결루

(缺漏)된 듯하다.

그림 15. 1611년 허균(許筠, 1569~1618) 이 지은『성소부부고(惺所覆 藁)』중의『도문대작(屠門大嚼)』에 나오
는초시(椒왹왹)부분. 
『도문대작(屠門大嚼)』보다 200여년 전인『향약집성방』,『의방유취』등에 이미 초시(椒왹왹)가 있었으므로 고추장이
그전에있었다는증거임. “椒왹왹

。
黃州所作甚佳

。
”초시(椒왹왹) : 황주(黃州)에서만든것이매우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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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이만부(李萬敷, 1664~1731)의『식산집(息山集)에 이미고추장(椒醬)이 나옴.
“롄冶芳셔兮椒醬撫歸 兮泉瀉”향긋한술과고추장을빚어고인의 구(靈柩)에 샘물처럼쏟는다.

『소문사설』이 저술된 비슷한 시기의 고추장을 기록한 문헌으로는 이만부(李萬敷,

1664~1731)의『식산집(息山集)』과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의『북헌집(北軒集)』이 있다.

『식산집』에는‘롄冶芳셔兮椒醬撫歸 兮泉瀉’(향긋한술과고추장을빚어고인의 구(靈柩)

에샘물처럼쏟는다)’라는내용(그림 16)과『북헌집』에는‘以椒醬薑菹勸余飯爲擧數匙’(고추

장, 생강, 김치로서나에게식사때몇술들어보라고권하 다)라는내용이나온다(그림17). 

이전의기록은보통닭이나붕어를몸이좋지않을때먹을약의개념[食醫同原]으로음식

에고추장을넣어서만든기록인반면, 『식산집』과『북헌집』에는고추장이식사때일반적으

로먹는반찬의개념으로기록되어있다는것이다.     

고추장을왕실에서구체적으로애용하고있음을보여주는문헌이 이성우가고추장의최고

문헌이라고주장하는『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 이전에구체적으로나오기시작한

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조25년(1749년)61)에는다음과같은기록이있다(그림18a).

嘗見昔年進水剌時, 必進鹹辛之物, 今予亦常嗜川椒之屬及苦椒醬。此乃食性, 漸與少時不同

者, 其亦胃氣之漸衰耶

일찍이 왕년에 수라를 올릴 때를 보았더니, 반드시 짜고 매운 음식물을 올렸었다. 지금

나도항상천초의부류와고추장을즐겨먹는다. 이는 곧식성인데, 점점 어릴때와달라

지는것은또한胃氣(위의 작용)가 점점쇠해지기때문이냐?

61) 『승정원일기』 조 25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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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기록중 조 27년(1751년)62)(그림 18b), 조 33년(1757년)63)(그림 18c), 조

39년(1763년)64)(그림 18d), 조 42년(1766년)65)(그림 18e), 조 44년(1768년)(그림 18f), 

조 46년(1770년)66)(그림 18g) 등여러곳에서고추장을좋아하고, 위에도좋다고기록되어있

다. 『승정원일기』에서고추장을‘苦椒醬’과‘古椒醬’을혼용하여기록하고있다. 아마도고추

장에대하여앞서발표한논문인고추의어원67)에서언급한바와같이한 ‘고쵸’에서한자를

조어하 기에고초(苦椒)로굳어지는과정이라고본다. 
『조선왕조실록』( 조44년 , 1768년7월28일)68)에는다음과같은기록이있다.

松茸₩生鰒₩兒雉₩苦椒杖醬, 有此四味則善飯, 以此觀之, 則口味非永老矣
송이₩생복₩아치₩고추장 이 네 가지 맛이 있으면 밥을 잘 먹으니, 이로써 보면 입맛이
구히늙은것은아니다.

그림 17.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의『북헌집(北軒集)』에초장(椒醬)이 나옴.
“以椒醬薑菹勸余飯爲擧數匙”고추장, 생강, 김치로서나에게식사때몇술들어보라고권하 다.

62) 『승정원일기』 조 27년 윤5월 18일 : 若魯曰, 苦椒醬近日連爲進御乎上曰, 連進御矣
。
向日初入之苦椒醬, 甚好矣(약로가

“고추장은근일에연이어드셨습니까?”하자, 주상께서“연이어먹었다. 지난번에처음들어온고추장은매우좋았다.”

하셨다.)

63) 『승정원일기』 조 33년 5월 7일 :  饌饍中苦椒醬好矣(찬선중에고추장이좋습니다.)

64) 『승정원일기』 조 39년 12월 24일 : 鳳漢曰, 古椒醬亦好矣(봉환이아뢰기를, 고초장도또한좋습니다)

65) 『승정원일기』 조 42년 2월 27일 : 泰遠曰, 古椒醬開胃矣(이태원이“고추장이위를열어입맛을돋웁니다.”하 다.)

66) 『승정원일기』 조 46년 3월 11일 : 以楷曰苦椒醬, 亦入之乎(이이해가“고추장도넣을까요?”하 다.)

67) 주 1)의 ④ 참조

68) 『조선왕조실록』조 44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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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고추장기록이나타난『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a. 『승정원일기』 조 25년 7월 24일(1749년)에 고초장(苦椒醬)기록이보임.
“嘗見昔年進水剌時, 必進鹹辛之物, 今予亦常嗜川椒之屬及苦椒醬

。
此乃食性, 漸與少時不同者, 其亦胃氣之漸衰耶”

일찍이왕년에수라를올릴때를보았더니, 반드시짜고매운음식물을올렸었다. 지금 나도항상천초의부류
와 고추장을 즐겨 먹는다. 이는 곧 식성인데, 점점 어릴 때와 달라지는 것은 또한 胃氣(위의 작용)가 점점 쇠
해지기때문이냐?

b. 『승정원일기』 조 27년 윤5월 18일(1751년)에 고초장(苦椒醬) 기록이보임.
“若魯曰, 苦椒醬近日連爲進御乎 上曰, 連進御矣

。
向日初入之苦椒醬, 甚好矣”약로가“고추장은 근일에 연이어

드셨습니까?”하자, 주상께서“연이어먹었다. 지난번에처음들어온고추장은매우좋았다.”하셨다.

c. 『승정원일기』 조 33년 5월 7일(1757년)에 고초장(苦椒醬) 기록이보임. 
“饌饍中苦椒醬好矣”찬선중에고추장이좋습니다.

d. 『승정원일기』 조 39년 12월 24일(1763년)에 고초장(古椒醬)기록이보임 .
“鳳漢曰, 古椒醬亦好矣”봉환이아뢰기를, 고초장도또한좋습니다.

e. 『승정원일기』 조 42년 2월 27일(1766년)에 고초장(古椒醬) 기록이보임. 
“泰遠曰, 古椒醬開胃矣”이태원이“고추장이위를열어입맛을돋웁니다.”하 다.

f. 『승정원일기』 조 44년 7월 28일(1768년)에 고초장[苦椒杖醬] 기록이보임.
“松茸ㆍ生鰒ㆍ兒雉ㆍ苦椒杖醬, 有此四味則善飯, 以此觀之, 則口味非永老矣”송이·생복·아치·고추장 이 네
가지맛이있으면밥을잘먹으니, 이로써보면입맛이 구히늙은것은아니다.

g. 『승정원일기』 조 46년 3월 11일(1770년)에 고초장(苦椒醬) 기록이보임. 
“以楷曰苦椒醬, 亦入之乎”이이해가“고추장도넣을까요?”하 다.

d c     b                    a

g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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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조선왕조실록』,『소문사설』의내용을종합하여보면오랫동안왕실에서고추
장이널리기호되어왔음을보여주고있다(표2). 

표 2. 고추장관련문헌기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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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태조이성계가조선을세우기전에무학대사와함께순창의만일사에들러고추장을맛

본후‘하도맛이있어왕이된후진상하라하 다’는구전이전해질만한증거이다. 

이와 같이 조 때 고추장을‘苦椒醬’또는‘古椒醬’으로 기록하 음에도 불구하고, 

홍만선(洪萬善 : 1643~1715,『산림경제(山林經濟)』집필) 이후 유중림(柳重臨)은『증보산림경

제(增補山林經濟)』(1766, 조 42년)를내면서고추장담그는법을조만초장법(造蠻椒醬法)과

급조만초장법(急造蠻椒醬法)이라고하여기록하고있다(그림19)69). 

○造蠻椒醬法大豆精揀淘去砂石如法作未醬令極乾作未篩過每一斗用蠻椒未三合 米卽粘米

未一升右三味用好淸醬搜打極稠入小甕 之俗方則其內加芝麻炒未五合則 乾不好又 米

未多入則味酸不佳蠻椒未過多則辣甚不好矣一方大豆一斗作豆腐絞去水氣 諸料同打成熟極

美凡打合時鹽水亦可而終不如味好淸醬矣一方乾魚去頭鱗切作片又昆布多絲麻卽海帶也之屬

同入待熟食之極美乾靑魚尤佳○不用蠻椒或代川椒○急造蠻椒醬法大豆一斗炒 去皮水煎

令爛熟 出其汁不用密布於藁席中置溫 三日待絲出與炒豆未三升同入臼中爛搗取出每一

斗以蠻椒未三合爲率用鹽水適 淡打勻作稠餠納缸 七日可食過一望尤佳

○고추장 담그기[造蠻椒醬法] : 콩을 꼼꼼하게 고르고 물에 일어 모래와 돌을 없애며 보

통방법대로메주를만든뒤에, 바싹 말려서가루로만들고체에쳐서받는다. 콩1말마다

고춧가루 3홉, 찹쌀가루[ 米]바로 찹쌀이다. 1되의 비율로, 맛좋은 청장(淸醬)으로 휘저

어 뒤섞으면서 반죽하여 아주 되게 만들고 작은 항아리에 넣어 햇볕에 조이면 된다. 민

간 방법에서는 그 안에 볶은 참깨가루 5홉을 넣기도 하는데 맛이 느끼하고 텁텁해서 좋

지 않으며, 또 찹쌀가루를 많이 넣으면 맛이 시큼하여 좋지 않으며, 고춧가루를 지나치

게 많이 넣으면 너무매워서 좋지 않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콩 1말로 두부를 만들고 꼭

짜서 물기를 빼고 나서, 여러 재료들과 함께 섞어 익히면 아주 맛있다. 일반적으로 서로

버무릴 때에 소금물을 써도 되지만 맛좋은 청장만큼 맛있지는 않다. 또 다른 방법으로

는, 말린 물고기의 머리와 비늘을 없애고 납작한 조각으로 썰며 또 다시마[昆布]와 다사

마(多絲麻) 바로 다시마[海帶]이다. 따위도 함께 넣어 익기를 기다렸다가 먹으면 그 맛이

아주 좋다. 마른 청어(靑魚)를 쓰면 더욱 맛있다.○고추를 쓰지 않고 대신에 천초를 쓰기

도 한다.○고추장 빨리 만들기[急造蠻椒醬法]: 콩 1말을 누렇게 볶아 비벼서 껍질을 벗기

로 물에 푹 삶아 익히고 그 즙을 걸러낸다. 즙을 쓰지 않는다. 가마니에 싸서 온돌에 3

일동안 두어실모양의곰팡이가생기기를기다려, 볶은 콩가루 3되와 함께절구에넣고

찧어 꺼낸다. 1말마다 고춧가루 3홉을 비율로 하여소금물로간을알맞게 맞추고골고루

뒤섞어 반죽하여 된 떡을 만들어서 항아리에 넣고 햇볕에 쪼이면 7일정도 지나 먹을 수

있고, 보름 지나면더욱맛있다70).

69) 아마 우리나라에서는고추라고하는데비슷한것을중국에서는만초라하는것을보고외래어를선호하여표기하 을

것이다. (주 1)의 ④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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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유중림(柳重臨)은『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 조 42년)를 내면서 고추장 담그는 법을 조
만초장법(造蠻椒醬法)과 급조만초장법(急造蠻椒醬法)이라고하여기록하고있음.

고추의 일본전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고추장[苦艸醬, 苦椒醬]이 기록된

『소문사설』(1657~1724), 『승정원일기』(1749) 등의 기록을 간과하고, 굳이 만초장(蠻椒醬)으

로표기된유중림의『증보산림경제』( 조42년, 1766년)만을고추장이최초로기록된문헌이

라고주장한다. 

고고추추장장 메줏가루에 짙게 지은 밥이나 떡가루, 또는 되게 쑨 죽을 버무리고 고춧가루와

소금을 섞어서 간을 맞춘 뒤 발효시킨조미식품. 고추장 제조법이기록된 최초의 문헌은

1760년경에 간행된『증보산림경제』이므로 고추의 재배파급은 급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내용71))

그러므로 만초가 들어와서 고추가 되었다고 하며,‘苦椒’라고 표기가 보이는 것은 18세기

이후라고한다72). 

70) 농촌진흥청,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2003, pp. 210~211(http://lib.rda.go.kr)

7 1) 윤덕인(尹德仁)이 서술한‘고추장’항목(『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72) 이기문은‘苦椒’라는표현은 18세기이후『 조실록』(권111, 44년 8월계축, 1768년)에 苦椒醬, 『진연의궤(進宴儀軌)』에

苦椒가처음나온다고하 음. (이기문, 후추와고추, 새국어생활제8권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년 겨울,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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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1781년 9월 19일『내각일력(內閣日曆)』에도‘채소와 과일 고추장이 갖추어졌다(蔬果椒醬俱焉)’는 내
용이기록되어있음.

그러나임진왜란직후의문헌인『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1608~1649)73)(그림 14-b)과『보

만재총서(保晩齋叢書)』(1716~1787)74)에 보이는‘苦椒’는무엇으로설명할수있을지, 아마도

여기서나오는고초가고추가아니라고우기고싶을것이다. 일본전래설을주장하는학자들

은아직까지도고추의어원이남만초, 만초, 번초이며이들이변하여고초(苦椒)가되었다75)고

믿기에굳이만초장을고집하여그보다이전에기록된고추장을무시하지않았나생각된다76). 

조선시대 규장각일기인『내각일력(內閣日曆)』의 1781년 9월 19일 일기에도‘채소와 과일

고추장이갖추어졌다(蔬果椒醬俱焉)’는내용이기록되어있어, 고추장이중요한밑반찬임을

다시한번보여주고있다(그림20).

이러한고추장에대한조선초기부터역사적기록에화룡정점을찍는문헌이『오주연문장전

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이다. 이책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 1788년에출생한이규경(李圭

景)이발간한백과사전류의책으로번초(蕃椒)의임진왜란때의전래77), 우리나라고추의우수

함78), 순창고추장이전국에유명하다는기록79)이기록되어있다. 

73) 주 56) 참조

74)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권28/본사(本史)5/훈채세가( 菜世家)에 부추₩파₩마늘₩생강같

은훈채에관하여설명하고있으며, ⒡, 蔥, , 薑, 芥, , , 蒜, 紫蒜, 同蒿, 芸 , 胡 , 紫菫, 羅勒, 菜, 苦椒 등의

항목으로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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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 18), 주 31) 참조

76) 주 1)의 ④ 참조

77) 「번초남과변증설(番椒南瓜辨證說)」중“番椒與南瓜
。
來于我東

。
則在於宣廟壬辰之後

。
與煙草同出

。
自倭國及中原流傳三種

。
始

播一國
。
(번초와남과가우리나라에전래된것은선조(宣祖) 임진년이후에있었던일이고, 담배와같은곳에서나와일

본및중국으로부터흘러들어세가지가비로소온나라에널리퍼졌다.)

78) 「번초남과변증설(番椒南瓜辨證說)」중近聞我椒
。
貨于倭館

。
則其利甚㎹云(우리나라초는왜관에팔면심히이문이남는다)

79) ①「물산변증설(物産辨證說)」중平山之綠礬、火鐵石
。
金城之硫 、綠礬

。
淳昌之椒醬

。
延安南大池之蓮實(평산의녹반, 화철석,

경주의유황、녹반, 순창의고추장, 연안남대지의연밥)

②「번초남과변증설(番椒南瓜辨證說)」중名椒醬
。
出淳昌郡及天安郡者

。
名于一國(고초장이라고한다. 순창군천안군에나

오는데, 우리나라에이름이났다.)

80) 「풍우명호변증설(風雨名號辨證說)」중“《莊子》所謂羊角風
。
冬之烈風曰苦椒風”(장자에소위양각풍이라고하고, 동지섣달

매운바람을고초풍이라고함)

아울러매서운바람을고초풍(苦椒風)80)이라고하여이미고추가오래전부터있었음을암시

하고 있으며,「산구준여변증설(山œ 餘辨證說)」고추장제조법(急造椒醬法)에 대하여도 기술

하고있다(그림21).

急造椒醬法。大豆一斗炒黃。с去皮水煮。令爛熟。出其汁。不用蜜。包於藁席中。置溫 三日。待

絲出。與炒豆末三升。內入臼中。爛搗取出。每一斗。以蠻椒末三合爲率。用鹽水適鹹淡。打勻作稠

餠。納缸 七日可食。過一望尤佳。초장(고추장) 빨리 만들기 대두 한말을 누르스름하게 볶

아서껍질을벗기고물에끓여푹삶은다음그즙을따라낸다. 꿀은 쓰지 않는다. 짚으

로 짠 자리에널어서온돌방에 3일을 둔다. (콩에서) 실이 나오기를기다려볶은콩가루

3되와 함께 절구통에 넣고 잘 찧어 낸다. 한 말에 만초가루 3홉이 적당한 비율이다. 소

금물로 간을 맞춰 골고루 두드려 단단한 떡을 만든다. 항아리에 넣고 7일을 말리면 먹을

수있는데보름이경과하면더욱좋다.

凡椒醬。用好淸醬。搜打乃好。末醬末一斗。米末一升。蠻椒末一升。昆布、多士麻、豆腐、乾靑

魚、北魚、當歸、蒜、、筍、米、飯餠、麥芽。至於大蝦、紅蛤等屑。蟹全體碎瀝。髓及蟹匡黃醬。竝

作塊。蒸出者太侈。隨力拌沈。爲妙。무릇 고추장이란 좋고 맑은 장을 쓰고 (손으로) 두드려

주면 좋다. 메주가루 한 말에 찹쌀가루 한 되, 만초가루 한 홉. 그리고 다시마[昆布= 多

士麻], 두부, 건청어, 북어, 당귀, 마늘, 생강, 죽순, 찹쌀, 밥떡, 엿기름(麥芽)으로부터왕새

우(大蝦) 홍합 따위와 통째로 갈아 만든 게즙에 게살, 게 딱지의 노란 알로 담근 장을 아

울러서 덩어리를 만들어 쪄내면 매우 호사로운 것이 되리니 자신의 재주껏 섞어 담근다

면묘미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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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고춧가루(椒末)가『오주연문장전산고』에나오는데, 여기서는고춧가루를대신하여만

초가루(蠻椒末)로표기하고있다. 즉앞서유중림의『증보산림경제』에서와같이고추를만초

로표기하 을것이라고본다. 또한『오주연문장전산고』의「산구준여변증설」에서는만초장

과고추장을굳이구별하여기록하고있는데, 만초와고추가매운맛등에서구분되어고추

장을담근것일수도있다. 그러나이에대한자세한연구가필요하다. 

蠻椒醬煮汁或炒椒醬作團

만초장을 묻혀 즙을 달이거나 혹은 고추장을 볶아 덩어리를 만든다. 혹은 게알 간장을

(볶아) 덩어리를만든다.

흥미로운것은「산주자미변증설(山廚滋味辨證說)」에서는여러가지비빔밥(骨 飯)을설명

하면서콩나물, 생호박등과같이고추장으로맛있게만드는법을설명하고있다.

그림 21. 이규경(李圭景, 1788~?)의『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중의「산구준여변증설(山œ 餘辨
證說)」에급조초장법(急造椒醬法)이 기록됨. 
“急造椒醬法

。
大豆一斗炒黃

。
с去皮水煮

。
令爛熟

。
出其汁

。
不用蜜

。
包於藁席中

。
置溫 三日

。
待絲出

。
與炒豆末三

升
。
內入臼中

。
爛搗取出

。
每一斗

。
以蠻椒末三合爲率

。
用鹽水適鹹淡

。
打勻作稠餠

。
納缸 七日可食

。
過一望尤佳

。
凡椒

醬
。
用好淸醬

。
搜打乃好

。
末醬末一斗

。
米末一升

。
蠻椒末一升

。
昆布、多士麻、豆腐、乾靑魚、北魚、當歸、蒜、、筍、

米、飯餠、麥芽
。
至於大蝦、紅蛤等屑

。
蟹全體碎瀝

。
髓及蟹匡黃醬

。
竝作塊

。
蒸出者太侈

。
隨力拌沈

。
”초장(고추장) 빨리

만들기 대두 한말을 누르스름하게 볶아서 껍질을 벗기고 물에 끓여 푹 삶은 다음 그 즙을 따라 낸다. 꿀은 쓰지
않는다. 짚으로짠자리에널어서온돌방에 3일을둔다. (콩에서) 실이 나오기를기다려볶은콩가루 3되와함께
절구통에 넣고 잘 찧어낸다. 한 말에 만초가루 3홉이 적당한 비율이다. 소금물로 간을 맞춰골고루 두드려 단단
한 떡을 만든다. 항아리에 넣고 7일을 말리면 먹을 수 있는데 보름이 경과하면 더욱 좋다. 무릇 고추장이란 좋고
맑은장을쓰고 (손으로) 두드려 주면좋다. 메주가루 한말에찹쌀가루한되, 만초가루 한홉. 그리고 다시마[昆
布= 多士麻], 두부, 건청어, 북어, 당귀, 마늘, 생강, 죽순, 찹쌀, 밥떡, 엿기름(麥芽)으로부터 왕새우(大蝦) 홍합 따
위와 통째로 갈아 만든 게즙에 게살, 게 딱지의 노란 알로 담근 장을 아울러서 덩어리를 만들어 쪄내면 매우 호
사로운것이되리니자신의재주껏섞어담근다면묘미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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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795년『원행을묘정리의궤』권4 찬품(饌品) 「조수라(朝水刺)」중의고추장(苦椒醬)기록.

81) “或椒醬淡煮汁食之”(혹 묽은고추장자즙에찍어서먹는다.)

82) 조선 정조(正祖)의 어머니인혜경궁홍씨(惠慶宮洪氏)의 회갑연을기록한책

83) “隨時折價苦椒醬”(수시로견주어가격을정함 - 고추장)

84) “硏爛入陳皮椒醬作 空心食”((돼지 콩팥 2매를) 곱게 갈아진피와고추장을넣고혼돈을만들어공복에먹는다) 

85) “粱米三合硏 白一握煮作羹下五味椒醬空心食之”(청량미 3홉을갈고총백한줌을삶아국으로만들어오미의고추

장을넣고공복에먹는다)

骨董飯。菜蔬骨董飯。以平壤爲珍品。如雜骨董飯、膾 膾욕膾芥醬骨董飯、톄魚新出炙骨董

飯、乾大鰕屑蝦米屑骨董飯、黃州細蝦 骨董飯、蝦卵骨董飯、蟹醬骨董飯、蒜骨董飯、生胡瓜骨

董飯、油鹽炙海衣屑骨董飯、美椒醬骨董飯、炒黃豆骨董飯。人皆嗜爲珍美。
골동반. 채소골동반은평양의것을진품으로친다. 잡골동반, 숭어회 갈치회준치회개장

(겨자 장)를 비빈 골동반, 새로 나온 전어를 구운 골동반, 말린 大鰕 가루와 쌀가루를 비

빈 골동반, 黃州의 쌀새우 젓갈 골동반, 새우 알 골동반, 게장 골동반, 달래 골동반, 생오

이 골동반, 유염에 구운 김 가루 골동반, 미초장 골동반, 볶은 황두 골동반과 같은 것은

사람들이모두좋아하여진미로여긴다.

기타『오주연문장전산고』의「행주음선변증설(行廚飮膳辨證說)」등 많은 기록에서 고추장(椒

醬)81)에찍어먹는것에대한기록이나온다. 왕실의기록인『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

軌)』82)(1795년) 권4의찬품(饌品) 「조수라(朝水刺)」중에도고추장기록이보인다(그림 22).  또한

『일성록(日省錄)』(정조20년, 1796년 2월 11일)에도고추장(苦椒醬)의기록83)이보인다(그림23).

정조때의학자인서유구(徐有 , 1764~1845년)가지은『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중의「인제지

(仁濟志)」84)와「보양지(먀養志)」85) (그림24)에서건강약용음식의제조에고추장(椒醬)과초시(椒

왹)를다방면으로사용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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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796년(정조 20년 2월 11일)의『일성록(日省錄)』에도고추장(苦椒醬)의 기록이보임. 
“隨時折價苦椒醬”(수시로견주어가격을정함- 고추장)

그림 24. 서유구(徐有 , 1764~1845)가 지은『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중의「보양지(먀養志)」에서 건강약용음
식의제조에고추장[椒醬]기록이보임.
“粱米三合硏 白一握 煮作羹 下五味椒醬 空心食之”청량미 3홉을 갈고 총백 한 줌을 삶아 국으로 만들어 오미
의고추장을넣고공복에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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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중의「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1801)
제4권에고추장을기록함.
“쿨葉團包麥飯呑 合同椒醬與 根 小盒茄椒醬”상추쌈에 보리밥을 둘둘 싸서 삼키고는 고추장에 파뿌리를 곁들여
서먹는다. 작은 상자에는고추장이있고.

4) 19~20세기기록
『오주연문장전산고』를거쳐서19세기에는고추장에대한기록이다양하게나오고있다. 다

소개할수없으나중요한것만소개하고자한다. 실학자인다산정약용(丁若鏞)(1762~1836)

의『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중의「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1801) 제4권에는 다음과 같은

고추장기록이있다(그림25).

“쿨葉團包麥飯呑合同椒醬與 根小盒茄椒醬”

상추쌈에 보리밥을 둘둘 싸서 삼키고는 고추장에 파뿌리를 곁들여서 먹는다. 작은 상자

에는고추장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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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허각이씨가 저술한『규합총서(閨閤叢書)』(순조 9년, 1809년)에는 장쵸법에 장담그는 길

일과장담는법을소개하면서고추장제조법을설명하고있다(그림26).

고쵸장

콩 말며됴 랴면 두되 로 드라흰무리 져 믄콩 흘쩨 너허 입지허며됴를줌안희

들게작게 여 오기를법 로 야극히말뇌여셰말 야쳬예쳐며됴 이 말이여든쇼금넉되

됴흔믈의타범므리 즐고되기 의만치 고고쵸 늘셰말 야닷홉이나칠홉이나식셩 로

석고 두되,밥질게지어 고로범므리고혹 쵸두 린것과포육 로와화합 곳굴을 보

오만쳐 이도잇 이라쇼금과고쵸 로 식셩 로 작 라

고추장

콩 한말 메주 쑤려면 쌀 두되 가루 만들어 흰 무리 떡 쪄서 삶은 콩 찧을 제 한데 넣어

곱게 찧어라. 메주를 줌 안에 들게 작게 쥐어 띄우기를 법대로 하여 꽤 말리어 곱게 가

루 만들어 체에 쳐 놓아라. 메주 가루 한말이거든 소금 너되를 좋은 말에 타 버무리되

질고 되기를 위이만치 하고 고춧가루를 곱게 곱게 빻아서 닷곱이나 칠홉이나 식성대로

섞는다. 찹쌀 두되를밥질게지어한데고루버무리고, 혹 대추두드린것과포육가루와

화합하고꿀을한보시기만쳐하는이도있다. 소금과고춧가루는식성대로요량하라.

『규합총서』이후로 알려진 작자미상의『주찬(酒饌)』(1855년 이전)에서도 침장법(沈醬法)이

라고하여장담그는법을소개하고있는데, 간장(艮醬), 조청장법(造淸醬法), 고초장(古草醬),

상즙장법(常汁醬法), 양초법(釀醋法), 감초[ 醋], 대추초[棗醋]가 기록되어 장만들기에 고추

장만들기가포함되어있다. 『주찬』에서의고추장은『규합총서』에서의고추장에무, 생강, 석

이, 표고, 도라지, 더덕등이들어간것으로보아당시에도고추장장아찌등도고추장과함께

애용된것으로보인다86).

古草醬

作 如汁醬 而作末 一斗粘米三四升作飯鹽四升式細末古草五合許式合調成泥後以生薑點

割者及菁菹點割者及石耳 古吉更沙蔘等物層層入沈當其日食之亦好熟後雖六味不變好也

고추장

집장 메주처럼 메주를 만들어서 그 11말을 가루내고, 또 찹쌀 2-4되로 밥을 짓는다. 여

기에 소금 4되마다 고춧가루 5홉 정도를 섞어 진흙처럼 만든 다음, 생강 잘게 저민 것,

무김치 잘게 저민 것, 석이, 표고, 도라지, 더덕 따위를 층층이 넣고 장을 담그면 그날로

먹을수있다. 익은 다음에도여석가지맛이변하지않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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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1809년(순조9년) 빙허각이씨가저술한『규합총서(閨閤叢書)』(친화실장판)에고추장제조법을다루고있음.
고추장 : 콩 한말 메주 쑤려면 쌀 두되 가루 만들어 흰 무리 떡 쪄서 삶은콩 찧을 제 한데 넣어 곱게찧어라. 메
주를줌안에들게작게쥐어띄우기를법대로하여꽤말리어곱게가루만들어체에쳐놓아라. 메주 가루한말
이거든 소금 너되를 좋은 말에 타 버무리되 질고 되기를 위이만치 하고 고춧가루를 곱게 곱게 빻아서 닷곱이나
칠홉이나식성대로섞는다. 찹쌀 두되를밥질게지어한데고루버무리고, 혹 대추 두드린것과포육가루와화합
하고꿀을한보시기만쳐하는이도있다. 소금과고춧가루는식성대로요량하라.

정조때(1822, 1826)의당상선전관(군인)이었던노상추(盧尙樞)가쓴『노상추일기(盧尙樞日

記)』4권에서는고추장을먹었더니구토가나았다는기록이있다. 이 기록은조선초기의『식

의심감』,『식료찬요』,『의방유취』등에 나오는 많은 문헌의 내용을 입증하는 실제의 기록으로

그때의椒醬이고추장임을다시한번증명하고있다.

初九日辛巳, 朝三次泄下, 興得以鷄水粥進, 又服古椒醬水, 又服木瓜紫檀香生于[干]煎水, 直

下而泄終不止, 悶悶.87)

9일(신사), 아침에 여러 번 설사를 하여 興得이 鷄水粥을 올렸다. 또 古椒醬水를 마셨고,

또 木瓜, 紫檀香, 生干을 넣고 끓인 물을 마셨지만, 곧장 내려가고 설사는 끝내 멎지 않

으니괴롭다.

初十日己未, 朝陰晩暘. 自昨夜始有泄症, 因又嘔吐達宵未差, 及曉飮枯椒醬水半沙鉢, 嘔吐

乃止, 至晩飮藿香正氣散二貼乃差, 午長孫明璹來候夕歸.88)

10일(기미), 아침에 흐렸다가 저물녘에 맑아졌다. 어젯밤부터 泄症이 생겼는데, 그로 인

해 또 구토가 났고 밤새도록 낫지 않다가 새벽에 枯椒醬水 반 사발을 마셨더니 구토가

멎었다. 저물녘에 藿香正氣散 두 첩을 마셨더니 병이 나았다. 午時에 長孫 明璹이 문후

하러왔다가저녁에돌아갔다.

86) 윤숙경편역, 需雲雜方₩酒饌, 신광출판사, 1998, p. 259 

87) 純祖 22년(1822년) 7월 9일

88) 순조 26년(1826년) 8월 10일



50 고추장이야기 - 순창고추장은언제부터유명했는가?-

그림 27. 1871년 금리산인(錦里散人, 1852~1919)이 쓴『의휘(宜彙)』의고추장(苦椒醬) 기록. 
“始生時苦椒醬作餠 數三片火熏溫付候冷易付”(병증이) 처음 생겼을 때 고추장을 떡처럼 (엷고 편편하게) 만든 뒤,
두서너조각을불에쬐어따뜻하게만들어붙 다가식은뒤에바꾸어붙인다.

조선고종때금리산인(錦里散人, 1852~1919)이 쓴 의방서(醫方書)인『의휘(宜彙)』(1871)89)

에서는‘(병증이) 처음생겼을때고추장을떡처럼(엷고편편하게) 만든뒤, 두서너조각을불

에쬐어따뜻하게만들어붙 다가식은뒤에바꾸어붙인다(始生時苦椒醬作餠數三片火熏溫

付候冷易付)’라는기록이있다(그림27). 역시조선시대초기『식료찬요』에나오는내용처럼

오래전부터위가좋지않거나설사나구토등병증이있을때고추장이광범위하게사용되어

왔음을나타내고있다. 

조선의 가사문학에도 고추장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90)에

나타난고추장의기록을살펴보면, 구강(具康, 1757~1832)이 75세(1831년) 때의쓴「기슈가

(沂水歌)」에서‘소쳔어두어드룸고쵸장의돈회초라’의표현이나오며, 홍정유(洪鼎裕, ?~?)

의「동유가(東遊歌)」(1862)에‘장육(醬肉)과 고초장항(醬缸) 공부담(空負擔) 속에 넣어’라는

표현이나오며, 조윤희(趙胤熙,  1854~1931)의「관동신곡(關東新曲)」(1894)에서도‘달착지근

고초장은 너머 다 졈심요긔 다한후의’라는 표현이 나온다. 작자연대미상인「답농가(答弄

歌)」에서도‘고초장은 여시조부 논물이라’의 표현도 나온다. 또한 184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작자미상의소설『삼셜긔』권3의「노처녀가」91)에도‘상치 을먹을제 고초장이제

일이오 국장을담 졔 뭇근콩이맛시업 ’의표현이나온다. 가사와소설뿐만아니라,

대부분 작자나 연대가 미상인 민요92)에도 고추장은 나타난다. 조선시대 정학유(丁學遊,

1786~1855)의「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1816)에는‘보리밥과 국의고쵸쟝능두어라’(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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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이기원(李基遠, 1809~1890)의「농가월령(農家月令)」에도‘고쵸쟝외난물이용봉탕을부

러 랴(유월이라), 작자연대미상의「농가월령가」에서‘苦草醬豆腐醬도맛맛스로 쵸 고’

등고추장이오래전부터백성(民草)들이즐겨먹었던음식임을보여주고있다. 또한‘시집살

이개집살이앞밭에는당추심고뒷밭에는고추심어고추당추맵다해도시집살이더맵더

라’와같이매운시집살이민요(경산지방)에서시집살이의혹독함을표현하고있으며, 고추의

소재가고추장으로바뀌어매운시집살이를표현한민요도있다, ‘성아성아사촌성아시집살

이어떻더노고초장이맵다캐도시집살이더맵더라’(창원민요-시집살이), ‘성님성님사촌성

님시집살이엇떱디까얘야얘야말도마라고추장단지가맵다한들시집살이만큼매울소냐’93).

민요는 하루아침에 불리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동안 민초들에 의해 불러지고 전해졌기

때문에지금까지알려진것으로보면, 연대가알려진민요는대개1800년대이지만이보다수

백년전부터고추나고추장이이용되고있었음을알수있다. 순창군에전해오는전설로‘태

조이성계가나라를세우기전에만일사에서무학대사가준고추장을먹고난후에너무맛이

있어후에임금이된뒤고추장을진상하라고하 다’는내용은지금까지의연구결과에비추

어거의사실일가능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구전이라는이유로순창고추장유래를인정하지

않는것은우리문화를폄하하는일이될것이다. 

동학혁명당시에도꼭챙겨간것이고추장항아리 던것으로『동학농민혁명자료총서』94)인

『남유수록(南遊隋錄)』(1894)95)(그림 28), 『도인경과내력(道人經過來歷)』(1894)96)(그림 29), 『양

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1894)97),『봉남일기(鳳南日記)』(1898)98) 등에 기록되어 있다,

흥미로운것은저자에따라 19세기후반에는‘古椒醬’, ‘古草醬’, ‘苦草醬’, ‘苦椒醬’으로각

각다르게기록되어있다.

89) ‘근세명결(近世名訣)’과‘속약상방(俗藥常方)’중자신이여러차례경험한것을모아서쓴의방서

90)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은동국대임기중교수가집대성한자료로 1998년에완간된바있으며, 이를 디지털화하여웹

DB로제공됨(www.krpia.co.kr).

91) 『한국방각본소설전집』2편(www.krpia.co.kr) 

92)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www.krpia.co.kr)

93) 『한국민속대관』중「시집살이」내용(http://www.krpia.co.kr)

94) 동학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go.kr)에서 서비스함

95) 1894년 11월 24일“令判玉驅牛日龍負苦草醬二缸”(판옥(判玉)으로하여금소를몰게하고, 일룡(日龍)은 고초장 2항아리

와솥 1개를지게하 다)

96) 古椒醬一升○一錢 (고추장한되 1전)

97) 1894년 10월 23일“二十三日晴木川公兄草鞋三百竹古草醬十東海懇醬十東海沈菜三十東海使之等待于駐陣所”(명령을전

하는목천의공형(公兄)이 초혜(草鞋, 짚신) 300죽(竹)과 고초장(古草醬) 10동이[東海]와 간장(懇醬) 10동이와침채(沈菜)

30동이를가져왔는데, 그들을군진이주둔한곳에서기다리게하 다.)

98) “二月十六日陰, 乳兒股腫, 又爲針破, 阜祚兒, 脂瘡針破, 附之苦草醬, 茂長梅山, 吳雅梅村客, 來吊, 校村和仁洞族長, 來

吊”(2월 16일 흐림. 젖먹이의넓적다리에종기가생겨서다시침을놓았고, 阜祚는脂瘡이생겨서침을놓고그자리에

고추장을붙 다. 茂長梅山의吳雅와梅村客이조문하러왔고, 校村 和仁洞의族長께서조문하러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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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894년의『도인경과내력(道人經過來歷)』에실린고추장기록.
“古椒醬一升○一錢”고추장한되일전.

그림 28. 1894년『남유수록(南遊隋錄)』에실린고초장(苦草醬) 기록.
“令判玉驅牛日龍負苦草醬二缸”판옥(判玉)으로 하여금 소를 몰게 하고, 일룡(日龍)은 고초장 2항아리와 솥 1개를
지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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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을 거쳐 20세기 들어서서고추장은 우리나라 음식에 꼭들어가는 소재임을 다시

한번보여주고있다. 농민들이더나아가서는대통령도없어서는안될즐겨먹는식품이었음

을보여주고있다. 1909년『기호흥학회월보』제8호99)에 실린소설「장원례(壯元禮)」에서막걸

리와김치, 고추장을즐겨먹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아農用餘獨酒와祭祀餘北魚灸과紅的苦椒醬과靑的텍 菜를盛在松盤 야快與彼的어다

농사에 쓰고 남은 탁주와 제사에 쓰고 남은 북어구이와 붉은 고추장과 푸른 통김치를

솔소반에담아저들과함께즐기도다

고추장은전통적으로의약식품으로도계속쓰여서1914년정지훈이발행한『의약월보(醫藥

月報)』100)에서도 순창고초장(淳昌苦椒醬)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30). 1925년 발간된『해동죽

지(海東竹枝) 』101)에서최 년(崔永年)은순창고추장을 다음과같이기록하 다(그림31). 

苦椒醬 爲淳昌郡名産基色軟紅基味甘香基氣淸冽爲饌需之絶品淳昌人來到京城手造此醬味

色俱不及本土之産蜀椒爲醬世界無獨稱朝鮮一種味最是淳昌一種産朝鮮全土復有未

고추장은 순창군의 명산품으로서 그 색이 연홍색이고 그 맛은 달고 향기가 있으며 그

기운은 맑고 차가워서반찬거리로는비할 데 없이 훌륭한 식품이다. 순창인이 서울에 와

서 손수 이 장을 빚어도 맛과 색이 모두 본토에서 만든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촉초로

장을 만드는 것은 세계에 없어서 오직 조선 일종의 맛이라 불리며 그 으뜸이 순창 일종

의산품이니조선전국에도더는있지않다.

최 년은백성들이쓰는고쵸를촉초(蜀椒)로표기하 다. 이것은20세기들어와서고추를

사람에따라촉초라고표기하는사람이있었다는것이며, 즉촉초라고표기되는것이고추임

을밝혀주고있다. 이것은정조(正祖)가김달순(金達淳)에게고추의종류가어느것이있느냐

물었을때, 고추의종류는매우많으니, 촉초(蜀椒), 진초(秦椒), 단초(丹椒), 대초(大椒), 호초

(胡椒) 등이있다고대답한『홍재전서(弘齋全書)』의내용과상통한다102). 

99) 『기호흥학회월보』제8호(1909. 3. 25) , 기사제목小說壯元禮, 필자 震庵散人述兼評

100) 평양의약강습회(平壤醫藥講習會)발행, 제1권 제4호“食品韓山小 酒義州粉湯毓祥宮(京)冷水沈菜淳昌苦椒醬延安白

川인졀미(又食 ) 廣州白 ”(식품으로한산소국주, 의주분탕, 육상궁(서울)냉수침채, 순창고추장, 연안백천인절미또

식해, 광주흰쌀강정)

101) 송순기(宋淳夔)가 편집하고, 김병채(金炳采)가 교주(校註)하 다.

102) ① 주 1)의 ② 참조

②정조때기록, 『홍재전서(弘齋全書)』에의하면, 정조(正祖)가 김달순(金達淳)에게‘椒에는어떤종류가있는가?(椒果

何物歟如今胡椒之類歟)’물었을때, 대답하기를‘초의종류는매우많으니, 촉초(蜀椒), 진초(秦椒), 단초(丹椒), 대

초(大椒), 호초(胡椒) 같은 것들이있습니다(有蜀椒秦椒丹椒大椒胡椒之別)’라고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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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에발간한『개벽』103) 1호104), 61호105), 64호106), 66호107)에서팔도대표명산물로제주귤,

암찬빗, 전주누른밥, 나주소반, 금산인삼, 괄굴비, 순창지물(淳昌紙物)과 함께 순창고초

장을꼽았다. 

그림 30. 1914년 정지훈이발행한『의약월보(醫藥月報)』에순창고초장이기록되어있음.
“食品 韓山小 酒 義州粉湯 毓祥宮(京)冷水 沈菜 淳昌苦椒醬延安白川인졀미(又食 ) 廣州白 ”식품으로 한산소
국주, 의주분탕, 육상궁(서울)냉수침채, 순창고추장, 연안백천인절미또식해, 광주흰쌀강정.

103) 천도교에서펴낸월간잡지. 1920년 6월 25일 창간되어 1926년 8월 1일 통권 72호를끝으로강제폐간되었다. 

104) 1호(1920년 6월 25일) : 그래서두아해는의조케놀앗고점심때가되는줄도모르는 대뒷겻장독대에고초장푸

러오신重植의모친이『이애. 점심 먹어라.』하시며

105) 61호(1925년 7월 1일): 竹林이유명하고濟州橘, 靈光굴비, 靈岩찬빗, 全州누른밥, 淳昌고초장, 羅州소반, 錦山인삼- 그

것이다- 全 鮮이아는명물이요. 그리고全羅道人의교제술이란참유명하지오,  

106) 64호(1925년 12월 1일) : 此外에淳昌(紙物及고초장名地), 長水(義妓論介出生地, 石器産地), 扶安(邊山木材多産),

高敞, 鎭安, 任實 등은후일에讓하고略한다

107) 66호(1926년 3월 1일) :“當局에서는押收를잘한다하닛가兒孩들苦草장먹듯이억개바람이낫는지新興靑年會의壁

新聞까지또押收하얏다. 이것이야말로참壁窓戶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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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925년 최 년(崔永年)은『해동죽지(海東竹枝)』에서 순창고추장을기록함. 
“苦椒醬 爲淳昌郡名産基色軟紅基味甘香基氣淸冽爲饌需之絶品淳昌人來到京城手造此醬味色俱不及本土之産蜀椒爲
醬世界無獨稱朝鮮一種味最是淳昌一種産朝鮮全土復有未”
고추장은 순창군의 명산품으로서 그 색이 연홍색이고 그 맛은 달고 향기가 있으며 그 기운은 맑고 차가워서 반
찬거리로는비할데없이훌륭한식품이다. 순창인이 서울에와서손수이장을빚어도맛과색이모두본토에서
만든것에는미치지못한다. 촉초로 장을만드는것은세계에없어서오직조선일종의맛이라불리며그으뜸이
순창일종의산품이니조선전국에도더는있지않다.

방신 (方信榮)은우리나라요리의중요성을인식하고1921년에『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

法)』108)을발간하 다. 고추장담그는법(그림32)을기술함과동시에고추장찌개만드는법도

기술하고있다.  

“고쵸쟝 : 메쥬를 절구에 어 고흔체로쳐쳐 그릇에담아놋코 보리가루와 찹 가루(메쥬

가루가 닷되면 보리가루닷되에 찹쌀가루 두되가량을 라)를 고흔체에쳐셔 풀을 쑤 니

쇼금물로(물 동이에 쇼금 두되를 쳐셔 라) 물을 쳐셔 되닷케 을쑤어셔(보통 보다

되게쑤라) 메쥬가루에 붓고 고츄가루를 메쥬의 오분지일을 넛코 잘鍔거셔 두고(되든지

혹질든지 면소금을가감 야적당히 라) 일 번식져어볏츨보여익히 니라”

“고초쟝 : 고초쟝을물에되직 게풀어 박이에담고고기와파를익여너은후기름

치고 티 니혹두부도써으러넛코호박오가리도써으러너어셔 리 니라”

108) 方信榮著, 朝鮮料理製法, 漢城圖書株式會社,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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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921년 방신 (方信榮)이 쓴『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중의고쵸쟝기록.
“고쵸쟝 : 메쥬를 절구에 어 고흔체로쳐쳐 그릇에담아놋코 보리가루와 찹 가루(메쥬가루가 닷되면 보리가루닷
되에찹쌀가루두되가량을 라)를 고흔체에쳐셔풀을쑤 니쇼금물로(물 동이에쇼금두되를쳐셔 라) 물을 쳐
셔 되닷케 攸을쑤어셔(보통攸보다 되게쑤라) 메쥬가루에 붓고 고츄가루를 메쥬의 오분지일을 넛코 잘鍔거셔 두
고(되든지혹질든지 면소금을가감 야적당히 라) 일 번식져어볏츨보여익히 니라”
“고초쟝 : 고초쟝을물에되직 게풀어 박이에담고고기와파를익여너은후기름치고 티 니혹두부도
써으러넛코호박오가리도써으러너어셔 리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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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향약집성방』,『식료찬요』,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등 많은 문헌에서 붕어나 누런닭

을요리할때고추장을발라끓이는형식을이어받아고추장찌개로발전시켜왔음을보여주

고있다. 오늘날김치찌개, 된장찌개등은많이쓰이고있으나특별히고추장을넣고끓인찜

이나요리를고추장찌개로부르지않는데, 1960년대까지는많이쓰 던용어로보인다. 고추

장찌개에대하여는1930년『별건곤』109)제30호에실린「학허₩풍자₩기발신부후보자전람회(謔

₩諷刺₩奇拔 新婦候補者 展覽會)」110)에서도 보인다. 1939년『삼천리』111)제11권 제1호에 실린

최의순(崔義順)이쓴「관국시정기(觀菊詩 記)」에서기록된고추장보탕112)도고추장찌개의일

종으로볼수있다. 

고추장은고향을떠나있을때나해외에나갔을때가장먹고싶은음식으로표현되기도하

다. 유경(兪卿)은 1928년『별건곤』제 12호에서「外國에가서생각나든朝鮮것으로衣食住

그리고山川」이라는제목에서가장사모되는음식으로배추김치와고추장113)이라고하 다. 

옥관빈(玉觀彬)은 상해에서 1931년『동광』114) 제24호에 기고한 수필「버드나무 그늘(8월의

수필), 異域의孤影」에서“고향서나온도라지한뿌리에서도고향의흙냄새가나고고추장

한수깔에도고향의맑은물향기가나는것같다”라고하여고추장한숟갈로향수를달래곤

하 다. 이승만대통령도모친께서기쁜날상금으로고추장찌개를끓여줄때몹시기뻤다고

회고하 다115). 고추장은일반백성은물론대통령까지매우좋아하는음식이되었다. 

109) 1926년 11월 1일 창간, 1934년 3월 1일 통권 101호를 끝으로폐간되었다. 1920년부터발행되었던『개벽』의뒤를

이어개벽사에서펴냈다.

110) “그러고결혼하면자긔손으로살님을할니가업지만은한다해도자긔몸에해롭다고고추장찌개나고춧가루는

니웃집에서도못먹게할것이다.”

111) 월간 종합잡지. 1929년 6월 12일 창간, 1941년 11월 1일 통권 150호를끝으로폐간되었다.

112) “준비해놓았던붕어조림새우뭇침복근고초장보탕들의항아리를쌓들고컴컴한데인사차로뒤따라나오는여승들

의모양이몹시도고적해보 다.”

113) “둘재로음식에대하야-중국료리가세게에제일이라는말도잇지만은내생각대로는중국음식은육류(肉類)가 너

무만히들어서먹은후에구미가청신(淸新)치 못할때에제일사모되기는배추김치와고초장이엇슴니다”

114) 월간 종합지, 1926년 5월 20일 창간, 1933년 1월 13일 통권 40호를끝으로폐간되었다. 

115) 서울신문(1950년 3월 26일, 1950년 3월 28일), 제목「76회 생신에李대통령회고담」“내선친께서는본래엄절하고

대범하신분으로아이들보는데서칭찬하면못쓴다는것이었다. 그날저녁내가집에돌아오니저밥상에고추장찌

개를한그릇따로놓고모친께서말 하시기를오늘은내마음이기뻐상금으로고추장찌개를준다고하므로나도

몹시기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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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고추장은우리나라민족만이갖고있는발효음식으로우리민족이매우오랫동안즐겨먹

어왔던음식이다. 동시에비위가좋지않거나, 밥을못먹어야위거나할때, 설사나구토가

있을때고추장을끓여먹었던약용음식이었다. 지금까지고추의일본전래설연구자들이주

장하는고추장의최초의기록인『증보산림경제』이전에이미많은문헌에고추장의기록이보

이며, 심지어『조선왕조실록』이나『승정원일기』의기록에도임금이고추장을즐겨먹었다는

기록이있다. 임금이즐겨먹었다는기록이전에, 일반백성은조상으로부터고추장을발효시

켜먹는지혜를배워널리애용하 을것이다. 한자로기록되기전에도일반민초들은고추장

이라는 (한자)을몰라도고추장을만들었고그것을고쵸장또는고쵸쟝이라불 을것이다.

모든사물과음식이그러듯이 로표현하기이전에사물을먼저불 으며그것이전통으로

계승되어이후에 로표현되고전래되었다는사실을간과하면아니된다. 우리말로이야기하

고그것을한자로기록하는과정중에‘고쵸장’을대부분椒醬이라기록하다가 17세기이후

에는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苦椒醬, 古椒醬, 苦艸醬 또는 蠻椒醬 등으로 기록하기도 하 을

것이다. 아울러고추장의어원은椒醬, 苦椒醬, 古椒醬, 苦艸醬, 蠻椒醬으로주장하는사람이

있는데 이는 우리말을 한자에서 어원을 찾으려는것으로 정말 어리석은 주장이다. 고추장의

어원은우리민족이예부터애용해왔던우리말‘고쵸장’이다.

따라서 농경시대부터 발효음식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순창고추장 같이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려면1~2백년갖고되는것이아니라는사실이다. 이를볼때고추장의역사는적어도천년

역사를갖는우리음식으로보아도무리가없을것이다. 고추장은임진왜란전부터백성부터

임금님까지즐겨먹었던조상의지혜가묻어나는발효음식중의하나이다. 우리전통식문화

를왜곡하는일은더이상없었으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