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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was conducted on vinegar types and characteristics with reference to representative literature such as

SanGaYoRok, SikRyoChanYo, SooEunJabBang, GoSaChalYo, DongEuiBoGam, SaSiChanYoCho, JuBangMoon,

ShinGanGuWhang, ChalYoSeo, EumSikDiMiBang, YoRok, ChiSengYoRam, SanRimKyoungJae,EumSikBo,OnJuBeop,

SulManDeuNunBeop, KyuHapChongSeo, ImWonSipYukJi, JungIlDangJabJi, SulBitNeunBeop, SiUiJeonSeo, and

BuInPilJi from the 15th to the 19th centuries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is research, a classification of materials used

in vinegar, knowledge on treatment, preparation of ingredients, capturing flavor, storage of vinegar, as well as the favorable

days that vinegar can be manufactured were studied and analyzed based on the different aspect of vinegar. Vinegar is a well-

known condiment throughout the world and has the potential of becoming a luxurious food. Replication and further

analysis to expand the properties of vinegar is necessary using old literature, together with the literature identified above.

Based on ongoing research, it is foreseeable that the development of a vinegar with unique characteristics and improved

standards will be the foundation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isine, which is our curren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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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식초는 술과 함께 인류의 식생활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발효식품 중 하나이다. 가장 오래된 식초의 기록은

B.C. 5000년의 바빌로니아의 기록으로 당시 바빌로니아에

서는 대추야자, 말린 포도로 만든 술, 맥주 등으로 식초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Ha & Kim 2000). 또한, B.C. 3000

년경에는 맥주와 양조의 부산물로서 식초의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Kwon 2006). 영어의 식초(vinegar)는

프랑스어의 비네그레(vinaigre)가 어원인데, 이것은 vin

(wine와인)과 aigre(sour시다)의 합성어로 ‘신 포도주’란 뜻

이다. 이렇듯 식초는 술의 일종 혹은, 술을 숙성한 것이라

고 생각되었으며, 세계 각지에 수많은 종류의 술이 있듯이

식초 또한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었다(Ha & Kim 2000).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식 식초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국 농서인『제민요술(濟民要術)』

(6C 전반)이나 이수광의『지봉유설(芝峰類說)』(1614),『동

의보감(東醫寶鑑)』(1613)의 ‘탕액편’에 의하면 고대의 식초

는 일명 ‘고주(苦酒)’라 하였으니 식초의 기원은 주류의 발

달과 더불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심 1984). 식초에 관한

옛 문헌을 살펴보면『해동역사(海東繹史)』(1823)에서는 고

려시대부터 음식을 만들 때 식초가 이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었고, 조선초기의『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에서

는 “식초가 의약품으로 사용되어 부스럼이나 중풍을 치료하

는데 이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약방(藥房)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장 2001).

우리나라에서 ‘초(醋)’라는 말은 조치한다는 말인 ‘조(措)’

와 같은 뜻으로 5가지 맛을 조절하여 알맞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며,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

新式料理製法)』에서 ‘초’는 여러 가지 음식의 독을 다스리

는 작용이 있는 것이어서 ‘초’라고 한다고 하였다(이 2001).

또한, 식초는 ‘초(醋)’ 외에도 ‘초(酢)’자로도 사용되었고, 신

맛(酸)과 함께 쓴맛(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를 ‘고주(苦酒)’라고도 불렀다(Kwon 2006).

식초는 당류나 전분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여러 원료가 효

모에 의해 알코올 발효되어 술이 되고 이것이 오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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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초산발효에 의해서 산화되어 식초가 된다(Joo & Cho

2009). 이러한 과정은 옛날에 모두가 자연발효에 의해서 이

루어졌으며, 따라서 술이 있는 곳에 식초가 있는 것은 당연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까지도 탁주를 원료로 한 식

초가 각 가정에서 만들어져 이용되어 왔으며, 처음에는 한

정된 종류로만 만들어졌던 것이 수세기를 통하여 곡류, 서

류(庶類), 과채류, 당밀, 꿀, 유장(乳奬) 등의 여러 가지 재

료를 사용하였다(조 1984). 하지만, 천연의 당류에서 1차로

알코올발효를 한 다음에 2차로 초산발효를 하는 식초양조의

원리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민 1984).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곡물식초를 위주로 사용하

고, 서양에서는 주로 과실식초가 사용되는 등의 차이점은 있

었지만, 식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 산미

(酸味)를 갖게 하는 조미료로 쓰인 발효식품으로 우리 식생

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임 1984). 또한, 기본조미료

외에도 생선의 비린내를 감소시키고, 육류를 연하게 하는 등

조리에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pH를 저하시켜 식품에

저장성을 부여하는 보존제로도 이용되었고, 의약용으로도 이

용되어 왔다(Kim & Lee 2000).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식초의 체내 대사

조절기능이 보고되면서 식초가 단순히 조미료로서의 기능뿐

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Jeoung & Lee

1998). 하지만, 우리가 현재 접할 수 있는 식초의 종류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세계 유명 식초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식초제조의 다양화와 고

급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시장에 우리만의 차별

화된 식초를 개발하기 위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

므로, 조선시대 고문헌들에서 식초를 주재료별로 분류하여

그 시대에 유행했던 식초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쓰임을 살

펴보고, 나아가 현대 식초 산업에 응용 가능한 부분이 무엇

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연구대상 고문헌

조선시대 식초의 연구를 위해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

은 문헌은 <Table 1>과 같이 『산가요록』에서부터 『부인

필지』까지 총 21권이었다. 그 중에서도『산가요록』,『수

운잡방』,『고사촬요』,『사시찬요초』,『주방문』,『음식

디미방』,『치생요람』,『산림경제』,『온주법』,『규합총

서』, 『임원십육지』, 『시의전서』, 『부인필지』에는 식초

의 제법이 기록되어 있었고『식료찬요』에서는 식초들을 이

용한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2. 식초의 종류

1) 고문헌을 통해 본 식초의 기록

연구대상으로 삼은 고문헌들에 기록된 식초에 대한 기록

은 <Table 2>와 같았다. 그 중 식초는 총 89회였고, 식초

를 빚는 날이나 맛을 고치는 법 등에 대한 기록이 총 19가

지였다. 『임원십육지』에 42가지가 기록되어 가장 많았으

며, 다음이 『산가요록』, 『산림경제』의 순이었다.

『산가요록』에는 총 14가지의 식초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식초의 발효원 중 하나인 고리(古里)를 만드는 방법

과 식초의 변한 맛을 고치는 법인 ‘의초법(醫酢法)’이 수록

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이미 15세기 이전 다양한 식초의 종

류와 그 제조법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수운잡방』

에 식초명은 총 6가지, 고리를 만드는 법 1가지가 기록되었

는데 ‘오천가법(烏川家法)’이라 하여 광산 김씨 가문만의 독

특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다. 명종 9년에 간행된『고사촬

요』는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 책에는 식초에 관한 것

으로는 유일하게 ‘양초법(釀醋法)’의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

었다.

『사시찬요초』는 신속이 지은『농가집성』 하편에 속해있

는 것으로 사시(四時)의 순서로 월별과 24절기에 따른 다양

한 방법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식초에 관련된 것으로는

‘금기사항 및 맛이 변한 초의 맛을 고치는 법’이 있었다. 특

별한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분류상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식초 담는 법’으로 명칭을 부쳤다.

『주방문』은 1600년대 말엽에 쓰여진 순한글 조리서로서

술빚기 뿐만 아니라 조리와 가공 전반에 걸쳐 74항목을 포

함하고 있는데 3가지의 식초가 기록되어 있었고, 맛이 변한

식초의 맛을 살리는 방법이 실려 있었다. 현재 많은 번역본

을 지닌『음식디미방』은 ‘초 담는 법, 초법, 매자초’의 세

가지 식초가 기록되었고, 매실을 훈증하여 만든 오매를 이

용한 식초가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Table 1> Review of literatures for manufacture vinegar

번호 고문헌명 저술연대 저자

1 산가요록(山家要錄) 1459년경 전순의
2 식료찬요(食療纂要) 1460년 전순의
3 수운잡방(需雲雜方) 1540년경 김유
4 고사촬요(攷事撮要) 1554년 어숙권
5 동의보감(東醫寶鑑) 1613년 허준
6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1655년 강희맹
7 주방문(酒方門) 1600년대 말 저자미상
8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 1660년 신속
9 음식디미방[閨 是議方] 1670년경 안동 장씨
10 요록(要綠) 1680년경 저자미상
11 치생요람(治生要覽) 1691년 강와
12 산림경제(山林經濟) 1715년 홍만선
13 음식보(飮食譜) 1700년대 숙부인 정씨
14 온주법(蘊酒法) 1700년대 후기 저자미상
15 술만드는법 1700년대 말 저자미상
16 규합총서(閨閤叢書) 1809년 빙허각 이씨
17 임원십육지(林園十六志) 1827년 서유구
18 정일당잡지(貞一堂雜識) 1856년 저자미상
19 술빚는법 1800년대 말 저자미상
20 시의전서(是議全書) 1800년대 말 저자미상
21 부인필지(婦人必知) 1915년 저자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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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17년에 완성된 『치생요람』에는 아쉽게도 식초에

관련된 기록을 1가지 밖에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또한

명칭이 없어서 ‘식초 빚는 법’으로 명명하였고,『사시찬요

초』와 동일한 명칭을 부치지 않은 것은, 그 내용상의 차이

로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식초 빚는 법’안

에 주의사항과 좋은 첨가물에 대한 것들도 언급되어 있었

으나 따로 분리되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기타에도 포함시

키지 않았다.

『산림경제』에는 총 11가지의 식초명이 실려 있었으며,

‘초 빚는 길일, 초 저장법, 초항아리 보관과 초 맛 고치는

법’의 3가지를 덧붙여 기록하고 있었다.

『온주법』은 1700년 말의 책으로서 작자미상의 순 한글

체 조리서로 식초에 관한 기록이 1가지가 있었다. 앞의『사

시찬요초』와『치생요람』처럼 ‘식초 만드는 법’으로 임의의

명칭을 부쳤으며, 특이하게 그 내용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황남초’가 등장하고 있어, 비록 그 제조 방식은 알 수 없었

으나 식초의 한 종류로 보고 식초의 가짓수에 추가시켰다.

빙허각 이씨의『규합총서』에는 ‘사절의 초 본방, 기이한

초’와 더불어 특이하게 ‘중국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으

며, 그 외로 ‘초 빚는 길일, 초 빚기 꺼리는 날'을 주의사항

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백과사전식으로 구성된 『임원십육지』의 정조지(鼎俎志)

미료지류(味料之類)에는 인용문헌이 다 기록되어 있었으며

조사대상 문헌 중 가장 많은 식초를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재료들이나 즐겨 사용하지 않았던 재

료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수장초법,

의초실미법, 조초의기’ 등의 방법들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

었다.

<Table 2> Vinegar through Old Korean Literatures 

고문헌명
식초 기타

종류 소계 종류 소계

산가요록

(山家要錄)

진초(眞酢), 진맥초(眞麥酢), 대맥초(大麥酢), 창포초(菖蒲酢)1·2·3, 고
리초(古里酢)1·2, 병정초(丙丁酢)1·2, 전자손초(傳子孫酢), 사절초(四

節酢), 사시급초(四時急酢)1·2

14
고리조법(古里造法),

의초법(醫酢法)1·2·3
4

수운잡방

(需雲雜方)

조고리초법(造高里醋法)-오천가법(烏川家法) 1 . 2, 사절초(四節醋), 

또 다른 병정초[又丙丁醋], 창포초(菖蒲醋), 목통초(木通醋)
6

작고리법(作高里法)-

오천가법(烏川家法) 
1

고사촬요
(攷事撮要)

양초법(釀醋法) 1

사시찬요초
(四時纂要抄)

식초 담는 법 1

주방문

(酒方門)
밀초[小麥醋], 보리초[醋], 차조초[粘粟醋] 3

맛이 변한 초를 다시 쓰는 법

[救醋法]
1

음식디미방

[閨是議方]
초 담는 법, 초법, 매자초(梅子醋) 3

치생요람

(治生要覽)
식초 빚는 법[釀醋] 1

산림경제
(山林經濟) 

미초(米醋)1·2, 삼황초(三黃醋), 소맥초(小麥醋), 대맥초(大麥醋),

추모초(秋醋), 감초[醋], 대추초[棗醋], 창포초(菖蒲醋), 조초(糟醋), 

천리초(千里醋), 

11
초(醋) 빚는 길일, 초 저장법
[收醋法], 초항아리보관과

초 맛 고치는 법 

3

온주법 (蘊酒法) 식초 만드는 법, 황남초 2

규합총서

(閨閤叢書)
사절(四季)의 초 본방(本方), 기이(奇異)한 초, 중국초[唐醋] 3

초빚는길일[造醋吉日], 

초빚기꺼리는날[造醋忌日]
2

임원십육지

(林園十六志)

대초방(大醋方)-작대초법(作大醋法), 출미신초방(米神醋方)1·2·3, 미초

방(米醋方)1·2, 나미초방(米醋方), 속초방(俗醋方), 칠초방(七醋方), 

황삼초방(黃三醋方), 미맥초방(米麥醋方), 대맥초방(大麥醋方)1·2, 동

국추모조방(東國秋醋方), 소맥초방(小麥醋方)-소맥고주법(小麥苦酒法), 

소맥초방(小麥醋方)-조맥황초법(造麥黃醋法), 소맥초방(小麥醋方)-속
법(俗法)1·2, 사절병오초방(四節丙午醋方), 무국초방(無麴醋方), 선초

방(仙醋方)1·2, 조초방(糟醋方)1·2, 부초방(醋方), 조강초방(造糠醋方), 

대소두천세고주방(大小豆千歲苦酒方), 도초방(桃酢方), 매초방

(梅酢方), 시초방(枾醋方)1·2, 조초방(棗醋方)1·2·3, 연화초방(蓮花醋方), 

창포초방(菖蒲醋方)1·2, 길경초방(桔梗醋方), 밀초방(蜜醋方), 당당초
방(醋方), 만년초방(萬年醋方), 천리초방(千里醋方)

42
수장초법(收藏醋法)1·2, 

의초실미법(醫醋失味法)1·2·3,

조초의기(造醋宜忌)1·2

7

시의전서
(是議全書) 

초안치난법 1

부인필지

(婦人必知)
초장법1·2 2

총 계 8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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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전서』에는 초 만드는 방법인 ‘초 안치난 법’이 기

록되어 있었는데, 1가지 재료가 아니라 다양한 재료가 한꺼

번에 쓰이고 있어서 종합적인 의미의 식초로 판단되었다.

『부인필지』도『시의전서』처럼 식초의 형태가 종합적인

모습을 띄고 있었으며 앞서 다양한 식초들의 모습과 달리 단

순화되고 종합적인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는 시대적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2) 명칭으로 분류해 본 식초의 종류

연구 대상의 고문헌 중 기록된 식초를 보면 그 명칭이 명

확한 식초 32가지와 식초명이 없거나 혹은 명칭만 있을 뿐

재료배합비나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나타

났는데, 그 모두를 포함하여 <Table 3>에서 총 33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는 식초의 명칭과 식초를 빚는데 사용된 재

료의 유사점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같은 재료나 제법을 사용

하여 비슷한 명칭들이 많았으나, 그 특징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는 명칭을 대표로 선정하여 <Table 3>에 실었다. 조

사된 식초 중 대맥초가 9회 기록되어 고문헌 중 가장 많았

고, 소맥초가 8회, 창포초가 7회, 미초와 조초(棗醋)가 각각

5회, 고리초, 대초, 사절초가 각각 4회씩이었다. 다음으로

매자초, 시초, 병정초, 사시급초가 각각 3회씩 기록되었고,

삼황초, 선초가 2회씩이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모

두 1회씩만 기록되어 있었다.

‘미초(米醋)’는 멥쌀을 재료로 하여 빚은 식초인데 총 5회

기록되어 있었다. 『산가요록』의 ‘진초(眞酢)’는 쌀 한 말

외에도 고리 2되, 누룩 2되, 맑은 물 7사발을 재료로 하였

고,『산림경제』에서는 미초가 2가지의 방법으로 소개되었

는데 둘 다 지에밥으로 빚은 식초이며 누룩 첨가 여부가 두

식초의 차이점이었다.『임원십육지』에도 쌀을 주재료로 한

식초가 두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재료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

으나, 만드는 법에서 차이가 있었다.

‘미맥초방(米麥醋方)’은『임원십육지』에서만 등장하는 것

으로 묵은쌀이나 찹쌀에 밀을 섞어서 식초를 빚는 방법이 사

용되었다. 이 방법은『거가필용』에서 인용한 것으로써 1말

을 10되로 보았을 때, ‘묵은 쌀이나 찹쌀’과 ‘밀’이 5:1의 비

율이 되었다. 따라서, 쌀을 주재료로 보아 ‘미초’의 분류에

합할 수도 있었으나 이미『임원십육지』에 ‘미초’가 있었고

묵은쌀인지 찹쌀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하였다. 

 찹쌀을 이용한 식초인 ‘나미초방( 米醋方)’은 오로지

『임원십육지』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본초강목』을

인용한 것으로서 찹쌀 1말과 밀누룩, 물 2말을 섞은 뒤에 항

아리에 넣어 빚었다. 완성기간은 3주이며, 누룩 또한 6월 6

일에 디딘 것을 사용하였다.

‘대맥초(大麥醋)’에는 ‘보리로 빚은 초’와 ‘가을보리로 빚

은 초’를 모두 포함하여 총 9회 기록되어 있었다.『산가요

록』에서는 ‘대맥초(大麥酢)’라 하여 보리 1말로 담근 술을

이용하였고, 『고사촬요』의 ‘양초법(釀醋法)’에서는 가을보

리쌀 1말을 사용하였다. 『주방문』에서는 보리쌀을 이용한

‘보리초[ 醋]’가 이 분류에 포함되었고,『치생요람』의 ‘식

초 빚는 법[釀醋]’에서는 단오나 칠석 혹은 길일에 추모미를

동쪽을 향해 백번 씻어 쪄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산림경

제』에서는 보리 지에밥으로 빚은 ‘대맥초(大麥酢)’와 『고

사촬요』에서 응용한 것으로 보이는 ‘추모초(秋 醋)’ 2가

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임원십육지』에서는 ‘대맥초방(大

麥酢方)’이라고 하여 같은 명칭 아래 두 가지 방법이 기록되

었으며 ‘우리나라 가을보리 식초법’이라 하여 ‘동국추모조방

(東國秋 醋方)’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서 나온 다른 추모초

들과 그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밀을 이용한 소맥초(小麥醋)는 『산가요록』에서는 ‘진맥

초(眞麥醋)’라 하여 밀과 끓여 식힌 물, 누룩을 이용하였고,

『주방문』에서는 ‘밀초[小麥醋]’라 하여 밀을 삶아 찧어 이

용하였다.『음식디미방』의 ‘초법’에서는 다소 명칭이 다른

것들과는 다르나, 다른 재료 없이 밀과 물만을 이용하였기

에 여기에 포함시켰으며, 『산림경제』에서는 『거가필용』

에서 영향받은 ‘소맥초(小麥醋)’를 소개되어 있었다.『임원

십육지』의 ‘소맥초방(小麥醋方)’의 경우에는 총 4가지 방법

을 싣고 있는데 그 근원이 되는 책들이 『식경』, 『거가필

용』, 『삼산방』, 『증보산림경제』로 각각 다르며 그 만드

는 방법도 제각각이었다.

곡류 중 좁쌀을 이용한 경우로는 1가지가 조사되었는데

『주방문』의 경우에는 ‘차조초[粘粟醋]’라 하여 차조쌀밥을

지어 사용하였다. 밀기울 식초인 『임원십육지』의 ‘부초방

( 醋方)’과 쌀겨 식초인 ‘조강초방(造糠醋方)’의 경우는 곡

류를 낟알 자체로 이용하는 위의 식초들과 차이가 있었다.

밀을 빻고 남은 기울과 미강(米糠)이라고 하여 쌀을 빻을 때

나오는 겨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고급 식초는 아니

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두초(大豆醋)’는 『임원십육지』의 ‘대소두천세고주방

(大小豆千歲苦酒方)’을 그 종류에 맞게 줄여 <Table 3>에 실

은 것으로서 유일하게 콩을 이용한 식초이다. 삶은 콩 1 말

을 다시 말린 후에 그것에 술을 부어 익으면 먹는 것으로서

그 기록의 횟수와 특징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던

식초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창포초(蒼蒲酢)’의 방법은 총 7회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명칭은 오로지 ‘창포초’로만 통일되어 있었다. 『산가요록』

의 ‘창포초’를 빚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소개되었는데 주재

료로서 창포가 쓰이고 있다는 것 외에는 3가지 모두 전혀

다른 부재료가 쓰이고 있었다. 『수운잡방』의 경우에는 창

포의 흰줄기나 뿌리를 잘게 썰어 사용하고 있으며 누룩과 찹

쌀의 첨가로 인해서『산가요록』과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하

고 있었다.『산림경제』의 경우는 앞선 창포초들 보다도 굉

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초를 빚고 있었으며, 그 정확한 양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임원십육지』의 경우에

는 2가지 방법의 창포초가 소개되고 있는데『삼산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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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었다.

목통초(木通醋)의 ‘목통(木通)’은 ‘으름’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 또한 특이한 식초 중에 하나로 『수운잡방』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었다. 3일이면 완성되는 식초로서 그 방

법이 간단하고 으름이 우리나라 중부이남 지역에서 자생한

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역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연꽃을 재료로 한 ‘연화초방(蓮花醋方)’과 도라지를 재료

로 한 ‘길경초방(桔梗醋方)’은『임원십육지』에서만 찾아 볼

수 있었다. 연화초방은 연꽃과 함께 밀가루도 사용하고 있

어 당시 밀가루 취급 상황으로 볼 때, 고급식초의 한 종류

로 여겨졌다. 또한, 총 49일의 완성기간 동안 들이는 정성

으로 보아서도 일반인이 쉽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길경초방의 경우 도라지와 좋은 청주가 재료로 사

용되는 것으로 보아 역시 고급식초였을 것으로 생각되었으

며 약재상태의 길경(桔梗)에 청주만 부어 만든 것으로 늘 상

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약효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

어 졌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매자초(梅子醋)’는 매실을 훈증한 상태의 ‘오매’를 사용한

초로서 <Table 3>에는 매자초 외에도 ‘매초방(梅酢方), 천

리초(千里醋)’란 명칭을 지녔으며 『음식디미방』, 『산림경

제』, 『임원십육지』에서 그러한 매실의 쓰임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뒤 이이서 『임원십육지』의 ‘매초방(梅酢方)’이 조

사되었는데 이 또한 주재료로서 매실이 사용되었고 명칭 또

한 같았으나, 내용상 매실의 쓰임이 앞의 식초들과는 달랐

다. 앞선 식초들은 매실을 ‘오매’로 가공하여 사용하였지만

『임원십육지』의 ‘매초방’은 ‘누렇게 익은 생매실’을 사용하

고 있었다. 따라서 그 분류를 다르게 하였으며 생매실을 사

용한 경우는 『임원십육지』가 유일하였다.

감을 이용한 경우는 ‘감초[枾醋], 시초방(枾醋方)’ 등으로

불렸는데 그 방법에서 『산림경제』에는 1가지, 『임원십육

지』에는 2가지가 있었으며 각각 상이하였다.

‘도초(桃酢)’는 잘 익은 복숭아를 항아리에 넣고 1주일 숙

성 뒤에 다시 꺼내 씨와 껍질을 제거한 뒤 밀봉하는 방법으

로『임원십육지』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내용 안에서 ‘매

실초(梅酢)’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빚는다고 하였는데 그것

은 오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매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조초(棗醋)’ 즉, 대추초의 경우에는 주재료로 대추가 쓰

였으며 대추초 외에도 ‘전자손초(傳子孫酢), 조초방(棗醋方)’

등으로 불리는데『산가요록』,『산림경제』,『임원십육지』

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산가요록』에서는 대추 1 말과 정

화수 1 동이가 쓰였으며 『산림경제』에서는 대추와 술, 그

리고 불에 구운 누룩덩이가 쓰였다. 『임원십육지』에서는

3가지 방법이 쓰였는데 주로 설익은 대추가 사용되었으며

부가적인 방법으로 쉬어버린 대추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설명되었다.

고리를 이용한 식초로는『산가요록』의 ‘고리초(古里酢)’

2가지와 『수운잡방』의 ‘조고리초법(造高里醋法)’ 2가지가

조사되었다. 고리는 밀을 이용한 발효원으로서 15~16C경에

만 쓰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의 기록에는 찾을 수 없었

다. 고리 식초의 총 4가지 방법들 중 공통점으로는 고리를

사용했다는 것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 재료의 양과 쓰임은 모

두 달랐다.

‘대초(大醋)’는 『임원십육지』의 ‘대초방(大醋方)’을 일컫

는 것으로 보리누룩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앞서 보리를

이용한 대맥초가 있었으나 보리누룩과 보리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따로 분류하였다. 보리누룩을 이용한 다른 경우로

는『임원십육지』의 ‘출미신초방( 米神醋方)’의 3가지 방

법이 있었다. ‘차조로 신묘한 식초빚는 법’이란 뜻을 지닌

이 초는 그것만 보아서는 차조초에 분류할 수 있었으나 보

리누룩을 사용한 점이 특이하여 앞의 대초방과 같은 분류 안

에 넣었다.

‘무국초방(無麴醋方)’은 말 그대로 누룩을 사용하지 않은

식초를 의미하며 『임원십육지』에서만 찾아 볼 수 있었다.

봄과 가을에 쌀 3말을 씻어 3일간 물에 담갔다가 푹 쪄 항

아리에 담는 것으로서 일주일 후 곰팡이가 피면 쌀 1말과 끓

인 물 3사발의 비율로 끓인 물을 넣어 익혀 쓰라고 하였다.

누룩대신 곰팡이가 발효원으로 쓰였으며 봄과 가을의 계절

만 언급이 된 것으로 보아 여름이나 겨울에는 빚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초방(糟醋方)’은 술지게미를 이용한 식초로서『임원십

육지』의 ‘조초방1’에서는 봄 술지게미를 삭히는 방법을 사

용하였고, 『산림경제』의 ‘조초’와 『임원십육지』의 ‘조초

방2’ 경우에는 납월에 받은 술지게미인 ‘납조(臘糟)’를 사용

하고 있었다. 특히 『임원십육지』의 ‘조초방2’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부재료의 양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

적이었다.

당류를 사용한 경우로는 ‘밀초방(蜜醋方)’과 ‘당당초방

( 醋方)’이 있는데 밀초방은 꿀을 사용하였고 당당초방

의 경우는 엿을 이용하였다. 주재료는 다르나 두 가지 방법

다 펄펄 끓는 물에 꿀과 엿을 녹여서 식초를 만드는 공통점

을 가졌으며,『임원십육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즐겨 먹던 식초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다고 하여 이름 부쳐진 듯한 ‘사

절초(四節酢)’의 경우는 총 4회 기록되어 있었다. 『산가요

록』과 『수운잡방』의 ‘사절초’는 정화수, 누룩, 찹쌀의 쓰

임이 거의 동일하였으며『규합총서』‘사절의 초 본방’의 경

우도 같았다. 『임원십육지』의 ‘사절병오초방(四節丙午醋

方)’은 사계절 병일과 오일에 식초를 빚는 법이라 하여 그

명칭이 다르나 앞선 식초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이 거

의 같고, 정일이 아닌 오일(午日)에 찹쌀을 섞는다는 것만

달랐다.

‘병정초(丙丁酢)’는 『산가요록』에서 2가지, 『수운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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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병일날 시작하여 그 이튿날인

정일날까지 담는다고 해서 ‘병정초’라 이름하였다. 하지만

그 이름의 공통점과는 달리 『산가요록』의 병정초 중 1가

지는 보리술과 찹쌀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가지는 정화

수, 누룩, 멥쌀이 쓰여 그 재료나 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

었다. 특히 『산가요록』의 ‘병정초2’의 경우에는 위의 ‘사

절초’와 재료면에서 동일하여 유사한 식초가 아닐까 생각하

였으나 여름철에 만드는 식초라고 계절명이 나타나 있어서

사계절 빚는 ‘사절초’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운

잡방』의 ‘또 다른 병정초[又丙丁醋]’의 경우는『산가요록』

의 ‘병정초1’와 그 내용과 방법에서 똑같아서 『산가요록』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사시급초(四時急酢)’와 ‘칠초방(七醋方)’은 단기간에 완성

할 수 있는 식초로 보고 같이 분류하였다. ‘사시급초’는『산

가요록』에 2가지의 방법이 있었으며 ‘칠초방’의 경우는『임

원십육지』에 1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방

법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멥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완성 기간이 총 7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삼황초(三黃醋)’와 ‘황삼초방(黃三醋方)’은 각각『산림경

제』와『임원십육지』에서 볼 수 있는 식초로 재료나 그 방

식이 두 문헌에서 거의 같았다. ‘삼황초’라 이름 붙인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고두밥에 생긴 누

런 곰팡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며, 삼복(三伏) 중 묵은쌀

로 빚는다는 그 방식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선이 먹는 식초라 하여 이름 붙여진 ‘선초방(仙醋方)’은

『임원십육지』에서만 2가지 방법을 볼 수 있었다. 2가지 식

초 모두 정화수와 누룩, 쌀이 사용된 것은 공통적이었으나,

고리가루의 첨부 여부에 따른 두가지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

‘속초방(俗醋方)’은 『임원십육지』에 유일하게 나오는 식

초로서 ‘민간에서 식초 빚는 법’이라는 뜻을 지녔다. 재료로

는 차조 또는 청량미, 멥쌀, 누룩 등이 쓰였으므로 어느 하

나에 속하는 식초라 볼 수 없어 따로 분류하였다. 또한, 오

래두어 술 맛이 날 경우에는 볶은 밀을 뜨거운 상태로 항아

리 안에 넣어 맛을 고친다고 하여 실패했을 경우까지 배려

하고 있었다.

『규합총서』의 ‘기이한 초’의 경우는 백설기 덮어 찐 종

이에 오색 곰팡이가 필 때까지 두었다가 술밥을 쪄 누룩과

구운 대추를 넣고 만드는 것으로서 그 재료에 있어서도 앞

선 다른 식초들과 달랐다. 정확한 양이나 그 기간이 분명하

게 나와 있지 않아 그 식초의 전체 분량은 짐작하기 어려우

나 특이한 재료를 사용하였기에 ‘기이한 초’라 이름 붙여진

것으로 보였다.

『임원십육지』의 ‘만년초방(萬年醋方)’의 경우는 여름철에

맛이 변한 술을 빨갛게 달군 숯으로 소독하여 저장하는 것

으로서 완성 기간이 1개월이 걸렸다.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

는다는 의미로 ‘만년’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이며 맛

이 변한 술을 사용한 경우 그 식초가 가장 진하다고 하였다.

기타의 종류로는 7가지를 묶었는데 ‘식초 담는 법, 초 담

는 법, 식초 만드는 법, 황남초, 중국초, 초 안치난 법, 초

장법’이 그것이다.『농가집성』에 수록된『사시찬요초』의

‘식초 담는 법’의 경우는 식초를 만드는 방법보다는 식초를

제조하는 과정과 관리하는 도중의 주의점에 대해서 언급하

고 있었다. 『음식디미방』의 ‘초 담는 법’은 쪄서 말린 밀

에 밥과 누룩, 물 등을 섞어 만드는 것으로서 기간은 7일로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보인다. 기간 상으로

앞의 ‘사시급초’나 ‘칠초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

으나 주재료가 달라 같은 식초로 보기 어려웠으므로 따로 분

류하였다.『온주법』의 ‘식초 만드는 법’은 임의로 붙인 제

목으로서 “황경피 갓난 참깨묵과 합하여 초를 하여도 좋으

니...... 알맞은 대통에 뉵초같이 지으면 황남초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 식초의 종류나 만드는 법에 대한 완벽

한 이해가 어려웠다. 다만 그 내용 중에 ‘황남초’가 나오는

데 사실상 정확이 어떠한 초인지 알기 힘들고,『온주법』에

서 식초의 내용을 살피다가 비유의 대상으로 쓰였기에 식초

의 한 종류임을 알게 되었다. 그 재료와 내용을 알기 위해

서는 따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규합총서』에

는 ‘중국초’를 만드는 비법이 기록되어 있였다.『시의전서』

의 ‘초 안치난 법’은 일명 초 만드는 방법으로서 밀과 섬누

룩, 생도라지, 구운 대추, 3~4집의 초찌꺼기가 쓰인 것으

로서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기에 어느 한 곳에 분류하기 어

려웠다. 재료 중에서 도라지가 쓰인 점이 가장 눈에 띄었는

데 같은 재료가 쓰인『임원십육지』의 ‘길경초방’을 보면 마

른 도라지를 사용하였으나 ‘초 안치난 법’의 경우에는 생도

라지를 사용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부인필

지』의 경우에는 ‘초장법’이 있어 병일에 시작하여 정일에

담는 것으로 볼 때는 앞 선 몇몇 초들과 같았다. 그러나, 백

설기 쪘던 종이를 이용하고 도라지, 누룩덩이, 대추를 부재

료로 사용하며, 가을에는 배와 반만 익은 감, 창포뿌리를 말

려 넣는다고 한 점이 다른 초들과 달랐다.『시의전서』보다

도 더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좀 더 발전된 종

합적인 의미의 초로 보아야 할 것 같다.

3. 식초의 재료 및 처리방법

1) 곡류

(1) 곡류를 사용한 식초의 종류

식초의 제조시 곡류를 사용한 식초는 <Table 4>와 같다.

곡류의 명칭을 달아 식초명을 붙인 것과 주재료로 사용한 것

을 기준하였고, 비슷한 양이 사용된 경우에는 먼저 기록된

재료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초가 1가

지의 재료만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2~3가지의 재료들

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분류의 어려움이

있었다. <Table 4>에서 보이는 것처럼, 곡류 중 멥쌀이 사

용된 경우는 총 28가지가 있었으며 찹쌀은 8가지, 밀이나

밀기울의 경우는 10가지, 보리나 보리기울은 12가지, 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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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초
명

미 초 (米 醋
)

미 맥 초 (米 麥 醋
)

나 미 초 (米 醋
)

대 맥 초 (大 麥 醋
)

소 맥 초 (小 麥 醋
)

점 속 초 (粘 粟 醋
)

부 초 ( 醋
)

조 강 초 (造 糠 醋
)

대 두 초 (大 豆 醋
)

창 포 초 (蒼 蒲 酢
)

목 통 초 (木 通 醋
)

연 화 초 (蓮 花 醋
)

길 경 초 (桔 梗 醋
)

매 자 초 (梅 子 醋
)

매 초 (梅 酢
)

시 초 (枾 醋
)

도 초 (桃 酢
)

조 초 (棗 醋
)

고 리 초 (古 里 酢
)

대 초 (大 醋
)

무 국 초 (無 麴 醋
)

조 초 (糟 醋
)

밀 초 (蜜 醋
)

당 당 초 ( 醋
)

사 절 초 (四 節 酢
)

병 정 초 (丙 丁 酢
)

사 시 급 초 (四 時 急 酢
)

삼 황 초 (三 黃 醋
)

선 초 (仙 醋
)

속 초 (俗 醋
)

기 이 한 초

만 년 초 (萬 年 醋
)

기
타

 

식 초 담 는 법

초 담 는 법

식 초 만 드 는  법

황 남 초

중 국 초 [唐 醋
] 

초 안 치 난 법

초 장 법
 

산
가
요
록

○
○
○

○ (3
)

○
○ (2

)
○
○ (2

)
○ (2

)

수
운
잡
방

○
○

○ (2
)

○
○

고
사
촬
요

○

사
시
찬
요
초

○

주
방
문

○
○
○

음
식
디
미
방

○
○

○

치
생
요
람

○

산
림
경
제

○ (2
)

○ (2
)
○

○
○

○
○

○
○

온
주
법

○
○

규
합
총
서

○
○

○

임
원
십
육
지
○ (2

)
○
○
○ (3

)
○ (4

)
○
○
○
○ (2

)
○
○
○
○
○ (2

)
○
○ (3

)
○ (4

)
○
○ (2

)
○
○
○

○
○
○ (2

)
○

○

시
의
전
서

○

부
인
필
지

○

총
 계

5
1

1
9

8
1

1
1

1
7

1
1

1
3

1
3

1
5

4
4

1
3

1
1

4
3

3
2

2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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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지였고 기타로는 5가지 정도가 되었다.

쌀을 주재료로 한 식초의 경우 일반 멥쌀도 있었지만, 중

미(中米)라고 하여 쌀의 품종을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

며, 묵은 쌀을 재료로 쓰고 경우도 있었다. 이는 묵은 쌀을

이용한 식초인지, 식초를 제조하기 위해 일부러 쌀을 묵혔

던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쌀의 경우 저장기간이 길

어지면 환원당, 조단백, 최고점도, 최종점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아마도 이러한 결과가 곡물 식초의 풍미에 영

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Park 등 2004). 쌀의 경우에

는 동일한 식초가 언급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시급초’와 ‘미

초방’, ‘선초방’이 그 예이다. 『산가요록』에서 말하는 ‘사

시급초1·2’는 멥쌀, 누룩, 물을 사용하여 7일 만에 완성하

는 것으로 누룩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임원십육지-편민

도찬』의 ‘칠초방’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미초방1·2’는 모

두『임원십육지』에 있는 것으로 ‘묵은쌀(倉米) 1말로 지은

고두밥’이 주재료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첨가된 부재료의

종류와 양이 다르며, ‘미초방1’의 경우만 3주안에 완성된다

고 적고 있다. ‘선초방1·2’도 『임원십육지』에 있는 것으

로서 ‘정화수, 누룩, 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같으나 ‘선

초방1’의 경우 고리가루를 더 첨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찹쌀을 재료로 한 식초는 모두 그 양의 기준이 1말로 기

록되어 있었다. 1말은 10되이며 100홉인데, 현재 부피 단위

로 환산할 경우 대략 18.04 L가 된다. 사용된 누룩은 찹쌀

1말 당 3~4되 정도가 되며, 누룩은 곡말(曲末), 국(麴) 등

으로 표현되어 있었다.『임원십육지』의 ‘사절병오초방’ 경

우엔 일반 누룩이 아닌 볶은 누룩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

목할 만하다. 찹쌀의 경우에도 중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

이 있는데, ‘사절초’ 또는 ‘사절의 초 본방’, ‘사절병오초방’

이 그것이다. 이는 ‘사계절동안 만들 수 있는 식초’를 의미

한 것으로 『산가요록』, 『수운잡방』, 『규합총서』, 『임

원십육지』에 기록되어 있었다. 공통점은『규합총서』의 경

우만 제외하고 그 양이 모두 ‘정화수 2말(井花水二斗), 누룩

가루 3되(曲末三升 또는 麴三升), 찹쌀 1말(粘米一斗)’로 되

어 있다는 것이다.『부인필지』의 경우에는 ‘초장법1’과 '초

장법2’가 나와 있는데 숫자를 붙인 것은 한 가지 제목에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식초를 담고 있으므로 임의로 그것을 나눈

것이며, 이것은 다른 식초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했다. ‘초

장법1’은 찹쌀 1말을 정확히 적고 있지만 ‘초장법2’의 경우

에는 찹쌀이라는 용어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초장법1’과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어 찹쌀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따라

서, 찹쌀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밀이나 밀기울을 이용한 식초의 경우 9가지가 되는데, 『시

의전서』의 유일한 초 만드는 법인 ‘초 안치난 법’의 경우는

밀과 술을 섞어 둔 것에 도라지와 구운 누룩, 구운 대추,

3~4집의 초 찌꺼기를 섞는 종합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구운 누룩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불필요한 미생물의 번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Lee 등 1994) 익힌 대추를 사용

한 것은 대추를 익힘으로서 단맛을 증가시켜 초의 풍미를 증

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Park 등 2008).『임원십육지』에

‘소맥초방’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밀을 주재료로 사용한 것은

같으나 나머지 재료 사용이 다르다. 도구적인 면에서도 항

아리를 사용한 점은 같으나 어떤 것은 ‘돗자리나 닥나무잎’

을, 다른 것은 ‘복숭아가지와 쑥’ 등을 사용한 점이 각기 달

랐다. 이것으로 보아 이 4가지는 ‘소맥초방’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주재료가 밀이기 때문에 붙

여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기 다른 식초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식초의 명칭에서 대맥초의 기록이 가장 많은 것만 보아도

보리는 식초 제조에 가장 으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

리술로 만든 경우와 보리 자체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술

을 띄워 하는 경우에는 ‘맑아지면 사용한다’고 정확한 완성

기간이 없지만 『임원십육지』의 ‘대맥초방1·2’의 경우 2~3

주에 완성된다고 하였다. <Table 4>를 보면 ‘대맥초, 병정

초’는 보리식초에 중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우선 ‘대맥초’의

경우 『산가요록』과 『임원십육지』에 나오지만 재료로 보

았을 때 그 양과 부재료가 모두 달라서 아마도 명칭만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병정초’의 경우는『산가요록』과『수운

잡방』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리 3말(麥三斗)로 빚은 술’과

‘찹쌀 2말(粘米二斗)’의 양이 같아서 같은 종류의 식초로 여

겨지며, 『산가요록』에서 『수운잡방』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산가요록』의 ‘병정초1’과 ‘병

정초2'의 구분이다. ‘병정초1’은 보리를 주재료로 하고 이튿

날 찹쌀 두말을 쪄서 넣는 반면 ‘병정초2’의 경우는 멥쌀을

주재료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

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재료를 사용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 종류 중 『산림경제』의 ‘대맥초’의 경우 그 재료

로서 보리도 쓰였지만 메밀가루 6근도 사용되었으므로

<Table 3>에서 기타의 범위에도 포함시켰다. ‘조초’의 경우

에도 납조(臘糟)1섬, 물에 불린[水泡] 굵은 겨, 보리기울[麥

]이 쓰이고 있어 보리와 조의 범위와 함께 기타의 범위에

도 포함시켰다. 이 경우 겨와 보리기울이 계절에 따라 그 양

과 비율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규합총서』

의 ‘기이한초’의 경우에는 술밥이 쓰여서 처음에는 술을 담

고 난 부산물인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찐다는 표현으로 보아

서는 술을 빚기 위해 곡물을 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

나, 그 곡류의 종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에 기

타로 분류하였다. 『임원십육지』의 ‘조초방2’의 경우는 부

재료로 밀기울과 겨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 계절에 따라 그

양을 달리하고 있으며 확실히 추운 겨울에는 그 양이 늘어

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연화초방’의 경우에는

밀가루와 현미[ 米]가 사용되어 특이한 식초의 종류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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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류 처리방법

<Table 4>을 통해 고문헌을 통해 조선시대 식초 제조에

는 다양한 곡류가 사용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Table 5>

에서는 그 곡류를 어떻게 처리하여 식초제조에 이용하였는

가에 대한 것으로 물을 주어 밥의 형태로 만든 경우가 52가

지, 떡의 형태로 만든 경우가 2가지 정도가 되었으며, 발효

를 시켜 술의 형태로 만든 경우가 2가지였고, 곡류를 볶거

나 구워서 이용한 경우가 총 5가지가 되었다.

곡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붓고 밥을 지어 식초 제조

에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멥쌀의 경우가 27가지, 찹

쌀이 6가지, 밀의 경우가 3가지 보리가 6가지 조가 8가지

기타가 2가지 정도였다. 이 중에서 가장 구별이 어려웠던

것이 『부인필지』의 ‘초장법2’였는데 <Table 4>에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 ‘초장법1’은 ‘찹쌀 1말을 깨끗이 씻어서 더

운 김에 항아리에 붓는다’고 하여 곡류의 종류를 정확히 밝

히고 있으나 ‘초장법2’의 경우는 ‘술밥을 더운 김에 누룩 섞

어’라고 표현하여 그 곡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근거로 판단하여 찹쌀일 것

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밥이라고 정확히 언급하거나 물을 부

어 쪘다는 표현이 있는 식초들이 대부분 있었으나, 『부인

필지』의 경우에는 ‘더운 김에’라고만 적고 있어 이 또한 밥

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곡류의 처리방법에서는 밥

의 종류에 포함시켰다.

떡의 경우에는『산가요록』의 ‘진맥초’와『수운잡방』의

‘창포초’의 2가지 경우만 조사되었다. ‘진맥초’의 경우에는

‘밀 1말 잘 씻어 온 채로 쪄 찧어 넓적한 떡을 만든다.’고 자

세히 적고 있으며 ‘창포초’의 경우에는 그 명칭답게 ‘창포의

흰 줄기나 뿌리 잘게 썬 것 3되’ 외에도 ‘쌀 3되’로 가루 낸

후 구멍떡을 만들어 항아리에 함께 넣어 사용하였다. 『산

가요록』의 ‘진맥초’의 경우에는 넓적하게 찐 떡을 만들었으

나,『수운잡방』의 ‘창포초’의 경우에는 구멍떡을 만들어 삶

은 떡의 형태로 이용하였다.

술로 만드는 경우는 2가지였는데, 둘 다 보리를 이용해 담

근 술을 이용하였다.『산가요록』의 ‘대맥초’의 경우에는 보

리 1말로 술을 담근 후에 볶은 밀을 넣어 사용하였으므로,

<Table 5>의 곡류처리 방법에서 ‘술’과 ‘볶음/구움’의 두 분

류에 포함시켰다. 『수운잡방』의 ‘또 다른 병정초’의 경우

에도 보리 3말로 술을 만든 후 찹쌀 2말을 쪄서 함께 섞어

뜨거울 때 항아리에 담아 봉해두는 방식으로 식초를 담았

다. 다만 ‘대맥초’와의 큰 차이점은 보리술에 섞는 곡류의

종류가 볶은 밀인지 아니면 찐 찹쌀을 사용했는지의 여부

였다.

볶음과 구움의 경우에는 총 5가지가 조사되었는데『산가

요록』의 ‘대맥초’는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볶은 밀이 사

<Table 4> Vinegar made from types of grain

출처 멥쌀 찹쌀 밀/밀기울 보리/보리기울 조 기타 

산가요록

진초(眞酢), 창포초

(蒼蒲酢)2·3, 고리초

(古里酢)1·2, 병정초

(丙丁酢)2, 사시급초

(四時急酢)1·2

사절초(四節酢)
진맥초(眞麥酢),

대맥초(大麥酢) 

병정초(丙丁酢)1,

대맥초(大麥酢)
창포초(菖蒲酢)2

수운잡방

조고리초법(造高里醋

法)-오천가법(烏川家

法)1·2, 창포초(菖蒲醋)

사절초(四節醋),

또 다른

병정초[又丙丁醋]

또 다른 병정초[又丙

丁醋]

고사촬요 양초법(釀醋法)

주방문 보리초[醋]
차조초[粘粟醋],

밀초[小麥醋]

음식디미방 초 담는 법 초담는법

치생요람 식초빚는법[釀醋] 식초빚는법[釀醋]

산림경제
미초(米醋)1·2,

삼황초(三黃醋) 

대맥초(大麥醋), 추모

초(秋醋), 조초(糟醋) 
조초(糟醋)

조초(糟醋),

대맥초(大麥醋)

규합총서
사절(四季)의

초 본방(本方)
기이(奇異)한 초 

임원십육지

미초방(米醋方)1·2, 속

초방(俗醋方), 칠초방

(七醋方), 황삼초방(黃

三醋方), 미맥초방(米

麥醋方), 무국초방(無

麴醋方), 선초방(仙醋

方)1·2, 부초방(醋方), 

만년초방(萬年醋方), 

창포초방(菖蒲醋方)2 

나미초방(米醋方),

사절병오초방(四節丙

午醋方)

미맥초방(米麥醋方), 

소맥초방(小麥醋方)-

소맥고주법(小麥苦酒

法), 소맥초방(小麥醋

方)-속법(俗法)1·2, 조

초방(糟醋方)2, 부초

방(醋方), 연화초방

(蓮花醋方) 

대맥초방(大麥醋方)
1·2,

동국추모조방(東國秋

醋方)

대초방(大醋方)-

작대초법(作大醋法), 

출미신초방(米神醋方)

1·2·3, 속초방(俗醋方), 

대맥초방(大麥醋方)1, 

조초방(糟醋方)1,

조초방(糟醋方)1

조초방(糟醋方)2,

연화초방(蓮花醋方) 

부인필지 초장법1·2

총 계 28 8 10 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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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고, 『산림경제』에서 ‘미초1’은 일명 지에밥으로 지

은 초로서 49일 정도 둔 내용물에 볶은 밀 2되를 넣고 그

후에 볶은 보리 한 줌을 넣어 완성하였다.『임원십육지』의

‘미맥초방’의 경우에는 재료들을 섞은 지 49일 만에 열어보

아 볶은 밀을 넣는데 볶은 밀 1줌을 넣고 저장하면 그 맛이

불변한다고 하였으며 ‘대맥초방2’의 경우에는 보리 1말을 누

렇게 볶아 삶은 후 닥나무 잎에 발효시켰다가 따로 볶은 보

리를 삶아 물과 함께 항아리에 넣고 3주를 기다려 먹는 식

초로서 다른 곡류의 첨가 없이 보리만을 사용한 순수 보리

식초라 하겠다.

2) 과실류

(1) 과실류를 이용한 식초의 종류

과실류를 이용하여 만든 식초의 종류는 <Table 6>과 같

다. 식초 제조에 사용된 과실류에는 대추, 매실, 감, 복숭

아, 으름이 있었는데 대추의 기록이 5회로 가장 많았다. 대

추는 해열, 강장, 완화제로 양기를 보강하고 위장을 튼튼하

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찍부터 한약재 및 식용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약리 효과가 더 널리 알려지면서

일상생활 중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도 소비되고

있다(Min 등 1997).『산가요록』의 ‘전자손초’와『임원십

육지』‘조초방2’는 ‘대추 1말, 정화수 1동이’로 같은 재료가

사용되었지만, ‘전자손초’에는 대추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반면, ‘조초방2’에는 ‘설익은 대추’를 사용한 점이 달

랐다. 또한『임원십육지』‘조초방2’의 경우는 ‘전세초’라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매실은 장미과에 속하는 매화나무의 열매로 예부터 동양

에서 식음료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뇨병 치료제, 구충, 해독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고혈압, 설사, 정혈작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Choi 2008). 대추 다음으로 식초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

었으며, 누렇게 익은 매실이나 오매(烏梅)로 가공하여 사용

하였다. 오매는 미성숙한 매실을 볏짚, 또는 왕겨를 태우는

연기 속에서 훈증하여 흑색이 될 때까지 건조한 것으로 까

마귀처럼 까맣다고 해서 오매란 이름이 붙었는데(Ji & Kim

2008), 가래를 삭이고 구토, 갈증, 이질, 폐결핵 등을 치료

하며 술독을 풀어주는 한약재로 이용된다고 한다(김 & 서

2007).

감은 조직 자체가 단단하여 연화가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

에 우선 조직의 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Hong 등 1996).

『산림경제』에서는 감의 종류에 대해 ‘막 붉으려는 감’이라

고 되어 있으나 『임원십육지』의 경우에는 ‘홍시가 되려는

감’과 ‘8월경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감’이라고 하여 어느

정도 익은 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복숭아는 우리나라 5대 과일 중의 하나로서 식초로 만들

때, 초산발효에 의한 경우 발효 속도가 느리고 수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식초 내에 향미나 색상 등 과실의 특

성이 다른 것들에 비해 보다 많이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대상문헌 중 『임원십육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귀한 식초였다(Cho 등 2000).

으름은 창달(暢達), 인후(咽喉), 진해(鎭咳), 해열(解熱),

소염(消炎), 배농(排膿), 구충(驅蟲), 부종(浮腫) 등에 약재

로 사용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으

름덩굴의 항균효과를 가지는 물질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추정되며(황 등 2002) 식초로 제조 시 소금을 넣은 것은 으

름의 즙을 내기 위해 삼투압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20여일 가까이 걸리는 다른 초와는 달리 목통초의

경우는 단 3일 후면 먹을 수 있었다.

<Table 5> Processing Methods used in manufacture of vinegar made from grains

출처 밥 떡 술 볶음/구움 

산가요록
진초(眞醋), 창포초(菖蒲酢)2·3, 고리초(古里酢)1·2, 병정초(丙丁酢)1·2,

사절초(四節酢), 사시급초(四時急酢)1·2
진맥초(眞麥酢) 대맥초(大麥酢) 대맥초(大麥酢)

수운잡방
조고리초법(造高里醋法)-오천가법(烏川家法)1 . 2, 사절초(四節醋),

또 다른 병정초[丙丁醋]
창포초(菖蒲醋)

또 다른 병정초

[又丙丁醋]
사절초(四節醋)

고사촬요 양초법(釀醋法)

주방문 보리초[醋], 밀초[小麥醋], 차조초[粘粟醋], 

음식디미방 초 담는 법

산림경제 미초(米醋)1·2, 삼황초(三黃醋), 대맥초(大麥醋), 추모초(秋醋) 미초(米醋)1

규합총서 사절(四季)의 초 본방(本方), 기이(奇異)한 초

임원십육지

미초(米醋)1·2, 속초(俗醋), 칠초(七醋), 황삼초(黃三醋), 미맥초(米麥醋), 

선초(仙醋)1·2, 부초(醋), 창포초(菖蒲醋)2, 사절병오초(四節丙午醋), 대맥

초(大麥醋)1·2, 동국추모초(東國秋醋), 대초(大醋)-작대초법(作大醋法), 출

미신초(米神醋)1·2·3, 대맥초방(大麥醋)1, 조초방(糟醋)1, 소맥초(小麥醋)-

소맥고주법(小麥苦酒法), 소맥초(小麥醋)-속법(俗法)1·2, 연화초(蓮花醋)

미맥초(米麥醋),

대맥초(大麥醋)2

부인필지 초장법 1·2

총 계 52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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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류 처리방법

식초제조에 사용된 과실류의 처리형태는 <Table 7>과 같

다. 과실은 그대로 생과로 이용되거나 침지, 구워서 혹은 오

매와 같이 가공된 형태로 이용되었다. 식초 제조에는 대추,

으름, 감, 복숭아, 매실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대추가 5

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임원십육지』 ‘조초2’의 경우

에는 ‘설익은 대추 1말을 정화수 1동이에 담근다.’고 하여

정화수에 생대추를 그대로 침지하여 담그는 가장 간단한 방

법이 쓰였으며『규합총서』의 ‘기이한 초’의 경우에는 대추

를 구워서 첨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대추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실’로서 『임

원십육지』의 ‘매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매가 쓰였

는데, 오매는 청매의 껍질을 벗겨 훈증하여 만든 것으로 각

종 해독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열, 지혈, 구충, 갈증방

지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오매가 초에 바

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대부분 씨를 제거하고 초에

하룻동안 담갔다 건지는 과정을 거친 후 볕에 말려 가루로

사용되었다. ‘매초’의 경우는 누렇게 익은 생매실을 소금과

풀죽과 섞어 두는 방식을 반복하여 그 즙을 이용하는 것으

로 앞선 3가지 식초와는 사뭇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고 ‘6

월 매실장아찌(梅干)를 만들 때’가 식초의 완성일이라고 하

였다.

감을 사용한 식초는 모두 3가지로 만드는 방식에는 큰 차

이가 없으나, 사용한 감의 익은 정도가 각각 달랐다. 『산

림경제』 ‘감초’의 경우는 막 붉어지려는 감을 사용하고,『임

원십육지』 ‘시초1’의 경우에는 홍시가 되려는 감을, ‘시초2’

의 경우는 8월경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감을 사용하여

미숙, 성숙, 과숙된 감이 식초제조에 각각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으름을 이용한『수운잡방』의 ‘목통초’는 소금

을 이용하여 즙을 낸 후 물을 첨가하여 희석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으며 복숭아 식초인『임원십육지』‘도초’의 경우에는

잘 익은 복숭아를 1주일 숙성시킨 뒤 꺼내서 껍질과 씨를 제

거한 뒤 다시 밀봉하여 2주 후 동안의 숙성기간을 거쳤다.

3) 초본류

(1) 초본류를 사용한 식초의 종류

식초 제조에 초본류를 사용한 식초는 <Table 8>과 같다.

사용된 초본류에는 쑥이 12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

포와 창포뿌리가 8회, 닥나무잎 6회, 도라지와 기타가 각각

3회, 도꼬마리 1가지의 순이었다.

쑥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풀이며, 극한적인 기후 지역

을 제외하고 거의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 강원도나 지리산 부근에서 생산된 인진쑥과 백령도, 강

화도, 당진, 함평 등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쑥이 효

과가 크다고 알려져 많이 보급되고 있다고 한다(Lee 등

2000). 쑥은 Ca와 K의 함량이 비교적 높은 알칼리성 식품

이며, 비타민A와 C의 함량도 높기 때문에 봄철 영양보급에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른 봄의

어린잎을 식용으로 하거나, 성숙한 잎을 상처에 처리하여 지

혈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그늘에서 말렸다가 열병을 치료하

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복통이나 구토 그리고 월경

<Table 6> Vinegar made from types of fruit 

출처 대추 매실(오매) 감 복숭아 으름

산가요록 전자손초(傳子孫酢)

수운잡방 목통초(木通醋)

음식디미방 매자초(梅子醋)

산림경제 대추초[棗醋] 천리초(千里醋) 감초[枾醋], 

임원십육지 조초방(棗醋方) 1·2 매초방(梅酢方), 천리초방(千里醋方) 시초방(枾醋方)1·2 도초방(桃酢方)

시의전서 초 안치난 법

총 계 5 4 3 1 1

<Table 7> Processing Methods used in manufacture of vinegar made from fruits

출처 
 생과 침지 가공 구움 

대추 으름 감 복숭아 대추 매실 대추 

산가요록 전자손초(傳子孫酢)

수운잡방 목통초(木通醋)

음식디미방 매자초(梅實醋)

산림경제 대추초[棗醋] 감초[枾醋] 천리초(千里醋)

규합총서 기이(奇異)한 초 

임원십육지 조초(棗醋)1·3 시초(枾醋))1·2 도초(桃酢) 조초(棗醋)2
매초(梅酢方),

천리초(千里醋方)

부인필지 초장법2

총 계 5 1 3 1 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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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 등의 부인병 치료에 많이 사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항

말라리아 효과를 나타내는 artemisinin 성분이 주목을 받

고 있다(Shin 등 2005). 이밖에도 쑥의 성분 중에는 환경

에 의한 돌연변이원성 물질과 발암성 물질을 억제시키고 지

질대사과정에서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항산화작

용 및 항균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등

2002; Choi 등 2006). 이것으로 보아 <Table 6>에서의 식

초제조에 있어 쑥의 사용은 잡균의 번식을 막고 식초가 망

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창포는 천남성과에 속하는 다년생 수초로 수창포의 근경

을 채집해서 건조한 것을 ‘창포근’이라 한다. 창포는 진정작

용, 건위작용, 진통작용, 항진균작용 등의 효능이 있어 한

방의학에서 중시되고 있으며, 민간요법에서도 많이 활용하

고 있다(Kim 등 2002).『동의보감』에는 창포뿌리 즙액을

찹쌀과 섞어 술을 빚어 상복하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Kim 등 2002). 그런 이유에서인지 창포식초에 관한 기록

은『산가요록』,『수운잡방』,『임원십육지』에 고루 실려

있었으며 그 방법 또한 다양하였다. 또한『산가요록』의 ‘창

포초2’와『임원십육지』의 ‘창포초방2’의 재료가 같은 것으

로 보아 두 가지가 동일한 식초인 것으로 추측된다.

닥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관목으로 눈을 밝

게 하며 이뇨 작용과 부종, 기운을 북돋아주는데 효과가 있

다고 하여 한방재료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닥나

무의 열매인 저실자(楮實子)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효소의

특성과 휘발성 향기 성분과 지방산 조성에 관한 연구가 보

고되었다(Min 등 1999). 닥나무 및 동속식물인 꾸지뽕 나

무의 줄기와 뿌리의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활성을 가진 페

놀성 성분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생성된 자유라디칼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여 유독한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한다

고 한다(Lee 등 1997). 실제로 닥나무 뿌리껍질 methanol

추출물로부터 얻은 분획물중 ethylacetate와 aqueous층은

세포독성 효과와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및 성장 저지 효과

가 크게 나타났으며, 면역계 활성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Min 등 1999). 따라서 식초제조에 있어 닥

나무 잎은 쑥 등과 같이 항균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함께 했

던 것으로 여겨진다.

도라지는 독특한 쓴맛과 향긋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식품

으로서 뿐만 아니라 약효과도 뛰어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나물로서

우리의 식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도라지는 『동의보

감』에 호흡기 계통 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여러 가지 약리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항염증

작용, 중추억제작용, 혈압강하작용 등이 있음이 밝혀졌다

(Chung 등 1997). 도라지로 식초를 담는 경우는 『임원십

육지』이후로 등장하고 있는데 『임원십육지』에서는 말린

도라지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시의전서』에서는 생도라지

를 사용하고, 『부인필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

로 보아 도라지의 쓰임이 같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도꼬마리는 국화과 식물로서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길가나 황폐지 등에서도 자생력이 강한 한해살

이풀로서 꽃이 지고 난 뒤 길이 1 cm가량 되는 많은 가시

를 가진 열매가 달리며 속에 있는 2개의 씨가 한약재로 쓰

이고 있다(Kim & Shin 1997). 도꼬마리는 민간요법에서

‘창이자’라고 부르기도 하며, 감기, 두통, 류머티스, 관절염,

해열 및 발한 등 여러 종류의 질병에 민간요법으로 사용되

고 있어 다양한 약리 작용으로 보아 항균성 및 항암성 물질

의 존재가 예상되며(Kim 등 2003) 실제로 도꼬마리로부터

새로운 항균 및 항암효과를 가지는 ether 추출물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ether 추출물이 일정 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나타내었고 높은 면역증강효과까지 있는 것이 밝혀졌다

<Table 8> Vinegar made from types of herbage

출처 쑥 창포/창포뿌리 닥나무잎 도라지 도꼬마리 기타 

산가요록

진초(眞酢), 창포초

(菖蒲酢)3, 고리초

(古里酢)1 

창포초(菖蒲酢)1·2·3 고리초(古里酢)2

수운잡방 창포초(菖蒲醋)

고사촬요 양초법(釀醋法)

음식디미방 초 담는 법 초 담는 법, 초법

치생요람 식초 빚는 법[釀醋] 식초 빚는 법[釀醋]

산림경제 추모초(秋醋) 창포초(菖蒲醋) 대맥초(大麥醋)

온주법 식초 만드는 법

임원십육지

황삼초방(黃三醋方), 

동국추모조방(東國秋

醋方), 소맥초방(小

麥醋方)-속법(俗法)2,

선초방(仙醋方) 1·2

창포초방

(菖蒲醋方)1·2

황삼초방(黃三醋方), 

대맥초방(大麥醋方)2, 

소맥초방(小麥醋方)-

조맥황초법

(造麥黃醋法)

길경초방

(桔梗醋方)

황삼초방

(黃三醋方)

부초방(醋方),

연화초방(蓮花醋方), 

미초방(米醋方)2

시의전서 초 안치난 법 

부인필지 초장법2

총 계 12 8 6 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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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등 2005). 그러므로 도꼬마리도 역시 발효 시 이상

균들의 번식을 막는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초류 중에서『산가요록』의 ‘고리초2’의 경우 ‘여뀌

잎 같은 생풀’로 따뜻할 때 찐 밀밥을 겹겹이 쌌다고 조사

되었다. 여뀌잎에는 물고기가 기절할 정도로의 독성분이 있

으며 매운맛이 있어 조미료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쑥과 같이 발효 중 잡균번식을 막는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의로 명명된 『온주법』의 ‘식초 만드는 법’에

서는 황경피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경피는 황백(黃栢)이라고

도 하며 황벽나무의 껍질 말린 것의 약재명이라고 한다. 살

균작용과 식욕증진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식초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모두 필요한 기능이라 하겠다. 『임원십육지』

의 ‘부초방’의 경우엔 초포(草布)가 항아리에 붙여 봉하는 용

도로 쓰였는데 앞선 다른 경우처럼 항균작용을 위한 것으로

봐야할 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거 같다. 연꽃으로 초를

담는 경우는 『임원십육지』에만 있는 것으로서 드문 경우

로 보인다. 연꽃은 수련과의 여러해살이 수생 식물로서 연

꽃의 잎을 하엽(荷葉), 연꽃의 꽃봉우리를 연화(蓮花), 연꽃

의 수술을 연수(蓮鬚)라고 하는데, 연꽃은 지혈(止血)작용이

있어 소변 출혈, 부인 하혈 등을 치료한다고 한다(Chang

등 2007). ‘연화초방(蓮花醋方)’에는 연꽃 외에 밀가루와 현

미 등의 곡류가 첨가되고 있는데 밀가루가 당시에 귀한 식

재료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고급 식초 중 하나였을 것으

로 추측된다. ‘미초방(米醋方)2’의 경우에는 ‘달인 화초’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4) 기타의 재료를 사용한 식초의 종류

콩과 꿀, 엿 등의 재료를 사용한 식초는 모두『임원십육

지』에서만 조사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초라고 보

기는 어렵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Kim &

Lee 2006).

『임원십육지』의 ‘대소두천세고주방(大小豆千歲苦酒方)’은

콩을 이용한 것으로 콩을 삶은 후 단단하게 말려서 담갔던

것으로 보인다. 당류로는 꿀과 엿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꿀 성분의 대부분은 당분(糖分)으로서 보통 식용하거나 약

으로 쓴다. ‘밀초방(蜜醋方)’의 경우에는 특별한 발효원이 없

이 뜨거운 물에 꿀을 타 바로 병에 밀봉하여 두는 식초로서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꿀이라는 재

료의 특성상 대중적인 식초라기보다는 고급 식초의 일종이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엿을 이용한 ‘당당초방

( 醋方醋方)’의 경우에도 뜨거운 물에 엿을 녹여 만드는

데, 이 경우에는 누룩가루를 발효원으로 이용한 것이 앞의

꿀식초와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5) 발효원의 종류에 따른 식초

식초를 만드는 발효원으로는 누룩, 고리, 곰팡이, 술 또는

술지게미, 식초 등이 이용되었다. 발효원의 종류에 따른 식

초는 <Table 9>과 같다. 누룩은 麴, , 曲으로 한자가 혼

용되어 있었는데, 은 미생물을 자연 접종한 경우에 사용

되고, 麴은 살균한 배지에 원하는 미생물을 인공적으로 접

종한 경우에 사용한다. 그 이유는 1770년대 중엽까지는 麴

이 많이 쓰이다가 1770년 중엽부터는 『산림경제』를 그대

로 인용한 경우라도 麴을 이라 쓰고 있기 때문이다(Lee

등 1991).

한국의 전통적인 술의 주효소제인 누룩[ 子]은 보통 생

소맥을 분쇄하여 물과 혼합 후 일정한 크기로 성형하여 자

연계 미생물의 접종에 의한 자연 발효법으로 제조되고 있

다. 누룩은 전분질 원료에 따라 구분지어지며 원료의 분쇄

정도에 따라 분곡(紛 ), 조곡(粗 ), 백곡(白 )으로 나뉘

어진다. 또, 제조시기에 따라 1~3월 사이에 제조한 춘곡(春

), 4~6월 사이의 하곡(夏 ), 8~10월 사이의 절곡(節

)과 11월에서 12월 사이의 동곡(冬 )이 있다고 한다(Lee

등 1994). 이 외에도 누룩을 제조방식의 차이로 크게 떡누

룩[餠麴]과 흩임누룩[散麴]으로 나눌 수 있다. 떡누룩은 곡

물의 가루나 알갱이에 물을 넣고 반죽한 것을 헝겊, 짚, 풀

잎 등으로 싸서 누룩틀에 넣어서 밟는 식으로 그 모양과 크

기는 지방이나 집안마다 다르지만 대게 원형이 많다고 한

다. 또, 크기와 품질도 다른데 떡누룩에 번식하는 곰팡이는

내부까지 침투해서 발효되는 형식이고, 거미줄 곰팡이, 털

곰팡이 종류가 많다고 한다(Bae 등 2008). 흩임누룩은 찐

곡물을 흩뜨리는 형식으로 주로 표면에서 번식하는 누룩곰

팡이가 많은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떡누룩을 많

이 쓰는데 비해 일본은 흩임누룩을 많이 사용한다.

정조 11년(1787년)에 간행한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

에 의하면 누룩제조는 곰팡이를 자연적으로 번식시키기 위

하여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이용하고 있어서 초복 후가 가장

좋으며 중복 후 말복 전은 그 다음의 절기라 했다. 그리고

누룩 제조 시 연잎이나 창이잎 등으로 싸서 두는 것은 이들

에 부착된 야생효모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라 판단된다(Yu

등 1998).

<Table 9>에서는 식초를 담글 때 부재료로 많은 누룩이

사용되었는데 사용된 누룩의 형태는 덩어리와 가루로 나누

었으나, 특별한 방법상의 차이보다 표면적을 넓혀 좀 더 효

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가요록』의

‘사절초(四節酢)’,『규합총서』의 ‘기이한초’,『임원십육지』

의 ‘속초방’, ‘시초방’ 등에서는 검게 그을리거나 구운 경우

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이상발효를 막기

위한 처리로 여겨진다.

고리는 누룩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제조 방법은『산가요록』의 ‘고리초(古里酢)1·2, 고리조법

(古里造法)’과 『수운잡방』의 ‘작고리법(作高里法)-오천가

법(烏川家法)1·2’, 『음식디미방』의 ‘초 담는 법, 초법’에

서 조사되었다.『산가요록』의 ‘고리조법(古里造法)’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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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는 밀 3말(小麥三斗)을 삼잎(麻葉)에 띄워 7일 안에 만

든다고 하고,『수운잡방』의 ‘작고리법(作高里法)’에는 삼잎

외에 붉나무잎[千金木葉], 닥나무잎[楮葉], 가마니[草石]가

쓰이는 것과 10일 만에 완성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밀(眞

麥)을 주재료로 하는 것이 『산가요록』과 같다. 고리에 대

한 용어도 『산가요록』에서는 고리(古里), 『수운잡방』에

서는 고리(高里)로 쓰고 있어 아마도 한자를 음차 표기하는

과정 중의 오류로 여겨진다.『음식디미방』에서는 ‘고리’라

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초 담는 법’과 ‘초법’에

서 밀을 쪄서 말려 사용하는 방식이 고리 제조법과 동일하

여 그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고리에 대한 기록은『음

식디미방』이후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 아마도 고리를 이

용하여 식초를 만드는 방법은 17세기 이후로는 사라진 것으

로 판단된다.

실제로 식초 제조 시 고리가 시용된 경우 중『산가요록』

의 ‘진초’의 경우엔 고리 2되 외에 누룩 2되를 함께 사용하

고 있으며, 『임원십육지』‘선초방1’의 경우에도 고리 5되

외에 누룩가루 1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전반적으로 고리가 쓰인 양을 살펴보면 2되에서 8되 정

도 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리가 누룩과 같은 발효

원으로 사용은 되었으나, 누룩에 비해 그 효과가 그리 크지

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곰팡이로 기록된 발효원으로 만들어진 식초의 종류는 16

가지 정도로써『수운잡방』의 ‘창포초’와『산림경제』의 ‘감

초’의 경우에는 ‘곰팡이[毛]’라고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외

에 『산림경제』의 ‘삼황초’의 경우에는 누런 쌀 곰팡이를,

『산림경제』의 ‘소맥초’의 경우에는 누런 밀 곰팡이를,『산

림경제』의 ‘대맥초’의 경우에는 누런 보리 곰팡이를 이용하

고 있다. 이 3가지 식초는 모두 ‘누런 곰팡이[黃衣]’를 이용

하지만 그 재료는 쌀, 밀, 보리로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Table 9> Vinegar based on factors of fermentability

출처
누룩 

고리 곰팡이 
주류

식초
덩이누룩 누룩가루 술 술지게미

산가요록

진초(眞酢), 진맥초(眞麥酢), 창포초

(菖蒲酢)2, 사시급초(四時急酢)1·2, 

고리초(古里酢)2

고리초(古里

酢)1, 병정초

(丙丁酢)2, 사

절초(四節酢)

진초(眞酢),

고리초

(古里酢)1·2

대맥초(大麥

酢), 창포초

(菖蒲酢)1, 병

정초(丙丁酢)1

수운잡방

조고리초법(造高里醋法)-오천가법

(烏川家法)1·2, 사절초(四節醋),

창포초(菖蒲醋)

조고리초법

(造高里醋法)-

오천가법

(烏川家法)1·2

창포초

(菖蒲醋)

또 다른 병정

초[又丙丁醋], 

창포초(菖蒲

醋)

고사촬요
양초법

(釀醋法)

주방문 보리초[醋]
차조초

[粘粟醋]

밀초[小麥醋], 

보리초[醋]

음식디미방 초담는법
매자초

(梅子醋)

치생요람 식초빚는법[釀醋]

산림경제 
미초(米醋)1, 추모초(秋醋), 감초[醋], 

대추초[棗醋], 창포초(菖蒲醋)

감초[枾醋], 대

추초[棗醋], 창

포초(菖蒲醋), 

삼황초(三黃

醋), 소맥초(小

麥醋), 대맥초

(大麥醋), 기이

(奇異)한 초

감초[醋],

대추초[棗醋], 

창포초(菖蒲醋)

천리초

(千里醋)

규합총서 기이(奇異)한 초 
사절(四季)의 

초 본방(本方)
중국초[唐醋] 중국초[唐醋]

임원십육지

대초방(大醋方), 출미신초방(米神醋

方)1·3, 나미초방(米醋方), 속초방(俗

醋方), 미맥초방(米麥醋方), 대맥초

방(大麥醋方)1·2, 동국추모초방(東國

秋醋方), 소맥초방(小麥醋方)-속법(俗

法)1·2, 사절병오초방(四節丙午醋方), 

선초방(仙醋方)2, 시초방(枾醋方)1, 

창포초방(菖蒲醋方)2 

속초방

(俗醋方),

당당초방

( 醋方)

선초방

(仙醋方)1

무국초방(無麴

醋方), 황삼초방

(黃三醋方), 조

맥황초방(造麥

黃醋方), 부초방

(醋方) , 대맥초

방(大麥醋方) 2, 

출미신초방(米

神醋方)3

대소두천세고

주(大小豆千歲

苦酒), 시초방

(枾醋方)1·2, 조

초방(棗醋方)3, 

길경초방(桔梗

醋方), 만년초

방(萬年醋方)

조초방

(糟醋方)1·2,

조강초방

(造糠醋方)

만년초방

(萬年醋方),

천리초방

(千里醋方)

시의전서 초안치난법 초 안치난 법 초 안치난 법 

부인필지 초장법2 초장법1 초장법2 초장법2

총 계 36 9 6 15 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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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규합총서』의 ‘기이한 초’와『부인필지』의 ‘초장

법2’를 보면 백설기 덮어 찐 종이나 백설기 쪘던 종이를 이

용하는데 이것을 실온에 방치해 둠으로써 그 곳에서 생긴 오

색곰팡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곰팡이는

다른 발효원과는 달리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

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폭 넓게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Table 9>을 보면 주류의 범위 안에 술과 술지게미를 포

함시켜 놓았는데, 그 중에서 술은 식초가 되기 직전 단계로

서 실제로 오래전부터 술을 이용해 식초를 만들어 왔다는 것

은 이미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특별히 식초를 담글 때

사용된 술의 종류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보리로 담근 술이

나 청주 종류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술을 항아리에 담

고 찹쌀이나 밀 등의 곡류를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식초를 얻

었던 것 같다. 다만 다른 것들과 달리『수운잡방』의 ‘창포

초’, 『임원십육지』의 ‘소맥초방’의 경우에는 곰팡이 등의

번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술이 사용되었으며 『임원십육

지』의 ‘시초방1’, ‘창포초방1’의 경우에는 만든 식초가 다

떨어졌을 경우에 덧부어 쓰는 용으로 술이 사용되고 있다.

술지게미는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이르는 말로써 주

박(酒粕), 주자(酒滓), 주정박(酒精粕)이라고도 한다. 술지게

미의 경우도 고리와 마찬가지로 식초의 발효원 중의 하나이

며, 이는 이미 누룩이 들어가 알코올 발효를 거친 것으로서

고리와 같이 누룩을 따로 첨가해 줄 필요가 없다. 필요한 만

큼의 물을 부어 열이 오르지 않게 주의만 하면 된다고 적고

있어 아마도 손쉽게 식초를 얻는 방법 중의 하나였을 것으

로 추측된다. 술지게미를 이용한『임원십육지』 ‘조초방1’은

‘봄 술지게미 삭힌 맑은 물 같은 즙(淸水汁)’을 이용해 식초

를 빚은 것으로서 술지게미가 고리나 누룩 같이 발효원의 역

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것에 뜨거운 상태의 좁쌀

밥을 첨가함으로 인해 초의 완성기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생

각된다. ‘조초방2’에서는 ‘납월에 받은 술지게미[臘槽] 1석’

을 이용하여 식초를 담고 있으며 ‘조강초방’은 ‘술지게미를

20근 이상’ 이용하고 있어 술지게미의 사용에 있어 특별한

규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식초를 사용한『음식디미방』의 ‘매자초’와『임원십육지』

의 ‘천리초방’의 경우는 매실을 훈증 건조한 오매를 주원료

로 해서 만든 식초로서 매실자체에서 수분이 나오기 어려우

므로 직접 식초를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원십육지』의

‘만년초방’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맛이 변한 술과 쌀과 초를

1:1:1의 비율로 섞어 항아리에 넣어 만드는 것으로 맛이 변

한 술을 사용하였을 경우 가장 식초가 진하다고 하였다.『시

의전서』에는 다른 부재료와 함께 ‘3~4집의 식초찌꺼기’를

넣어 익혀 사용하는데 여러 집의 초찌꺼기를 섞는 것으로 보

아 특정한 식초 맛의 유지보다 왕성하고 건강한 발효원을 이

용하여 식초의 맛을 살리는 것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물

사실상 우리는 생활함에 있어 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는다. 조리 시에 경수와 연수를 구분하는 정도이지만,

<Table 10>을 볼 때 우리의 조상들은 물의 다양한 종류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

별히 물에 대한 기록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지만 안귀숙

(2000)의 ‘중국정병연구’ 논문에서는 불교경전에서 시대마

다 물의 종류를 구분 짓고 있다고 하였다. 5세기 초 에 한

역된 『마가승지율(摩訶僧祗律)』 제3권에서는 주로 물을 취

한 장소에 따라 구별하고 있으며, 6C전반에 한역(漢譯)된

『다라니잡집(陀羅尼雜集)』에 실려있는 『불설신수주경(不

說神水呪經)』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의 종류는 실수(實水)

인 하수(河水)와 정수(井水), 법수(法水)인 불수(佛水)와 진

수(眞水)의 모두 4종류가 있는데, 하수(河水)와 정수(井水)

가 불발(佛鉢)에 담겨지면 불수(佛水)가 되고, 먹어서 배 속

에 들어간 물은 진수(眞水)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강물과

우물물도 불발(佛鉢)에 담겨지면 법수(法水, 法藥)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며, 더불어 ‘정수(淨水) 한 그릇’ 떠놓고

소원을 빌거나 다짐을 하는 것도 이러한 물의 법수적(法水

的) 개념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물의 종류를 보면 맑은 물이나 일반 물, 냉수, 미지근한

물, 끓인 물이나 끓여 식힌 물, 정화수가 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구분지은 것이 아님을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맑

은 물이나 일반 물의 경우에는 우물물인지, 지하수인지, 약

수인지 그 종류를 알 수 없고, 다만『고사촬요』의 ‘양초법’

이나 『치생요람』의 ‘식초 빚는 법’의 몇 경우만 '동쪽으로

흐르는 물(東流水)’을 사용하고 있었다. 온도를 기준으로 보

았을 때 정확하게 ‘냉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산가요

록』의 ‘고리초2’와 『임원십육지』의 ‘미초방2’의 2가지로

서 그 양은 1동이와 30근으로 정확한 차이는 알기 어렵다.

『산가요록』의 ‘사시급초2’의 경우는 식초명 그대로 빨리 만

들어 먹는 초로서 유일하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물을 끓인 경우에는『산가요록』의 ‘진맥초’, ‘창포초

2’,『임원십육지』의 ‘창포초방2’에서는 ‘끓여서 식힌 물’이

라고 물을 끓인 후 식혀 사용하고 있음을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의 경우는 끓인 물이나 끓여 두었던 물이

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그 경계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었다.

다만 『임원십육지』의 ‘밀초방’, ‘당당초방’의 경우에는 꿀

과 엿을 녹이기 위해서 식히지 않은 펄펄 끓는 물을 이용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경우 중 하나로 ‘밀 삶은 물’을

이용한 ‘소맥초방’ 중 ‘속법2’는 밀 1말이 주재료로서 그 삶

은 물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삶은 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Table 10>에서 끓는 물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정화수

는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물의 종류 중의 하나며 『임원

십육지』의 식감촬요(食鑑撮要)의 수류(水類)에서는 새벽에

처음 길어 온 우물물이 정화수(井華水)이고, 이것은 다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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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르다고 하였다(이 등 2007). 연구 범위 안에서 정화

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초의 종류는 총 15가지였으나 그 양

은 모두 제각각이어서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4. 식초 제조하는 날

(1) 식초를 제조하는 시기

식초를 제조하는 시기로는 음력 5월 5일, 7월 7일, 병일

(丙日), 정일(丁日), 오일(午日) 등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5월 5일은 단오(端午)날로 단오의 단(端)은 첫 번째

를 의미하고, 오(午)는 오(五), 곧 다섯과 뜻이 통하므로 단

오는 그 용어 자체로 초닷새를 말한다. 원래 음양철학에서

는 홀수[奇數]를 양(陽)으로 치고 짝수[偶數]를 음(陰)으로

치는데, 홀수가 겹쳐 그 기운이 배가 되는 3월 3일이나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한

다. 그 중에서도 단오는 1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큰 명절로 여겨졌으며 태양의 기(氣)가 극(極)

에 달하는 날로서 단오날 쑥을 뜯어도 오시(午時)에 뜯은 쑥

이 가장 약효가 좋다고 믿었다. 즉, 정월대보름이 달의 축

제라고 하였을 때 단오는 태양의 축제로서 태양신[日神]을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날을 단오날로 여겼다고 한다. 따

라서, 속신으로 단오는 양기가 가장 강한 날로 이날 부적을

쓰면 잡귀를 물리치거나 나쁜 기운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한

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5월 5일은 식초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비단 식초에만 한정

되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홀수가 겹치는 양의 날

인 7월 7일은 우리의 풍속 중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기

도 하다. 또한, 음력 7월은 계절상 가을로 진입하는 달로서

조사 상 다른 날들보다 많은 식초를 담은 날이기도 하였다.

병일과 정일은 천간(天干)을 이루는 날로서 갑(甲), 을(乙),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와 함께 육십

갑자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정일은 음력으로 매월 3번

정도 있어서 그 달의 첫 번째 정일을 상정일(上丁日), 두 번

째 정일을 중정일(中丁日), 그 달의 세 번째 정일을 하정일

(下丁日)이라고 한다. 정일을 택하여 식초를 담는 것에는 정

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으나, 병일은 이 정일의 바로 앞

날로서 실질적인 행사일은 정일이고, 병일은 대부분 정일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날로 보여 진다.

오일(午日)은 ‘말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말은 왕성한 기운

을 상징하는 동물이기에 풍년을 비는 날로 오일(午日)이 선

택되곤 했다고 한다. 아마도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모든 것

<Table 10> Vinegar based on kinds of water

출처

물 

정화수
(맑은)물 냉수 미지근한물

끓인물/

끓여서 식힌물

산가요록 진초(眞酢), 창포초(菖蒲酢)3 고리초(古里酢)2사시급초(四時急酢)2
진맥초(眞麥酢),

창포초(菖蒲酢)2

고리초(古里酢)1, 병정초(丙丁酢)2, 

전자손초(傳子孫酢), 사절초

(四節酢), 사시급초(四時急酢)1 

수운잡방

조고리초법(造高里醋法)-

오천가법(烏川家法)1.2,

목통초(木通醋)

사절초(四節醋)

고사촬요 양초법(釀醋法)

주방문 차조초[粘粟醋]

음식디미방
초 담는 법, 초법,

매자초(梅實醋)

치생요람 식초 빚는 법[釀醋]

산림경제

미초(米醋)1·2, 삼황초(三黃醋), 

소맥초(小麥醋), 

대맥초(大麥醋)

추모초(秋醋),

천리초(千里醋) 
미초(米醋)2

규합총서 사절(四季)의 초 본방(本方)

임원십육지

대초방(大醋方)-작대초법(作大

醋法), 출미신초방(米神醋方)1·3, 

미초방(米醋方)1, 나미초방(米

醋方), 칠초방(七醋方), 미맥초

방(米麥醋方), 대맥초방(大麥醋

方)1·2, 소맥초방(小麥醋方)-조

맥황초법(造麥黃醋法), 부초방

(醋方), 조강초방(造糠醋方), 시

초방(枾醋)2, 대소두천세고주

(大小豆千歲苦酒), 연화초방(蓮

花醋方), 창포초방(菖蒲醋方)1, 

만년초방(萬年醋方)

미초(米醋方)2

속초방(俗醋方), 동국추

모초방(東國秋醋方), 소

맥초방(小麥醋方)-속법

(俗法)1·2, 무국초방(無麴

醋方), 창포초방(菖蒲醋

方)2, 밀초방(蜜醋方), 당

당초방(醋方), 천리초방

(千里醋方)

대초방(大醋方)-작대초법

(作大醋法), 칠초방(七醋方), 

사절병오초방(四節丙午醋方), 

선초방(仙醋方)1·2, 

조초(棗醋方)2

부인필지 초장법

총 계 32 2 1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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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성하고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조사 대상 중 이 날 담는 식초로는 『임원십육지』‘사

절병오초방(四節丙午醋方)’의 한가지였다. 병일(丙日)에 정

화수와 볶은 누룩을 섞어 두었다가 오일(午日)에 찹쌀을 쪄

항아리에 넣고 복숭아가지로 휘저어 완성하는 식초로 병일

날 섞고, 오일날 완성하는 기준으로 삼아 <Table 11>에서

병일과 오일에 모두 포함 시켰다.

기타의 경우로는 총 7가지가 조사되었는데『산가요록』의

‘전자손초(傳子孫酢)’의 경우에는 8월에 대추가 익을 무렵이

라고 하여 계절상 초가을정도에 담는 초로 판단된다. 『산

림경제』의 ‘삼황초(三黃醋)’의 경우에는 삼복 중 지은 밥을

식힌 후 곰팡이를 낸 후 추사일(秋社日)이 지나면 묵은 쌀

로 다시 밥을 해 앞의 곰팡이 낸 밥과 섞어 만든다.『임원

십육지』의 ‘미초방(米醋方)1’ 三三은 삼복( )에 묵은 쌀로 고

두밥 지어 만들고, ‘나미초방( 米醋方)’은 입추 후 다섯 번

戊戊째 무일( )에 찐 찹쌀과 6월 6일에 만들어 둔 밀누룩을

섞어 만든다. ‘황삼초(黃三醋)’은『산림경제』의 ‘삼황초(三

黃醋)’와 비슷한 초로서 삼복에 묵은 쌀로 고두밥을 쪄 곰팡

이를 생기게 한 후 입추 후 다섯 번 째 무일에 묵은 쌀로 다

시 밥을 지어 만든다. 입춘이나 입추가 지난 뒤에 다섯째 무

일(戊日)인 사일(社日)에 모이던 모임을 ‘사(社)’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식초를 제조할 때도 몇몇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단체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식초를 제조하는 길일(吉日)과 기일(忌日)

연구 대상 문헌 중에『산가요록』과『규합총서』에 식초

를 빚는 길일(吉日)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미일(辛未日), 을

미일(乙未日), 경자일(庚子日)’일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

다. 또,『규합총서』에서는 식초 빚는 길일이 술 빚는 길일

과 같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도『산림경제』와『규합총서』

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제(除)·만(滿)·개(開)·

성(成)일’은 역학에서 택일을 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날이다.

택일을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12신(神) 길흉론(吉凶論)을

보면 그 안에 ‘건일(建日), 제일(除日), 만일(萬日), 평일(平

日), 정일(定日), 집일(執日), 파일(破日), 위일(危日), 성일

(成日), 수일(收日), 개일(開日), 폐일(閉日)’이 존재하고 있

는데 그 각각의 뜻에 관한 연구는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에 반해 기일(忌日)로는 ‘무자일(戊子日), 갑진일(甲辰

日), 정미일(丁未日)’을 꼽고 있는 데『증보산림경제』(1776)

에도 같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관습이었음을 알

<Table 11> Times for manufacturing vinegar

출처 음5/5 음7/7 병일(丙日) 정일(丁日) 오일(午日) 기타

산가요록 창포초(菖蒲酢)1·3
진초(眞醋),

고리초(古里酢)1

병정초(丙丁酢)1·2,

사절초(四節酢)

병정초(丙丁酢)1·2,

사절초(四節酢)
 전자손초(傳子孫酢)

수운잡방

사절초(四節醋),

또 다른

병정초[又丙丁醋]

사절초(四節醋),

또 다른

병정초[又丙丁醋]

고사촬요 양초법(釀醋法) 양초법(釀醋法)

치생요람 식초빚는법[釀醋] 식초빚는법[釀醋]

산림경제 추모초(秋醋) 추모초(秋醋) 삼황초(三黃醋)

규합총서
사절(四季)의

초 본방(本方)

사절(四季)의

초 본방(本方)

임원십육지
동국추모초(東國秋醋),

창포초(菖蒲醋)1·2 

대초(大醋)-작대초법

(作大醋法), 출미신초

(米神醋)1·3, 동국추모

초(東國秋醋), 대맥초

(大麥醋)1,

선초(仙醋)1·2

사절병오초

(四節丙午醋)

사절병오초

(四節丙午醋)

미초(米醋方)1,

나미초(米醋方),

황삼초(黃三醋方)

총 계 8 12 7 6 1 5

<Table 12> Propitious and dislike day for manufacturing of vinegar

분류 출처 식초명 내용

길일(吉日)

산가요록 진초(眞醋)
정묘일(丁卯日), 경오일(庚午日), 계미일(癸未日), 갑오일(甲午日), 기미일(己未日),

신미일(辛未日), 을미일(乙未日), 경자일(庚子日)

산림경제 초 빚는 길일 中 고사촬요
신미일(辛未日), 을미일(乙未日), 경자일(庚子日), 및 제일(除日), 만일(滿日),

개일(開日), 성일(成日)

산림경제 초 빚는 길일 中 거가필용
봄에는 저( ), 기(箕), 여름에는 항(亢), 가을에는 규(奎), 겨울에는 위(危) 일이 마

땅하다.

규합총서 초 빚는 좋은 날[造醋吉日]
신미일(辛未日), 경자일(庚子日), 을미일(乙未日), 제일(除日), 만일(滿日), 성일(成日), 

개일(開日)이니 술 빚는 길일과 같다.

기일(忌日) 규합총서 초 빚기 꺼리는 날[造醋忌日] 무자일(戊子), 갑진일(甲辰), 정미일(丁未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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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Kwon, 2006). 이외에도 식초 빚을 때 금기사항으

로 『임원십육지』에는 ‘날물, 짠맛을 피하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지 말 것’과 ‘부인을 가까이 한 사람이나 부정한

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었다.

길일과 기일에 대한 구분은 나름의 과학적 이유도 있지

만, 세시풍속에 의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한 예로 장을 담

글 때, 용날과 뱀날에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끓기 때문에 이

날을 피하고, 새해 첫 말날에 장을 담가야 장이 말피처럼 빛

깔이 진하고 맛있다는 풍습이 있다. 또, 같은 말날 중에서

도 무오일(戊午日)은 다섯째 천간 무(戊)와 무성할 무(茂)의

음이 같으므로 말(午)이 잘 자라고 번식도 잘한다고 해서 길

일로 치고, 병오일(丙午日)은 밝을 병(丙)과 병들 병(病)이

음이 같아 병을 연상시키므로 금기시하고 불길하게 여기기

도 하였다 한다(Yoon 2004).

5. 식초를 저장하는 방법

식초를 저장하는 법은 ‘수장초법(收藏醋法)’이라고 기록되

어 있었는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곡식을 첨가한 경우는 5가지로,『주방문』의 ‘밀초’는 밀로

술을 빚은 후 복숭아가지로 젓다가 3일 만에 더운 차조밥 3

숟가락을 넣고 자주 저어 완성하는 초로 이것은 이후에도 그

릇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차조밥을 1숟가락

씩 열흘마다 3번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을 늘리

기 위한 것보다 저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

여 <Table 13>에 포함시켰다.『산림경제』의 ‘미초(米醋)1’

은 49일에 완성한 식초에 볶은 밀 2되를 넣고 냄비에 초를

데웠다가 병에 넣어 볶은 보리 한 줌을 넣으면 초 맛이 변

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식초는 병에 넣기 직전

까지를 식초의 완성단계로 보았으며, 볶은 보리를 넣은 것

을 저장을 위한 처리 단계로 보았다. 그리고 식초 저장 시

병을 이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주둥이가 좁고 목이 긴 도구

가 쓰였으며, 이는 될 수 있으면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

한 방법으로 보인다. 『산림경제』의 ‘초 저장법[收醋法]’은

제목 그대로 식초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 놓은 것으

로서 ‘초를 갈무리해 두려면 차례로 병에 담아 숯불과 볶은

밀을 넣고 대껍질로 입구를 봉한 뒤 진흙을 발라두라’고 기

록되어 있었다. 여기서 빨갛게 달군 숯을 사용하는 것은 불

필요한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볶은 밀을 넣

는 경우는 앞서 설명한 흡착효과를 이용해 불순물을 거르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임원십육지』의 ‘미맥초방

’의 경우에도 볶은 밀을 넣어 저장하고 있으며 ‘수장초법1’

의 경우에는 앞선 『산림경제』의 ‘초 저장법’과 똑같은 방

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금을 첨가하는 경우는『임원십육지』에서만 나와 있는

방법으로 생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볶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런데『임원십육지』의 ‘수장

초법1’과 같은 방식으로 초를 저장하는 『산림경제』의 ‘초

저장법’에서는 ‘어쩌다 볶은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싱거워진

다.’라고 표기되어 있어 상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혼동

이 온다.『산림경제』가 시대상 앞선 문헌인 것으로 보아서

는 『임원십육지』의 표기 오류로도 볼 수도 있으나 『임원

십육지』에서는 『거가필용』과 『물류상감지』에서 인용하

였음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십육지』의 ‘소맥초-소맥고주법’은 완성된 밀로 만

든 초를 천으로 밀봉해두었다가 1주일 후에 술을 넣고 보관

하는 것으로서 도수 있는 술로 잡균에 의한 오염을 방지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흙으로 밀봉 후 저장하는 방법은 오로지 그 한가지 방

법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넣거나 볶은 곡류를 넣

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보관하기 직전에 쓰였던 방법이다.

『임원십육지』의 ‘대맥초방1’에서는 완성된 초의 항아리를

진흙으로 바르면 수년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어 진흙

의 밀봉효과가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의『산

림경제』의 ‘초 저장법’과 『임원십육지』의 ‘수장초법1’의

경우는 앞서서 설명하였으므로 다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6. 식초의 맛을 고치는 방법

‘식초 맛 고치는 법’은 일명 ‘의초법(醫酢法)’으로서 그 중

에서 ‘수레바퀴자국이 있는 흙’의 경우가 총 5가지, 곡식을

첨가하는 경우가 5가지, 숯불을 이용하고 측간 가까이에 두

는 방법이 각각 2가지였으며 나머지 기타의 방법이 4가지로

조사되었다.

곡식을 첨가하여 맛을 고치는 방법으로『임원십육지』의

<Table 13> Methods for storage of vinegar

출처
곡식 첨가

소금 첨가 술 첨가 진흙 밀봉
차조 보리 밀 

주방문
밀초

[小麥醋]

산림경제
미초

(米醋)1

초 저장법

[收醋法]

초 저장법

[收醋法]

임원십육지
미맥초(米麥醋),

수장초법(收藏醋法)1

수장초법

(收藏醋法)1·2

소맥초(小麥醋)-

소맥고주법(小麥苦酒法)

대맥초(大麥醋方)1,

수장초법(收藏醋法)1

총 계 1 1 3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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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맥초방1’의 경우에는 ‘좁쌀 2~3되로 지은 밥으로 쓴 맛

의 초를 고친다.’고 하였으며 ‘창포초방2’의 경우에는 분량

의 재료를 넣어 초를 만들어도 초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에

조 1되로 죽을 쒀서 넣으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밀을 넣은

『산가요록』의 ‘의초법1’에서는 “볶은 참밀 한 웅큼을 초 항

아리에 넣으면 식초의 맛이 좋아진다.”고 하였고『주방문』

의 ‘맛이 변한 초를 다시 쓰는 법’에서도 역시 볶은 밀을 활

용하였다. 『임원십육지』의 ‘속초’의 경우 볶은 밀을 사용

하기는 하나 오래 두어서 술맛이 날 때 쓴다고 하여 맛이 변

한 경우를 앞의 초들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밀을 볶는 이

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볶은 재료 표면의 검은 부분

이 마치 활성탄과 같은 작용을 하여 흡착과정에 의해 유기

화합물 및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

이며 그를 통해 맛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김

& 이 1999).

맛을 고치는 방법 중 독특했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수

레바퀴자국이 있는 흙’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산가요록』

의 ‘의초법2’의 경우에는 “수레바퀴 밑에 끼인 흙먼지 한 움

큼을 항아리에 넣는다.”고 하였으며『산림경제』에는 “아기

가진 아낙네가 초를 떠 맛이 가면 수레바퀴 밑의 흙을 움켜

다가 독 속에 넣어 맛을 고친다.”라고 되어 있고, 『규합총

서』의 ‘초 빚기 꺼리는 날’에서는 “초 맛이 그르거든 수레

바퀴 흙 한 줌을 그릇에 넣으면 좋고”라고 되어 있다.『임

원십육지』의 ‘의초실미법1’에서는 “임신부가 초항아리를 만

져 초가 상했을 때는 수레바퀴 자국이 있는 마른 흙가루 1

국자 떠서 항아리에 넣으면 원상복귀”라고 기록되어 있었

다. 항아리 속에 수레바퀴 흙을 넣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흙가루에 있는 무기이온과 수레바퀴의 금속

성분이 어우러져 식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이 외에도『사시찬요초』의 ‘식초 담는 법’과『치생

요람』의 ‘식초 빚는 법’의 경우에서는 “훼손된 것은 수레바

퀴 자국이 난 길바닥 흙을 모아서 항아리가에 부치면 곧 맛

이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흙을 항아리 속에 직접 넣

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의 외부에 부치는 용으로 사용하여 앞

의 다른 것들과는 그 방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겠다. 또한

『치생요람』의 경우 수레바퀴에 낀 흙을 ‘중토(中土)’라고

하였는데, 국어사전에서 ‘중토’에 대해 살펴보면 그 한자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가운데 중(中)’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

사짓기에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아니한 땅’을 의미하고 '무거

울 중(重)’을 사용할 경우에는 ‘산화바륨, 농사에 부적당한

진흙인 중점토’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를 볼 때, 수레바퀴에

붙어서 식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重土가 적합할 것으

로 생각되나 음이 같으므로 中土라고 혼용하여 쓴 것으로 생

각된다.

다음으로 특이한 방법은 화장실 근처에 가져다 놓는 방법

이었는데『규합총서』의 ‘초 빚기 꺼리는 날’에서는 맛이 변

한 초를 “뒷간 근처에 두면 맛이 돌아온다.”고 하였고 『임

원십육지』의 ‘의초실미법2’에서는 “초가 맛을 잃었을 때는

항아리를 측간 가까이에 두면 곧 본래의 맛을 회복한다.”고

하였다. 이런 행동의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려웠으며, 그 효

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백탄이나 숯을 이용한 경우도 조사되었는데 『산

가요록』의 ‘의초법3’에서는 “완전히 빨갛게 탄 백탄을 항아

리에 넣으면 7일 후 맛이 돌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임원십육지』의 ‘의초실미법3’에서는 식초가 오래되어도 익

지 않을 경우 숯불을 넣었다 밀봉하면 익는다고 되어 있었

다. 아마도 백탄이나 숯이 식초항아리로 들어감으로 인해 살

균, 소독의 역할과 함께 앞의 볶은 밀과 같이 불순물을 거

르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Lee & Jo 2006).

이외에도『주방문』의 ‘차조초’의 경우에는 “시면 술부어

가며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어지는 정도가 적당히 익

었다는 표현인지 과발효인지가 혼동되긴 하였으나 후자의

경우로 보고 <Table 14>에 포함시켰다. 『치생요람』의 경

<Table 14> Methods for changing tastes of ill successless vinegar

출처
곡식첨가 수레바퀴자국 있는 

흙
측간 가까이 두기 숯불 기타 

좁쌀 밀 

산가요록 의초법(醫酢法)1 의초법(醫酢法)2 의초법(醫酢法)3

사시찬요초 식초 담는 법

주방문
맛이 변한 초를 다시 

쓰는 법[救醋法]
차조초[粘粟醋]

치생요람 식초 빚는 법[釀醋] 식초 빚는 법[釀醋]

산림경제
초항아리보관과

초 맛 고치는법 

규합총서
초 빚기 꺼리는 날

[造醋忌日] 

초 빚기 꺼리는 날

[造醋忌日]

임원십육지
대맥초방(大麥醋方)1, 

창포초방(菖蒲醋方)2
속초방(俗醋方)

의초실미법

(醫醋失味法)1

의초실미법

(醫醋失味法)2

의초실미법

(醫醋失味法)3

대맥초방(大麥醋方)1, 

소맥초방(小麥醋方)-

속법(俗法)2,

조강초방(造糠醋方)

총 계 2 3 6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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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앞의 수레바퀴에 낀 흙외에도 대추 혹은 오매나 붉

은 숯, 볶은 밀, 도라지 등을 넣어도 좋다고 하였다.『임원

십육지』의 ‘대맥초방1’의 경우에는 여러 번 밑바닥까지 잘

휘저을 것과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맛이 상하니 머리카락이

들어갔을 경우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였다. ‘소맥초-속법2’

에서는 식초가 쓴맛 나면 위에 떠 있는 흰 찌꺼기와 누룩 조

각을 걷어내고 큰 조각으로 잘라 검게 볶아 항아리에 꽂으

라고 하였으며 ‘조강초방’에서는 열이 높으면 상할 수가 있

으니 열이 높아지면 옆의 항아리로 옮기라고 되어 있었다.

7. 식초 양을 늘리는 법

<Table 15>는 ‘식초의 양을 늘리는 법’ 외에도 ‘식초를 오

래두고 쓰는 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세부

적으로 분류해보면 술과 물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

눠볼 수 있다. 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산가요록』의 ‘창포

초3’는 청주를 이용하였고, 『고사촬요』의 ‘양초법’에서는

‘쓸 때 한 잔을 떠내면 술 한 잔을 도로 부어 놓는다.’고 하

였는데 소주면 더욱 좋다고 하였다. 『산림경제』에서는 술

을 이용한 경우가 ‘추모초, 감초, 대추초, 창포초’가 있었는

데 초를 쓴 만큼 넣거나 초가 다 떨어지면 다시 술을 붓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규합총서』의 ‘중국초’는 ‘기이한 초’

를 만드는 법 중에 소개된 식초로서 “북경초를 솜에 묻혀 병

에 넣은 후 좋은 술을 부으면 기이한 초가 되는데 그 중국

초가 으뜸이다”라고 하였다. 그 과정으로 초를 술 부어 기

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양을 늘리는 법에 포함시켰지만 해

석하기에 따라 다른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임

원십육지』의 ‘속초방, 동국추모초방, 소맥초방-속법1·2,

무국초방, 시초방1, 창포초방1’ 등의 모든 경우에서 식초가

떨어지면 술을 첨가하여 식초를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물을 이용하는 것 중에 『산가요록』의 ‘전자손초’는 ‘맑

은 것을 다 먹어 떨어져도 다시 정화수를 붓고, 또 초가 떨

어져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오래 오래 전해가며 쓸 수 있

다.’고 하였다. 『산림경제』의 ‘미초1’와 『임원십육지』의

‘미맥초방’에서는 첫 번째 초를 다 따라내었으면 물 1말 반

을, 두 번 째 초를 다 따라내었으면 물 7되 반을 넣으라고

하여 그 횟수마다 양을 달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원

십육지』의 ‘부초방’에서는 두 번째 식초를 짤 때는 ‘1월에

끓여 두었던 물 10병’을 사용한다고 했으며 ‘조초2’의 경우

에는 식초를 다 사용하면 정화수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이

것으로 볼 때 물을 쓸 때는 생수를 사용하지 않고, 끓여 식

힌 물이나 정화수를 이용하여 세균이나 잡균으로 인한 오염

을 방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8. 식초 제조 시 금기사항 및 참고 사항

식초를 제조 시 금기사항으로는 날물과 짠기, 습기, 온도,

차광, 다른 사람의 손, 고정상태 등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었다. 먼저 식초 항아리 안에 날물이 들어가는 것을 피하

라고 기록되어 있는 식초는 총 8가지였다. 그 중에서 『치

생요람』의 ‘식초 빚는 법’은 날물(생수) 외에도 항아리 아

래 벽돌을 놓아 온기를 피하고, 잡수, 임산부를 조심하라고

되어 있다.『산림경제』의 ‘초 항아리 보관과 초 맛 고치는

법’은 임의로 붙인 제목으로서 이후 짠기와 습기, 그리고 여

러 사람의 손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 『치생요람』의 ‘식초

빚는 법’과 함께 <Table 16>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었다.

『임원십육지』의 ‘대초방, 대맥초방1, 소맥초방-속법2, 조

초의기1’ 경우는 날물뿐만 아니라, 물기가 있는 그릇이나 재

료 자체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였다.

짠기의 경우에는『사시찬요초』의 ‘식초 담는 법’은 짠기

외에도 앞서 언급한 날물, 습기, 잡손을 금지하였으며『임

원십육지』의 ‘대초방, 조초의기1’도 앞서 날물에서도 언급

되었지만 짠기 있는 그릇과 짠맛을 주의하라고 하였다.

『사시찬요초』의 ‘식초 담는 법’,『산림경제』의 ‘초항아

리 보관과 초맛 고치는 법’,『임원십육지』의 ‘대초방(大醋

方)’의 경우에는 주의할 점으로 습기를 언급하였다. 또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아리 밑에 벽돌을 괴어서 땅으로

부터의 습기를 막는 방법이 쓰이고 있었다.

『산가요록』의 ‘진초’의 경우에는 “밥도 너무 차거나 뜨

거우면 안 된다.”라고 하여 재료 사용에 있어 온도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고, 『치생요람』의 ‘식초 빚는 법’의 경우에

는 습기 외에도 온기를 막기 위해 항아리 바닥에 벽돌을 괴

는 방식을 썼다.『규합총서』의 ‘초 빚기 꺼리는 날’에서는

더운 술을 부으면 초를 망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술 자체

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더운 술’이라는데 중심을 맞춰

<Table 16>의 온도 부분에 포함시켰다. 『임원십육지』의

‘조강초방’의 경우는 주의점으로 온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

<Table 15> Methods for increasing quantity of vinegar

출처 술 물 

산가요록 창포초(菖蒲酢)3 전자손초(傳子孫酢)

고사촬요 양초법(釀醋法)

산림경제 추모초(秋醋), 감초[醋], 대추초[棗醋], 창포초(菖蒲醋) 미초(米醋)1

규합총서 중국초[唐醋]

임원십육지
속초방(俗醋方), 동국추모초방(東國秋醋方), 소맥초방(小麥醋方)-속법(俗法)1·2, 

무국초방(無麴醋方), 시초방(枾醋方)1, 창포초방(菖蒲醋方)1
미맥초방(米麥醋方), 부초방(醋方), 조초방(棗醋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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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는데, 식초를 담그고 나서 열이 높으면 맛이 상하

므로, 열이 나면 바로 다른 항아리에 쏟아 부어 열이 높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빛을 막아야 하는 것을 언급한 식초는『산가요록』의 ‘진

초’가 유일한데 다른 초의 경우도 차광이 중요하지만 식초

를 담그는데 있어 상식적인 것이므로 기타의 초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임원십육지』의 ‘부초방’에서는 땅기운이 못 올라오게 항

아리 주변에 풀을 태운 재를 뿌려두라고 하였다. 풀을 태운

재는 알칼리성을 띄고 있어 단순히 땅의 기운을 막는 것보

다는 벌레 등을 막는 역할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람 또는 잡손을 피해야하는 경우는 총 7가지로 조사되

었는데 『산가요록』의 ‘진초’는 임산부, 상중, 달거리하는

사람의 초항아리 접근을 금지시키고『사시찬요초』의 ‘식초

담는 법’과 『치생요람』의 ‘식초 빚는 법’, 『산림경제』의

‘초 항아리 보관과 초 맛 고치는 법’에서는 잡손과 임부를

금지시켰다. 『규합총서』의 ‘초 빚기 꺼리는 날’에서는 특

이하게 부정 탄 사람과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었

다. 『임원십육지』의 ‘조초의기1’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손을 주의하라고 하였고, ‘조초의기2’의 경우에는 부인을 가

까이 한 사람이나 부정한 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임산부에 관한 것인데, 왜 임산부가 부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기가 힘들다. 다만, 임

산부로 인한 추상적인 이미지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추측해볼 뿐이다.

『산가요록』의 ‘진초’에서는 식초를 만들 때 항아리에 물

을 부으면서 항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고,

『산림경제』의 ‘삼황초’에서는 식초가 익을 때 출렁거리지

않게 항아리를 고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임원십육지』의

‘당당초방’의 경우도 흔들지 말고 저절로 익어야 더욱 맛이

묘하고 좋은 초가 된다고 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술처럼 식

초의 경우도 항아리를 건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숙성의 과

정을 거쳐야 좋은 초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 경우로는『사시찬요초』의 ‘식초 담는 법’과『임

원십육지』의 ‘출미신초방2, 대맥초방1’의 3가지가 있는데,

『사시찬요초』의 경우 식초에 대한 금기 사항으로 보기보다

는 사람자체에 대한 금기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그 식초 담

그는 달에는 길가다 그늘진 곳이나 흐르는 샘물을 마실 경

우 학질에 걸리므로 마시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임원

십육지』의 ‘출미신초방2’의 경우는 차조를 치대어 씻어 뜬

물은 쏟아 버리는데 개나 쥐가 먹지 못하게 하고, 기장 고

두밥도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식초를 만드는 재

료에 관한 금기사항을 적고 있다. ‘대맥초1’의 경우는 <Table

14>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 머리카락에 대한 언급이 있는

데, <Table 16>에서는 식초항아리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초가 상하므로 조심하라고 하였고, <Table 14>에서는 그 머

리카락을 제거하면 다시 좋아진다고 하여 맛을 고치는 방법

에 포함시켰다.

9. 식초 제조 도구

식초제조에 사용된 조리도구는 <Table 17>과 같이 식초

를 보관하는 용기, 휘젓는 도구, 덮거나 묶는 도구 기타 소

도구로 나누었다. 먼저 보관하는 용기로 항아리류가 압도적

으로 많았다. 『규합총서』‘사절의 초 본방’과 『부인필지』

‘초장법1’에서는 조사문헌에서는 오지항아리로 표현되어 있

었으나 항아리의 분류에 포함시켰고, 일반 항아리는 ‘缸, 擁,

瓮, 甕’ 등의 4가지 형태의 한자로 표기되어 있었다. 일반

항아리 외에도 사기항아리가 쓰이기도 하였는데 사기항아리

를 사용한 유일한 경우는 『산가요록』의 ‘고리초2’가 있었

다. 이 밖의 보관용기로는 자배기를 이용한 『임원십육지』

<Table 16> Prohibitive and reterence matters of manufacturing vinegar

출처 날물 짠기 습기 온도 차광 
흙 또는 땅기

운

사람 또는 잡

손 
고정상태 기타 

산가요록 
사시급초

(四時急酢)2
진초(眞醋) 진초(眞醋) 진초(眞醋) 진초(眞醋)

사시찬요초 식초 담는 법 식초 담는 법 식초 담는 법 식초 담는 법 식초 담는 법

치생요람 식초 빚는 법 식초 빚는 법 식초 빚는 법

산림경제

초항아리

보관과 초 맛

고치는법 

초항아리 보

관과 초 맛고

치는법 

초항아리 보

관과 초맛고

치는법 

초항아리 보

관과 초맛고

치는법 

삼황초

(三黃醋)

규합총서
초빚기 꺼리

는날 

초빚기 꺼리

는날 

임원십육지

대초방(大醋

方), 대맥초방

(大麥醋方)1, 

소맥초방(小麥

醋方)-속법(俗

法)2, 조초의

기(造醋宜忌)1

대초방

(大醋方),

조초의기

(造醋宜忌)1

대초방

(大醋方)

조강초방

(造糠醋方)
부초방(醋方)

조초의기

(造醋宜忌)1·2

당당초방

(醋方)

출미신초방

(米神醋方)2, 

대맥초방

(大麥醋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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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초방1’과 병을 이용한『임원십육지』의 ‘밀초방’, 그리고

대통을 이용한『온주법』의 ‘초 만드는 법’이 있다.『온주

법』의 경우에는 임의로 제목을 붙인 것으로서 알맞은 대통

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었다. 항아리의 압도적인 이용에 대

해 조사하다가 발효음식에 있어 항아리의 정확한 효과에 대

해 몇몇 논문을 찾게 되었는데 그 중 유리병과 항아리에 대

한 비교 실험에서는 간장의 경우 항아리에서 숙성한 경우가

질적인 면에서 우수했다고 보고하였다(Park 등 1996). 또,

재래 메주담금 용기에서도 항아리가 유리병보다 간장 등의

질을 향상시키는 질소함량이 높았으며 숙성기간에 따라 그

양이 증가했다고 하였다(Son 등 1998). 이것으로 보아 유

리병에 비해서 항아리가 발효식품용기로는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플라스틱 용기 또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된

장 등 숙성식품의 염농도 저하를 가져와 오염이 우려되었으

며 발효율의 저하를 가져와 오지항아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Yoo 등 2001). 이처럼 발효식품에 있어 항

아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용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항아리의 내용물들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 과정 중에 휘

젓는 동작을 언급한 경우가 많은데 그 때 사용된 도구의 종

류로는 복숭아나무가지가 10가지, 종류를 알 수 없는 막대

기가 1가지, 버드나무의 가지가 1가지, 가시나무와 써레, 주

걱이 각각 1가지였다. 야생복숭아는 일명 산복숭아라고 하

기도 하는 복숭아의 재래품종인데, 한방에서는 복숭아와 야

생복숭아의 성숙한 과실의 종자를 건조한 ‘도인(桃仁)’을 복

부팽만감, 복부통, 혈액순환장애, 월경불순 등에 이용하며

완화제로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Cha & Lee 2004). 실

제로 복숭아가지를 선택한 것에 있어서 이러한 효과를 기대

하고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식초에 이러한 성분들이 다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복숭아나무가지 중에서도 동쪽으로 뻗어난 가지, 일명 동

도지(東桃枝)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술가(術家)에서 귀신(鬼

神) 쫓는 데 쓰였다고 한다. 동(東)쪽은 태양이 솟는 곳이자

민속적인 의미로 양기(陽氣)가 왕성한 곳이므로 동도지(東桃

枝)의 경우는 충만된 양기로 인해 귀신을 쫏고 벽사하는데

알맞다고 여겨졌다(이 2004). 버드나무가지의 경우 씹으면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하여 ‘지혜의 영혼’이라고도 불리며 한

방에서는 부스럼, 방광염, 습진, 치통 등의 치료제로 쓰였

다고 한다. 또한 상징적으로 먼 길을 떠나는 남자에게 여인

네들이 건넨다는 것으로 정절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한다(박

2004).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다른 것보다 그 효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임원십육지』의 ‘미초방2’에서만 그것이

쓰이고 있었다. 가시나무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찾아보기

는 어려웠지만 벽사(石辛邪)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

논바닥의 흙덩이를 부수거나 바닥을 판판하게 고르는 데에

쓰는 연장’인 써레의 경우는 주변에서 구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항아리를 보관하는데 있어 입구 쪽을 덮거나 묶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도구로서 종이부터 천류, 솜, 그릇 등이

등장하고 있다. 종이를 사용한 경우로는 총 11가지가 있는

데 종이로만 언급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기름종이라고 언급

한 경우도 있다. 종이 사용에 있어서도 두어겹을 사용한 경

우부터 7겹을 사용한 경우까지 있어 정확한 사용량에 대해

서도 파악이 어려웠다. 여기서 쓰이는 종이는 한지일 것으

로 추정되는데 한지는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취득할 수 있

는 닥나무, 산나무, 마 등을 원료로 하고 눈에 안 보이는 무

수한 구멍이 있어 방문에 발라두면 환기는 물론, 방안의 온

도와 습도까지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ang 등 2006). 이러한 한지의 가능을 볼 때 식초 제조에

있어서도 습도조절의 역할을 훌륭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천 종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푸른 천이 10가지로, 청포(靑

布), 푸른 빛 보자기[靑色褓], 푸른 헝겊 등으로 쓰이고 있

었다. 당시 푸른 색을 낼 수 있는 염료로는 쪽풀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향약구급방(鄕藥

救急方)』에 “쪽물(藍汁)은 우리말로 청대(靑黛)라고 하니 이

는 잎을 쓰는 쪽(藍)이다. 주로 여러 독을 풀어주며 맛이 쓰

고 차가우나 독이 없다.”고 하였다(Chung 등 1998). 쪽풀

색소는 곤충이나 뱀들의 독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

이 있어 오래전부터 의복 염색에 사용되어 왔으며 무좀균에

대한 실험결과 강력한 항균력을 보였고, 항돌연변이 실험 및

항암실험에서도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Han & Choi

2000). 따라서 식초항아리에 있어 항균작용과 벌레 등을 막

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색보다도 푸른 색 천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솜과 이불을 사용한 경우는 온도를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이며,『산가요록』 ‘진초’의 경우 ‘푸른천[靑布]

이나 솜[綿子]이나 두꺼운 종이[厚紙]’라고 하여 선택의 가능

성을 높게 하였는데 각각의 기능적인 면은 약간씩 달랐을 것

으로 여겨진다.『수운잡방』의 ‘조고리초법-오천가법1’에서

“이불포대[衾]를 만들어 초를 다 먹어 없어질 때까지 독을 두

껍게 싸 두고 쓴다.”라고 하여 이불포대의 정확한 쓰임을 알

아 볼 수 있었다.

그릇의 경우는 『수운잡방』의 ‘조고리초법-오천가법1’에

서 쓰인 것으로 양지 바른 곳에 반듯한 돌을 얹고 그 위에

독을 올린 뒤 그릇[器]으로 뚜껑을 해서 덮으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항아리와 같은 재질인지

는 알 수 없지만 그 용도로 보아 항아리의 입구보다는 그 크

기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삼줄이나 끈의 주목적은 항아리 입구에 덮은 천류 등을 묶

어 고정시키는 역할이 크고, 대상 식초 중에는 총 2가지가

조사되었다. 『산가요록』의 ‘진초’의 경우는 ‘삼으로 꼰 새

끼줄[生麻左索]’이 사용되었으며『음식디미방』의 ‘초 담는

법’에서는 ‘생삼실 21가닥’이 쓰이고 있었다. 21은 양수인 7

이 세 번 반복되는 수로 양(陽)의 성질이 강하게 되어 음(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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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르고 잡귀를 막는 상징성이 있으며 시간에 있어서는 금

기가 해제되는 수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생삼실 21가닥’

을 사용한 데에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나쁜 것들을 막고 식

초가 잘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아있는 것이다.

기타의 소도구로서는 표주박, 칼, 돌, 솥, 시루 등이 쓰였

는데, 위의 다른 경우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들을 따로 분류

해 두었다. 표주박은 ‘조롱박이나 작고 둥근 박을 둘로 쪼

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로서 완성된 식초를 뜨는 용도로 쓰

였다. 칼의 경우에는 식초의 재료를 다 섞은 후 주둥이를 면

포로 덮고 항아리 위에 칼을 가로질러 놓는 용도로 쓰였으

며 특별히 식초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부정한 것을 물리치

고자 하는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

운잡방』의 ‘조고리초법’에서는 양지 바른 곳에 편편하고 반

듯한 돌을 얹고 그 위에 독을 올림으로서 바닥으로부터의 찬

기운과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피했던 것으로 보이며, 소

라[盆]는 놋소라와 질소라를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식

초를 담는데 쓰인 것은 아니고 식초제조를 위한 물을 뜨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솥은 식초를 만드는 과정 중에 쓰인 도

구로서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시루는 있는 그대로 찌

는 용도로 쓰였다. 또한, 숯은 불순물을 거르는 용도로 쓰

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회분식 실험결과 흑탄, 백탄 양

이 증가할수록 농약 성분의 제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Kim 등 2006; 이 & 김 2008).

<Table 17>에서 멍석이나 자리의 대부분의 경우는 식초

의 발효원을 만들기 위해 찐 밀을 펼쳐 건조시키는 목적으

로 쓰였다. 그러나, 『임원십육지』의 ‘조강초방’의 경우는

쌀겨나 자리가 식초를 덮는 용도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

다. 쌀겨는 벼를 탈곡, 도정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

중 하나로서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사료 및 영

양제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Choi 등 2006), 젖산발효

를 연구한 실험에서도 쌀겨 이용 시 미생물의 번식이 활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Cho 등 2006). 이것으로 보아 식초

에 있어서 쌀겨의 역할은 필요한 미생물의 번식력을 증가시

켜 발효 속도의 증가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자리는 ‘앉

거나 누울 수 있도록 바닥에 까는 물건’으로서 주로 왕골,

부들, 갈대 따위를 짜서 만드는데 그 중 갈대의 경우는 정

화능력이 뛰어나서 수질 오염을 개선하는데 고려되고 있으

며 <Table 17>에서처럼 항아리를 덮거나 싸는 것으로써 온

도조절 효과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10. 식초의 이용

정성껏 빚은 식초는 <Table 18>과 같이 조리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식초는 조리시 양념에 이용되거나 초간장이나

장아찌, 김치를 만들 때 쓰이거나 저장, 치료법의 용도로 쓰

였다. 양념에 쓰인 경우 『신간구황촬요서』의 ‘구황보유방

(救荒補遺方)’에서는 버무림용으로 쓰였으며 『요록』의 ‘어

포법’,『치생요람』의 ‘생선국’,『부인필지』의 ‘붕어찜’의

경우는 생선을 양념하는데 식초가 사용되었다. 갑각류의 양

념에도 식초가 사용되었는데 그 예는 『치생요람』의 ‘술지

게미에 게를 담그는 법’에서 알 수 있으며 육류의 경우에는

『요록』의 ‘가괄운’, 기타 양념의 경우는 『음식보』의 ‘단

점주방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간장은 말 그대로 식초와 간장을 섞어 이미 조리된 음식

을 식탁에서 찍어 음식의 간이나 맛을 보충하는 것을 말하며,

<Table 17> The utensil of of manufacturing vinegar

출 처

보관용기 휘젓는 도구 덮는 도구와 묶는 도구 기타 소도구 

항아리류 기타 
복

숭

아

나

무

가

지

막

대

기

버

드

나

무

가

지

가

시

나

무

써

레
주
걱

종

이

류

푸

른

천

천

비

단

면

포

솜

이

불

그

릇

삼

줄

이

나 

끈

표

주

박

칼 돌

소

라

(盆)

솥
시

루
숯

멍

석

자

리 

항

아

리

(缸, 

擁, 

瓮, 

甕)

사

기

항

아

리

(磁

器)

자

배

기

병

(甁)

대

통 

산가요록 12 1 2 1 2 1 1 1

수운잡방 6 1 1 1 1 1 1 2 1 1

고사촬요 1 1 1

주방문 1 1 1 1

음식디미방 1 1 1 1 1

치생요람 1 1 1 1

산림경제 8 2 2

온주법 1

규합총서 2 1 1

임원십육지 33 1 1 3 1 1 1 1 5 9 1 1 1 1 1 4

부인필지 2 1

총 계 68 4 15 3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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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에서 보듯이 조리에서 가장 많이 쓰였다.『주방

문』의 경우에는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초지렁, 즉 초간장을

넣거나 해당 음식을 초간장에 담가 먹으라고 하였으며,『정

일당잡지』과『음식보』에서는 밀가루를 이용해 만두같이 빚

어 기름에 지진 것을 초간장에 찍어 먹으라고 하였다. 초간

장의 많은 예가 담긴『술만드는법』의 경우에는 8가지의 예

가 조사되었으나 앞서 나온 쓰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마

지막으로『부인필지』의 경우에는 제목 그대로 잉어의 잡내

를 막기 위해 잉어를 손질한 후 끓여 익힌 후 사용되었다.

식초가 장아찌에 쓰인 경우는 1가지가 조사되었는데『요

록』의 ‘산동과(蒜冬果)’는 크고 좋은 마늘을 동지 때 쯤 껍

질을 벗겨 익혀 말린 후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 찧어서 가

루로 만들어 식초에 담가 놓는 것으로서 현재 마늘을 통으

로 담그는 ‘마늘 장아찌’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위의 장아찌처럼 양념을 하여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수하게 저장을 목적으로 식초가 쓰인 경우도 있는데『주

방문』의 ‘생강 침하는 법’과 『음식보』의 ‘침강법’은 깨끗

이 씻고 다듬은 생강을 소금물과 합하여 사흘동안 두었다가

그 물을 버리고 그 양만큼 초를 많이 부어 저장하는 방법으

로 생강을 저장하고 있으며,『정일당잡지』의 ‘석류탕’의 경

우에는 석류탕 외에도 부가적으로 동아 저장법에서 설명되

어 있는데 가을에 센 동과를 지져 양념한 뒤 켜켜이 항아리

에 넣고 좋은 초를 부어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맛있는 장을

치면 술안주에 아주 좋다고 하였다.

『음식보』의 동침이법은 유일하게 김치에 식초가 사용된

경우로 무에 파, 초 등을 넣고 데운 물 1동이에 소금 큰 되

를 녹여 식힌 뒤에 항아리에 부으라고 하였다. 무에 식초를

넣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맛은 동치미가 익어 젖

산 발효 시 자연발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하

게 신맛 때문에 식초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식료찬요』에는 식초를 이용한 치료법이 10가지가 기록

되어 있었다. 심통(心痛: 가슴과 명치가 아픈 증상)치료법으

로 겨자[芥子]를 분말로 만든 다음 술과 식초에 타서 먹는

것이었다. 천식증세가 있을 때의 치료법으로 잉어[鯉魚] 1마

리를 회로 만들어 생강과 식초를 넣어 먹는 방법 하나와 붕

어[魚卽魚] 1마리를 방금 본 소변에 적시고 다음날 새벽에 묽

은 식초에 삶아 익혀서 먹는 방법이 있었다. 비위(脾胃)의

기(氣)가 허약한 것을 치료하려면 누런 암탉 1마리를 구운

다음 두드리고 소금과 식초를 바르고 다시 구워서 속까지 푹

익힌 뒤 공복에 먹으라고 하였으며 음식을 먹고 토하는 것

의 치료방법 중 ‘오랄장초(五辣醬醋)’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

었다. 오랄장초는 초피나무의 성숙한 과피를 후추(胡椒), 생

강(生薑), 건강(乾薑) 5가지와 함께 식초와 장에 넣어 만든

다고 하였다. 습비(濕痺)와 풍비(風痺)를 치료법으로 양념

[五味]을 한 뱀장어가 나오는데 양념, 즉 오미(五味)안에 식

초의 신맛이 들어가므로 식초를 이용한 치료법에 포함시켰

다. 눈과 관련된 치료법으로는 청양(靑羊)의 간을 끓는 물에

익힌 다음 말려 소금, 식초, 간장[醬]으로 양념하여 먹는 치

료법이 나와 있으며, 구토(嘔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잘게

자른 생강을 식초물[醋漿]에 넣고 졸여 사용하라고 하였다.

부종(浮腫)을 치료하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적

게 보는 것을 치료하려면 소고기[牛肉] 1근을 익도록 쪄서

생강과 식초를 곁들여 먹으라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당뇨

와 어지럼증을 다스리고 오장(五臟)을 보호하기 위해 소의

위에 식초를 넣고 삶아 먹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생

각보다 치료법에서 식초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식초 자

체의 기능성보다는 평범한 재료에 식초가 들어감으로 인해

특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8> Cases of practical using vinegar in cookery and therapy

출처 양념 초간장 장아찌 저장법 김치 치료법 

식료찬요

심복통/옆구리결림증(1), 해수

/천식(2), 비위/반위(2), 요통/

각기습비사지(1), 안목(眼目) 

(1), 구토/해역 및 비위(1), 

수종(1), 제갈(諸渴)(1)

주방문 

숭어채(秀魚菜), 낙지채

(絡蹄菜), 겸절병 만드는 

법(兼節法)

생강침하는법

신간구황촬요서 구황보유방 

요록
어포법(魚脯法),

가괄운(歌括云)
산동과(蒜冬果)

치생요람
생선국, 술지게미에

게를담그는법

정일당잡지 견전편, 소찬삼전편 석류탕

음식보 단점주방문 겸전편법 침강법 동침이법 

술만드는법

석류탕법, 족편법, 양편법, 

제육편, 변씨만두, 초전병, 

석화만두, 우장탕

부인필지 붕어찜 잉어 손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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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고문헌인『산가요록』,『식료찬요』,

『수운잡방』,『고사촬요』,『동의보감』,『사시찬요초』,『주

방문』, 『신간구황촬요서』, 『음식디미방』, 『요록』, 『치

생요람』,『산림경제』,『음식보』,『온주법』, 『술만드는

법』,『규합총서』,『임원십육지』,『정일당잡지』, 『술빚

는법』, 『시의전서』,『부인필지』를 대상으로 식초의 종류

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식초에 사용

된 재료를 분류하고, 재료의 처리방법 및 제조법, 식초의 맛

을 살리는 법과 보관법, 식초를 빚는 길일과 기일 그리고 쓰

임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으로 한 문헌 중 식초는 모두 89회 기록되어 있

었으며 고리를 만드는 법이나 맛을 고치는 법, 초빚는 길일

과 초 빚기 꺼리는 날 등이 총 19가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식초의 종류로는 대맥초가 9회, 소맥초가 8회, 창포초가

7회, 미초, 대추초, 조초(棗醋)가 각각 5회, 고리초, 대초,

사절초가 각각 4회, 매자초, 시초, 조초(槽醋), 병정초, 사

시급초가 각각 3회, 삼황초, 선초가 각각 2회, 나미초, 미

맥초, 점속초, 부초, 조강초, 대두초, 목초, 연화초, 길경초,

매초, 도초, 무국초, 밀초, 당당초, 속초, 기이한 초, 만년

초가 각각 1회 기록되어 있었고, 기타의 경우로 총 7가지가

있었다.

식초를 만드는 재료로 곡류는 멥쌀 28회, 보리나 보리기

울과 조가 각각 12회, 밀이나 밀기울 10회, 찹쌀 8회, 기타

5회가 되었으며, 그 처리방법으로는 밥으로 짓기, 볶거나 굽

기, 떡이나 술로 만들어 이용하기가 있었다. 과실류를 사용

한 식초의 경우로는 대추 5회, 매실이나 오매의 경우가 4

회, 감이 3회, 복숭아 1회, 으름 1회가 되었으며 생과로 쓰

인 경우, 침지를 한 경우, 말리거나 구워서 이용하였다. 초

본류를 사용한 식초의 경우에는 쑥 12회, 창포나 창포뿌리

8회, 닥나무잎 6회, 도라지 3회, 도꼬마리 1회, 기타가 3회

였다.

발효원의 종류에 따른 식초의 경우로는 누룩의 경우 덩이

누룩이 사용된 경우가 36회, 가루로 사용된 경우가 9회로서

총 45회가 되었고, 곰팡이는 15회, 고리는 6회였다. 주류

중에서도 술의 경우가 18회, 술지게미의 경우가 3회로 주류

는 총 21회가 되었으며 식초는 7회가 되었다.

식초의 재료 중에서 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물

의 종류로는 맑은 물, 또는 물이라고만 적혀있는 경우가 합

해서 32회가 되었으며, 정화수가 15회, 끓인 물이나 끓여

식힌 물이 14회, 냉수가 2회, 미지근한 물 1회가 되었다.

식초 제조 시기를 보면 7월 7일이 12회, 5월 5일이 8회,

병일 7회, 정일 6회, 오일 1회, 기타 5회가 되었으며, 식초

를 제조하는 길일은 『산가요록』, 『산림경제』, 『규합총

서』에서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었고, 기일로는 『규합총

서』에서 ‘무자(戊子), 갑진(甲辰), 정미일(丁未日)’이 기록

되어 있었다.

식초를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차조, 보리, 밀을 포함한 곡

식을 첨가하거나, 진흙으로 밀봉하거나, 소금이나 술을 첨

가하였다. 식초의 맛을 고치는 법으로 좁쌀과 밀을 합쳐 곡

식을 첨가한 경우, 수레바퀴자국이 있는 흙을 이용한 경우,

측간 가까이에 두는 경우, 숯불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그

리고 식초의 양을 늘리는 법으로는 술이나 물을 많이 사용

하였다.

식초 제조 시 금기사항으로 날물이나 짠기가 항아리에 안

들어가게 하고, 사람 또는 잡손을 피하고, 온도와 습기, 흙

또는 땅기운과 빛을 주의하고, 항아리를 움직임 없이 고정

해야 한다고 하였다.

식초를 제조하는 도구로서는 많은 것들이 사용되었는데 보

관용기로 그 중 항아리류가 가장 많이 쓰였다. 휘젓는 도구

로서는 복숭아나무가지, 막대기, 버드나무가지, 가시나무,

써레, 주걱이 있었으며, 덮거나 묶는 도구로서 종이류, 천

류, 솜이나 이불, 그릇, 삼줄이나 끈 등이 쓰였다. 그리고,

기타 도구로는 표주박, 칼, 돌, 소라, 솥, 시루, 숯, 멍석이

나 자리가 합쳐져서 총 18가지가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연구대상 문헌 중에서 식초는 양념, 초간장, 장

아찌, 김치 등에 쓰였고,『식료찬요』에서는 치료의 목적으

로 사용된 기록이 있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대표 고문헌들을 기초

로 다양한 측면에서 식초를 분석하였다. 식초는 전 세계인

들이 사용하는 조미료로서 고급화의 가능성이 많은 식품이

다. 앞의 문헌들과 더불어 기타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식

초들을 재현하고 연구해 봄으로서 그 영역을 더 넓힐 필요

가 있다. 그러한 연구에 본지가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우

리만의 특성 있는 식초를 개발하고 고급화할 수만 있다면 그

것 또한 현재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한식의 세계화에 밑거

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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