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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types of tteok (Korean rice cake) recorded in 21 old literatures of the Joseon dynasty (1392-

1909) according to its main ingredients. Tteok varieties of the Joseon dynasty were categorized into jjin-tteok, chin-tteok,

jijin-tteok, salmeun-tteok and guun-tteok and their changes in cooking method were discussed from the early to late eras of

the Joseon dynasty. The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early, middle and late eras of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1, 15 and 84 kinds of tteok using non-glutinous rice as the main ingredient, and 6, 24 and 120 kinds using glutinous rice,

respectively. Tteok using wheat flour was not foun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hereas 6 and 32 kinds were found in the

middle and late eras, respectively. There were 1, 4 and 5 kinds of tteoks using buckwheat, and 5, 11 and 19 kinds using other

ingredients such as yam, barley, elephant’s ear, oat, and arrowroot flour, in the early, middle and late eras, respectively. The

frequency of the main ingredient increased in the order of glutinous rice>non-glutinous rice>wheat flour>other

ingredient>buckwheat flour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ratio of tteoks using non-glutinous and glutinous rice flours

was 1:1.5. The number and types of tteok were noted to increase abruptly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is may be

associated with the commercial industrial development that prevail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Further study will be

conducted on their recipes and ingredients recorded in these old literatures to develop a standardized recipe for the

globalization of tt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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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떡은 우리나라 곡물조리에서 밥짓기보다 앞서 개발된 음

식으로 역사가 길고 토착성이 짙은 음식이다(윤 1980). 떡

은 밥 짓기가 일반화 된 시기까지는 상용음식의 하나였으나

밥의 상용화가 정착된 이후에는 의례음식(義禮飮食)화 된 것

으로 추정된다(윤 1993). 떡의 시작은 시루의 등장시기인 청

동기시대 또는 초기 철기시대라 할 수 있다 (이 1998). 떡

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찐 떡(甑餠), 친 떡(搗餠), 지진 떡

(煎餠), 삶은 떡(團子餠)으로 분류한다(윤 1993; 강 1997).

찐 떡은 곡물가루에 물을 내려 시루에 넣고 그대로 찌거나

고물을 얹어 가며 켜켜로 찐 떡으로 백설기, 백편 등이 있

으며, 친 떡은 곡물을 알갱이 그대로 혹은 가루를 내어 찐

다음 절구나 안반에 놓고 쳐서 만든 떡으로 인절미, 흰떡(가

래떡) 등이 있다(강 1997). 지진 떡은 곡물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에 기름에 지진 것인데 화전, 주악, 찰수수부꾸

미 등이 있으며, 삶은 떡은 둥근 모양을 만들어 끓는 물에

삶아 건져서 만든 떡으로 경단이 있다(Maeng & Lee 1988).

떡의 주재료는 멥쌀, 찹쌀, 밀, 메밀, 보리 귀리, 율무, 차

조, 수수 등이 이용된다(이 1998).

조선시대는 중기까지는 당시 지배이념으로 삼았던 유교사

상을 바탕으로 대가족제도가 정착하고 조상에 대한 봉제사

(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의 범절이 엄하여 관혼상제를 위

한 의례음식이 발달하였다(윤 1999). 또한 조선시대는 농본

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농경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절기와 관

련된 세시의례가 발전하였는데, 떡은 이러한 통과의례와 세

시의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음식이었다. 그러나 조선후

기에는 전국적으로 상공업이 활기를 띰에 따라서 유교적 생

활양식은 신분질서와 사회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생활풍속

이 상업적 생활양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장 199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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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기 상공업의 발달은 식품의 증가, 조리가공법의 발달,

외래식품의 전래 등으로 식생활의 영역을 넓혀주었으며 사

회질서의 혼란은 떡에도 반영되어 궁중과 반가를 중심으로

더욱 화려하게 발전하였다(강 1990).

떡류에 관한 문헌적 연구는 한국 떡에 관한 문헌적 고찰

(Lee & Maeng 1987), 떡류의 문헌적 고찰(이 1988;

Maeng & Lee 1988), 17세기 이전 조선시대 떡류의 문헌

적 고찰(Won 등 2008) 등이 있다. 그러나 주재료에 따른

조선시대 떡류의 문헌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1392~1909)에 발간된 조리 및

식품관련 고문헌 21책을 대상으로<Table 1> 조선시대를 전

기(태조 1392년-명종 1567년), 중기(선조 1568년-경종

1724년), 후기(영조 1725년-순종 1909년)로 나누어 기록된

떡류를 고찰하였다. 떡류는 먼저 주재료에 따라 분류하고 다

시 조리방법에 따라 분류함으로서 조선시대 시대별 주재료

에 따른 떡의 종류와 조리방법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II. 주재료에 따른 떡의 분류

떡류의 주재료는 멥쌀, 찹쌀, 밀가루, 메밀과 그 외 칡,

산약, 더덕, 녹두, 석이버섯, 보리 등은 기타 재료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다시 조리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 떡으로 분류하

였다. 기타 떡은 고문헌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운 떡과

<Table 1> Old Korean Literatures for Review

시대구분 서명 저자 편찬연대 출판사(연대) 번역자

(원본소장처) 표기

조선

시대

(전기)

山家要錄(산가요록) 전순의(全循義) 1449년 농촌진흥청(2004년) 농촌진흥청 한문

四時纂要抄

(사시찬요초) 姜希孟(강희맹) 1475-1483년 한국식경대전(1981) 이성우 한문

齋叢話

용재총화
성현(成俔) 1500년대 대양서적(1964년) 남만성(南晩星) 한문

한글

需雲雜方

(수운잡방)
김유(金 )
(1481-1552) 1500년대 초엽 신광출판사(1998) 윤숙경 한문

조선

시대

(중기)

屠門大嚼

(도문대작)
허균(許筠)
(1569-1618) 1611년 한국요리백과사전

(1976) 황혜성 한문

芝峰類說

(지봉유설) 이수광(李光) 1614년 을유문화사(1994)
원본

정진숙

(서울대 규장각) 한글한문

음식디미방
안동 장씨

(安東 張氏) 1670년경 (사)궁중음식연구원 한복려·한복선·한복진 한글

要錄(요록) 미상 1680년경 한국생활과학연구
(1983) 이성우·조준하 한문

주방문(酒方文) 河生員 1600년대 말엽 한국요리백과사전
(1976) 황혜성 한글

山林經濟

(산림경제)
홍만선(洪萬選)

(1643-1715) 1715년경 재)민족문화추진위원회 재)민족문화추진위원회 한문

조선

시대

(후기)

국역 성호사설
(星湖僿說)

이익(李瀷)
(1681-1763) 1763년 민족문화추진회

(1976) 김철희외 한문

增補山林經濟

(증보산림경제)
류중림(柳重臨)

(1705-1771) 1767년 농촌진흥청(2003)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한문

園行乙卯整理儀軌

(원행을묘정리의궤) 정리소(整理所) 1795년 수원시(1996)
서울대규장각(1994)

수원시

(서울대 규장각)
한글

한문

규합총서(閨閤叢書) 빙허각이씨
(憑虛閣李氏) 1815년경 보진재(寶晉齋)

(1975)
정양완(鄭良婉)

역주
한글

林園十六志(鼎祖志)
임원십육지(정조지)

서유구(徐有)
(1764-1845) 1827년 교문사(2007) 이효지외 3인 한문

역주 동국세시기 홍석모(洪錫謀) 1849년 과학원(1958)
한국문화사(1999) 과학원 고전연구실 한글

역주 렬양세시기
(역주 洌陽歲時記) 홍석모(洪錫謀) 1849년 과학원(1958)

한국문화사(1999) 과학원 고전연구실 한글

음식방문(飮食方文) 신암 1800년대 중엽 원문복사본

(1800년대중엽) 고어(연세대도서관) 한글

연세대 규곤요람
(延世大 규곤요람) 미상 1896년 원문복사본(1896년) 고어(연세대도서관) 한글

시의전서(是議全書) 미상 1800년대 말엽 신광출판사(2004) 이효지외 11인 한글

부인필지(婦人必知) 이숙 1908년 우문관 고려대도서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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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떡 및 조리법을 잘 알 수 없는 떡을 기타 떡이라 하였다.

1. 멥쌀을 주재료로 한 떡

1)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 멥쌀을 주재료로 한 떡은 <Table

2>와 같다. 조선 전기에는 찐 떡은「용재총화」에 艾葉作雪

(쑥설기) 1종이 소개되었다. 중기에는「도문대작」에 艾

(애고)· 楡葉餠(유엽병) 등 4종,「지봉유설」에 棗 (조

고) 1종,「음식디미방」에 증편법, 셩이편법 2종,「요록」

에 蒸餠(증병)등 2종,「주방문」에 긔증편(起蒸餠)과 상화

(霜花) 2종으로 모두 12종이 소개되었다. 친 떡은「도문대

작」에 月餠(월병, 달떡) 등 3종,「요록」에 淸餠(청병) 1종

으로, 조선시대 중기에는 총 15종이 소개되어 있다.

2)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후기에 멥쌀을 주재료로 한 떡은 <Table 3>과

같다. 찐 떡은「성호사설」에 雪餠(설병)과 松餠(송병) 2종,

「증보산림경제」에 雜果法(과일시루떡) 등 2종,「원행을묘

정리의궤」에 白米餠(백미병)·蜜雪只(밀설기) 등 12종,「규

합총서」에 봉녕조화고{茯笭造化(복령조화고)}·셕탄병{惜呑

餠(석탄병)} 등 10종,「임원십육지」에 雜果方(잡과고방)·

萊餠方(내복병방) 등 11종,「동국세시기」의 甑餠(시루떡)·

松餠(송편) 등 5종,「연대규곤요람」의 백설기 1종,「시의

전서」의 팥편·녹두편 등 14종,「부인필지」에 복녕병·셕

탄병 등 6종으로 모두 63종이 소개되었다. 친 떡은「성호

사설」에 粉團(분단)과 乾團(건단) 2종,「증보산림경제」에

松皮餠法(송피떡) 1종,「원행을묘정리의궤」에 各色切餠(각

색절병)·五色切餠(오색절병)·산병(散餠) 3종,「동국세시

기」에 白餠(흰떡)과 食散餠(산병, 산자떡) 2종,「열양세시기」

에 拳模(권모, 가래떡, 골무떡) 1종,「연대규곤요람」에 곱

장떡 1종,「시의전서」에 어름소편·艾(쑥)절편 등 8종으로

모두 18종이 소개되었다. 삶은 떡은「원행을묘정리의궤」에

石耳包(석이포) 및 石耳團子(석이단자) 1종,「부인필지」에

복숭아·살구 1종으로 모두 2종이 소개되었고, 지진 떡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七色助岳(칠색주악) 1종으로, 조선

시대 후기에는 총 84종이 소개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멥쌀을 주재료로 이용한 떡은 모두 100종으로

전기에는 찐 떡 1종만 보여진 반면, 중기에는 찐 떡 10종

(73.3%), 친 떡 4종(26.6%)이었다. 그러나 후기에는 찐 떡

63종(75%)과 친 떡 18종(21.4%) 이외에 칠색 주악과 석이

단자 등 지진 떡 1종(1.2%)과 삶은 떡 2종(2.4%)이 수록되

었다.

「임원십육지」의 萊 餠方(내복병방)은 ‘시루떡 중에서 콩

을 넣지 않고 쌀가루만 찐 것을 백설병(白雪餠)이라 하고,

팥가루를 층층이 뿌린 것을 소두증병(小豆甑餠)이라 한다.

소두증병에 무의 껍질을 벗겨서 얇은 편으로 썰어 쌀가루와

섞은 후 시루에 찐 것을 내복병(萊餠)이라 한다. 팥으로 켜

를 만들며 밤과 대추를 넣기도 한다. 찹쌀을 조금 넣으면 푸

석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였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산병(散餠)의 부재료로는 연지, 치

자, 김, 송고, 참기름으로「동국세시기」의 食散餠(산병, 산

자떡)은 같은 것으로서 ‘방울모양으로 흰 떡을 만들어서 팥

소를 넣은 다음 머리빡을 꾸부려 틀고 방울같이 생긴 떡에

오색물감을 묻쳐서 다섯 개 씩 련주처럼 붙이며 혹은 푸르

고 희게 반달형의 떡을 만들어서 작은 것은 다섯 개씩, 큰

것은 두 세 개씩 붙여 놓는데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산자

떡’이라고 한다.

2. 찹쌀을 주재료로 한 떡

1)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 찹쌀을 주재료로 한 떡은 <Table

4>와 같다. 조선 전기에 찹쌀을 이용한 떡으로 조선시대 전

기에는 총 6종이 소개되었는데,「산가요록」에 친 떡은 雜

果餠(잡과병), 삶은 떡은 雜餠(잡병), 지진 떡은 松膏餠(송고

<Table 2> Tteoks using non-glutinous rice as a main ingredient (early and middle Joseon dynasty)

시대 문헌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 떡 계

조선시대
(전기)

용재총화
(1500년대)

艾葉作雪
(쑥설기)

1

계 1 1

조선시대
(중기)

도문대작
(1611년)

艾 (애고)
楡葉餠(유엽병)
蒸餠(증병)
松餠(송병)

月餠

(월병, 달떡)
舌餠(설병)
節餠(절병)

7

지봉유설
(1611년) 棗 (조고) 1

음식디미방
(1670년경)

증편법
셩이편법

2

요록
(1680년경)

蒸餠(증병)
松餠(송병) 淸餠(청병) 3

주방문
(1600년대말엽)

긔증편(起蒸餠)
상화(霜花)

2

계 11 4 -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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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소나무 속껍질), 기타 떡으로는 芋紫朴(우자박)이 있으

며,「용재총화」에는 찐 떡인 藥飯{香飯(향반)}과 지진 떡인

花煎(화전)이 소개되었다. 조선시대 중기에는 찐 떡은「도

문대작」에 木市栗 餠(시율나병)과 藥飯(약반) 2종,「지봉유

설」에 艾餠(애병) 1종,「음식디미방」의 셩이편법 {石衣餠

法(석의병법) 등 2종,「산림경제」에 (시고, 곶감떡) 등 4종

으로 모두 9종이 기록되어있다. 친 떡은「지봉유설」의 稻

餠(자도병) 1종,「음식디미방」의 인절미 굽는 법(맛질방문)

1종으로 총 2종이다. 삶은 떡은「도문대작」에 瓊 (경고,

두텁떡) 1종,「음식디미방」의 잡과편법{雜果餠法(잡과병법)}

1종,「요록」의 碎栢子(쇄백자)와 敬丹餠(경단병) 2종으로

모두 4종이 기록되어 있다. 지진 떡은「도문대작」에 杜鵑

煎(두견전) 등 5종,「음식디미방」에 젼화법 {煎花法(전화

법)} 1종,「요록」에 松膏餠(송고병) 등 2종으로 모두 8종이

소개되었다. 기타 떡은「도문대작에 煮餠(자병) 1종으로, 조

선시대 중기에는 총 24종이 소개되어 있다.

2)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후기에 찹쌀을 주재료로 한 떡은 <Table 5>와

같다. 찐 떡은「증보산림경제」에 石耳餠法(석이버섯떡) 등

<Table 3> Tteoks using non-glutinous rice as a main ingredient (late Joseon dynasty)

시대 문헌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 떡 계

조선시대

(후기)

성호사설

(1763년)
雪餠(설병)
松餠(송병)

粉團(분단)
=수단=백단
乾團(건단)

=절편

4

증보

산림경제

(1767년)

雜果法(과일시루떡)
杏餠(살구떡)·桃餠法(복숭아떡)

松皮餠法

(송피떡)
3

원행을묘

정리의궤

(1795년)

白米餠(백미병), 蜜雪只(밀설기)
石耳餠(석이병), 白雪只(백설기)

石耳雪只(석이설기), 辛甘草雪只(싱검초설기)
荏子雪只(임자설기), 靑太雪只(청태설기)
 蒸餠(증병), 餠羹(병갱), 各白餠(각백병)

各色切餠

(각색절병),
五色切餠

(오색절병),
산병(散餠)

石耳包

(석이포) 및
石耳團子

(석이단자)

七色助岳

(칠색주악)
17

규합총서

(1815년경)

봉녕조화고{茯笭造化 (복령조화고)}
셕탄병{惜呑餠(석탄병)}

도행병(桃杏餠), 신과병(新果餠)
증편{蒸餠(증병)} 셕이병{石茸餠(석용병)}

기단 가오
무오떡{蘿 餠(라복병)}

 백셜기{白雪 (백설고), 백설기 송편

10

계 26 6 1 1 - 34

조선시대

(후기)

임원십육지

(1827년)

雜果 方(잡과고방) 萊 餠方(내복병방) 
桃杏餠方(도행병방) 蓬米燕 方(봉연고방)
 松皮餠方(송피병방) 蜜餠方(함밀병방)

 當歸餠方(당귀병방) 橡子餠方(상자병방) 
洞庭 方(동정의방) 外郞餠方(외랑병방) 

蒸餠方(증병방)

11

동국세시기

(1849년)

甑餠(시루떡), 松餠(송편)
戌衣草(수리치) 早稻松餠(햅쌀송편)

菁根南과 甑餠(청근남과증병, 시루떡)

白餠(흰떡) 
食散餠

(산병, 산자떡), 
7

열양세시기

(1849년)

拳模

(권모, 가래떡,
골무떡)

1

연대

규곤요람

(1896년)
백설기 곱장떡 2

시의전서

(1800년대말엽)

팥편, 녹두편, 녹두찰편 팥찰편, 꿀찰편,
깨찰편 꿀편, 승검초편, 백편 松餠(송편),
쑥송편, 蒸餠(증편), 막우설기 호박떡

어름소편,
艾(쑥)절편

松皮(송기)절편
송기개피떡,
개피떡, 꼽장떡,
산병, 골무편

22

부인필지

(1908년)
복녕병, 셕탄병, 송편, 감자병,

나복병, 증편
복숭아

살구
7

계 37 12 1 - - 50

총계 63 18 2 1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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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원행을묘정리의궤」에 粘米餠(점미병) 등 10종,「규

합총서」에 도행병(桃杏餠) 등 6종, 「임원십육지」에 雜果

餠方(잡과점병방) 등 7종,「동국세시기」에 藥飯(약밥)과 蒸

餠(증편) 2종, 「열양세시기」에 藥飯(약밥) 1종, 「음식방

문」에 약조악 1종, 「연대규곤요람」에 약밥 1종, 「시의전

서」에 두텁떡 등 7종,「부인필지」에 약밥과 두텁떡 2종으

로 모두 40종이 소개되어있다. 친 떡은 「성호사설」에 후

이·분자(후餌·粉 ) 등 2종, 「증보산림경제」에 雜果粘

餠法(과일찹쌀떡) 등 2종,「원행을묘정리의궤」에 各色引切

味餠(각색인절미병) 등 3종, 「규합총서」에 유자단자(柚子

團子) 등 2종,「임원십육지」에 引切餠方(인절병방) 1종,「동

국세시기」에 環餠(고리떡) 등 7종, 「시의전서」에 귤병단

자 등 5종,「부인필지」에 유자단자와 대초인절미 2종으로

모두 24종이 소개되어있다. 삶은 떡은「증보산림경제에 香

艾團子法(쑥떡) 1종,「원행을묘정리의궤」에 各色團子餠(각

색단자병) 1종, 「규합총서」에 신감초단자{當歸團子(당귀단

자), 승검초단자} 등 2종,「임원십육지」에 團方(단자방) 등

3종,「음식방문」에 잡과편 1종, 「시의전서」에 밤단자 등

5종,「부인필지」에 신검초단자와 잡과편 2종으로 모두 15

종이 소개되어있다. 지진 떡은「증보산림경제」에 杜鵑花煎

(진달래꽃지짐) 등 3종, 「원행을묘정리의궤」에 各色助岳

(각색주악) 등 10종,「규합총서」에 토란병(土卵餠) 등 4종,

「임원십육지」에 油煎餠方{花煎(화전고) 등 6종, 「동국세

시기」에 花煎(화전: 황국꽃, 진달래꽃) 1종, 「음식방문」에

석이조악과 국화입조악 2종, 「시의전서」에 가진웃기(주악)

등 11종, 「부인필지」에 화전 등 4종으로 모두 41종이 소

개되어있다. 기타 떡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총 120종이 소개되어있다.

 조선시대에 찹쌀을 주재료로 한 떡은 총 150종으로 전기

에는 찐 떡 1종(16.7%), 친 떡 1종(16.7%), 지진 떡 2종

(33.3%), 삶은 떡 1종(16.7%)로 지진 떡의 비율이 높은 반

면, 중기에는 찐 떡 9종(37.5%), 친 떡 2종(8.3%), 지진 떡

8종(33.3%), 삶은 떡 4종(16.7%), 기타 떡 1종(4.2%)이었

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찐 떡 40종(33.9%), 친 떡 24종

(20.3%), 지진 떡 34종(13.1%), 삶은 떡 24종(12.7%)으로

나타났다.

찹쌀을 주재료로 한 지진떡류는 두견화전, 국화전, 진달

래꽃지짐, 당귀잎화전, 장미꽃지짐 등 화전 류와 석이조악,

송고주악, 대초조악, 각색주악 등 주악으로 조선후기에 그

종류가 더욱 증가하였다. 주악은 혼례 때 백편, 꿀편, 신감

초편 그리고 제례 때 깨찰시루떡, 녹두찰시루떡 등에 웃기

로 단자와 함께 장식한다.「규합총서」의 토란병(土卵餠)은

토란을 익게 삶아 껍질을 벗겨 찰가루에 섞어 무르 녹게 찧

어서 떡 만들어 참기름에 지진 떡이다. 두텁떡은 「도문대

작」에서 瓊(경고)로 처음 기록되어 졌으며,「원행을묘정리

의궤」의 합병(盒餠), 규합총서」에서는 혼돈병(渾沌餠),「임

원십육지」의 厚餠方(후병방), 「시의전서」와 「부인필지」

에서는 두텁떡으로 현재의 조리법과 거의 동일하며,「부인

필지」에서는 건시를 사용하였다.

<Table 4> Tteoks using glutinous rice as a main ingredient (early and middle Joseon dynasty)

시대 문헌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 떡 계

조선시대

(전기)

산가요록

(1449년)
雜果餠

(잡과병)
雜餠

(잡병)
松膏餠

(송고병, 소나무 속껍질)
芋紫朴

(우자박)
4

용재총화

(1500년대)
藥飯

{香飯(향반)}
花煎

(화전)
2

계 1 1 1 2 1 6

조선시대

(중기)

도문대작

(1611년)

木市栗 餠

(시율나병)
藥飯(약반) 

瓊

(경고, 두텁떡)

杜鵑煎

(두견전, 두견화전) 
梨花煎(이화전)
薔薇煎(장미전)
 菊花餠(국화병) 

松膏油蜜

(송고유밀)

煮餠

(자병)
9

지봉유설

(1611년) 艾餠(애병)
稻餠

(자도병)
2

음식디미방

(1670년경)

셩이편법

{石衣餠法(석의병법) 
밤셜기법(밤설기법)

인절미 굽는 법
(맛질방문)

잡과편법
{雜果餠法

(잡과병법)}

젼화법

{煎花法(전화법)}
5

요록

(1680년경)
碎栢子(쇄백자)
敬丹餠(경단병)

松膏餠(송고병)
 油餠(유병)

4

산림경제

(1715년경)

木市 (시고, 곶감떡)
栗 (율고, 밤떡) 瓊 (경고)

 木市餠(시병, 곶감떡)
4

계 9 2 4 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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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떡

1)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

조선시대 전기에는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떡은 없었으며,

조선시대 중기에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떡은 <Table 6>과

같다. 조선 중기에 찐 떡은「도문대작」에 雙花(쌍화) 1종,

「음식디미방」에 상화법(霜花法) 1종,「요록」에 床花餠(상

화병) 1종,「주방문」에 상화(霜花) 1종으로 모두 4종이 소

개되었다, 친 떡과 삶은 떡은 나타나지 않았고, 지진 떡은

「요록」에 堅煎餠(견전병) 1종, 기타 떡으로는「요록」에

燒餠(소병) 1종으로 총 6종이 소개되어있다.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찐 떡으로는 주로「도문대작」,「음

식디미방」,「요록」에 상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Won 등

(2008)은 이들 문헌에 기록된 상화의 재료를 비교 분석하였

다.「요록」의 소병은 밀가루에 부재료를 넣어 반죽하여 떡

을 만들고 불에 넣어 구운 떡이다.

2)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후기에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떡은 <Table 7>

과 같다. 조선 후기에 찐 떡은「성호사설」에 조고(棗 ) 1

종,「규합총서」에 상화 1종,「임원십육지」에 玉灌肺方(옥

관폐방)등 3종,「동국세시기」에 霜花餠(상화병) 1종,「부

인필지」에 상화 1종으로 모두 7종이 소개되었다. 친 떡은

나타나지 않았고, 삶은 떡은「임원십육지」에 雪花餠方(설

화병방)등 2종이 소개되었다. 지진 떡은「성호사설」에 한

궁기자 등 2종,「임원십육지」에 油煎餠方{煎餠(전병)} 등 11

종,「동국세시기」에 連餠(련병) 1종으로 모두 14종이 소개

되었다. 기타 떡은「임원십육지」에 糖薄脆方(당박취방) 등

9종으로, 조선시대 후기에 총 32종이 소개되어있다.

밀가루를 이용한 떡은 조선시대 전기에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중기에는 찐 떡 4종(66.7%), 지진 떡 1종(16.7%), 기

타 떡 1종(16.7%)로서 찐 떡의 비율이 높은 반면, 후기에는

찐 떡 7종(21.9%), 지진 떡 14종(43.8%), 삶은 떡 2종

(26.3%), 기타 떡 9 종(28.1%)으로 전병, 소화방 등 지진

떡의 비율이 높았는데 조선 후기에 종류가 증가하였다.

「성호사설」의 조고에 대한 기록에 한식날 밀가루로 증병

처럼 만들어 대추를 뭉쳐 붙인다고 하였다. 고명( 銘)의 어

<Table 5> Tteoks using glutinous rice as a main ingredient (late Joseon dynasty)

시대 문헌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떡 계

조선시대

(후기)

성호사설

(1763년)

후이·분자

(후餌·粉 ) 
단자(團子)

2

증보

산림경제

(1767년)

石耳餠法(석이버섯떡) 
栗法(밤떡) 藥飯(약밥)

雜果粘餠法

(과일찹쌀떡) 
引絶餠法

(인절미)

香艾團子法

(쑥떡)

杜鵑花煎

(진달래꽃지짐) 
薔薇花煎(장미꽃지짐)
菊花煎(국화꽃지짐)

9

원행을묘정리

의궤

(1795년)

粘米餠(점미병)
餠(삭병) 

各色蜜粘雪只(각색밀점설기)
蜜粘雪只(밀점설기)

雜果粘雪只(잡과점설기) 
합병(盒餠)

荏子粘雪只(임자점설기) 
各色沙蒸餠(각색사증병)

蒸餠(증병)
各色松餠(각색송병) 

藥飯(약반)
雜果(잡과고)

各色引切味餠

(각색인절미병)
荏子切餠

(임자절병)
荏子引切餠

(임자인절병)
引切餠

(인절병)

各色團子餠

(각색단자병)

各色助岳(각색주악)
 松古助岳(송고주악)
 黃助岳(황주악)

甘苔助岳(감태주악) 
乾木市助岳餠(건시주악병)
各色花煎(각색화전)
 五色花煎(오색화전) 
當歸葉煎(당귀엽전)
菊花葉煎(국화엽전)
各色山(각색산삼) 
山煎(산삼전)

24

규합총서

(1815년경)

도행병(桃杏餠)
혼돈병(渾沌餠) 
남방 감저병

(南方 甘藷餠)
두텁떡

무오{蘿 餠(라복병)}
 약식(藥飯)

유자단자
(柚子團子)
대추인절미

신감초단자

{當歸團子(당귀단
자), 승검초단자}, 
잡과편{雜果(잡과

고)}

토란병(土卵餠)
숑고병

{松肌餠(송기병),송기떡}
대쵸조악(대추조악)
화젼(꽃전)

14

임원십육지

(1827년)

雜果餠方

(잡과점병방)
方(시고방)

蜜餠方(함밀병방)
 厚餠方(후병방)

老辣餠方(노랄병방)
 高麗栗 方(고려율고방) 

烝方(과증방)

引切餠方

(인절병방)

團 方(단자방)
瓊團方(경단방) 

煮沙團方

(자사단방)

油煎餠方

{花煎(화전고)
角餠方(조각병방) 
土芝餠方(토지병방)
山蔘餠方(산삼병방) 
風消餠方(풍소병방) 
芋餠方(우병방)

17

계 26 10 7 23 - 66



주재료에 따른 조선시대 떡류의 문헌적 고찰 31

원은 증병에 팥가루로 소를 넣고 겉에 대추로 붙인 것을 고

명( 銘)이라 한다는 것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한다.「임

원십육지」에서 당박취방, 육유병방, 소유병방, 광소병방, 타

봉각아방 등은 밀가루에 부재료를 넣고 반죽하여 얇게 밀어

화롯불에 구운 떡이다.

4. 메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떡

1)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

조선시대 전기에 메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떡은 <Table 8>

과 같다. 조선시대 전기에는「산가요록」에 삶은 떡인 雜餠

(잡병) 1종이 소개되었다. 조선 중기에는 찐 떡은「도문대

작」에 石餠(석이병) 1종이 소개되었으며, 친 떡과 삶은 떡

은 나타나지 않았고, 지진 떡은「음식디미방」에 젼화법{煎

花法(전화법)} 1종「주방문」에 곳전(花煎)과 겸졀편법(兼節

餠) 2종으로 모두 3종으로, 총 4종이 소개되었다.

2) 조선시대 후기

메밀가루를 주재료로 조선시대 후기에 나타난 떡은 <Table

9>와 같다. 찐 떡은「임원십육지」에 火餠方(화병방) 1종,

지진 떡은「규합총서」에 권젼병{卷煎餠(권전병)} 1종, 기타

떡은「증보산림경제」에 火餠法(화병)등 2종,「임원십육지」

에 渾沌餠方(혼돈병방) 1종 모두 3종으로, 총 5종이 소개되

어있다. 그러나 친 떡과 삶은 떡은 보여지지 않았다.

메밀가루를 이용한 떡은 조선시대 전기에는 삶은 떡만 나

타났다. 중기에는 찐 떡 1종(25%), 지진 떡 3종(75%)로서

지진 떡의 비율이 높은 반면, 조선시대 후기에는 찐 떡 1종

<Table 5> Continued

시대 문헌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 떡 계

조선시대

(후기)

동국세시기

(1849년)
藥飯(약밥)
蒸餠(증편)

環餠(고리떡)
馬蹄餠(말굽떡)
甑餠(설기떡) 
乾團(건단) 
引餠(인병) 

栗團子(밤단자)
 土蓮團子(토련단자) 

艾團子(쑥단자)
 蜜團(꿀단자)

花煎

(황국꽃·진달래꽃)
10

열양세시기

(1849년) 藥飯(약밥) 1

음식방문

(1800년대
중엽)

약조악 잡과편 석이조악, 국화입조악 4

연대규곤요람

(1896년) 약밥 1

시의전서

(1800년대
말엽)

두텁떡, 무떡
甘藷(감저)병

 赤茯 (적복령)편
橡實(상실)편
호박떡, 약식법

귤병단자 
石耳(석이)단자

 大棗粘餠(대조점병,
대추인절미) 

쑥인절미, 깨인절미

밤단자

승검초단자
 雜果餠

(잡과편)
경단 쑥구리

가진웃기(주악)
흰주악, 치자주악 대추주악

桂干果(계강과) 
花煎(화전)
당귀잎화전

국화잎화전, 두견화전
국화화전, 생산승

28

부인필지

(1908년) 약밥, 두텁떡 유자단자 대초인절미 신검초단자 잡
과편

화젼, 토련병, 대초조약, 밤조
약

10

계 14 14 8 18 - 54

합계 40 24 15 41 - 120

<Table 6> Tteoks using wheat flour as a main ingredient (middle Joseon dynasty)

시대 문헌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 떡 계

조선시대

(중기)

도문대작

(1611년) 雙花(쌍화) 1

음식디미방

(1670년경) 상화법(霜花法) 1

요록

(1680년경) 床花餠(상화병) 堅煎餠(견전병) 燒餠(소병) 3

주방문

(1600년대말엽) 상화(霜花) 1

계 4 - - 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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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진 떡 1종(20%), 기타 떡 3종(60%)으로 기타 떡

의 비율이 높았다.

「증보산림경제에서 화병은 메밀을 물에 개어 된 죽을 만

들고 참나무 불 위에 얹어서 말린 떡이며, 훈툰떡은 메밀가

루를 꿀물에 개어 된 죽처럼 만들어 질항아리에 넣고 주둥

이를 막아 왕겨불 속에 묻어 말린 떡이다.「임원십육지의

혼돈병방도 훈툰떡과 비슷한 떡이다.

5. 기타 재료를 주재료로 한 떡

1)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 생칡가루, 산약, 더덕, 녹두 등

기타 재료를 주재료로 한 떡은 <Table 10>과 같다. 조선시

대 전기에 찐 떡은「산가요록」에 山參餠(산삼병, 더덕) 1

종, 지진 떡은「산가요록」에 葛粉煎餠(갈분전병, 칡가루 전

병) 1종,「수운잡방」에 鷄卵餠(계란병) 1종, 기타 떡은「산

<Table 7> Tteoks using wheat flour as a main ingredient (late Joseon dynasty)

시대 문헌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 떡 계

조선시대

(후기)

성호사설

(1763년)
조고(棗 ) 한궁기자, 각서(角黍) 3

규합총서

(1815년경)
상화 1

임원십육지

(1827년)

玉灌肺方

(옥관폐방) 
黃玉餠方

(황옥병방) 
羊羹餠方

(양갱병방)

雪花餠方

(설화병방) 
水明角兒方

(수명각아방)

油煎餠方{煎餠(전병)}

兒花方(소아화방) 

捲煎餠方(권전병방)
 回回捲煎餠方

(회회권전병방) 
七寶捲煎餠方

(칠보권전병방) 

肉餠方(육병방) 

油食夾兒方(유협아방)

 松子餠方(송자병방)

餠方(소병방) 

食是食羅角兒方(시라각아방)

煎餌方(전이방)

糖薄脆方(당박취방) 

肉油餠方(육유병방) 

素油餠方(소유병방)

蜜餠(소밀병) 

到口方(도구소방) 

光燒餠方(광소병방) 
駝峰角兒方

(타봉각아방) 

松風餠方(송풍병방) 
白熟餠子方

(백숙병자방)

25

동국세시기

(1849년)

霜花餠

(상화병)
連餠(련병) 2

부인필지

(1908년)
상화 1

계 7 - 2 14 9 32

<Table 8> Tteoks using buckwheat as a main ingredient (early and middle Joseon dynasty)

시대 문헌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 떡 계

조선시대

(전기)
산가요록

(1449년) 雜餠(잡병) 1

계 - - 1 - - 1

조선시대

(중기)

도문대작

(1611년)
石木耳餠

(석이병)
1

음식디미방

(1670년경)
젼화법

{煎花法(전화법)}
1

주방문

(1600년대 말엽)
곳전(花煎) 

겸졀편법(兼節餠)
2

계 1 - - 3 - 4

<Table 9> Tteoks using buckwheat flour as a main ingredient(late Joseon dynasty)

시대 문헌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 떡 계

조선시대

(후기)

증보산림경제

(1767년)
火餠法(화병)
 餠法(훈툰떡)

2

규합총서

(1815년경)
권젼병

{卷煎餠(권전병)}
1

임원십육지

(1827년) 火餠方(화병방) 渾沌餠方(혼돈병방) 2

계 1 - -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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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록」에 薯 餠(서여병, 마) 1종,「사시찬요초」에 餠(병)

1종으로 총 5종이 소개되었으며, 친 떡과 삶은 떡은 나타나

지 않았다. 조선시대 중기에는 찐 떡은「산림경제」에 防檢

餠(방검병)과 石耳餠(석이병, 석이떡) 2종, 지진 떡은「음식

디미방」에 섭산삼법등 2종,「요록」에 水煮(수자) 1종, 기

타 떡은「도문대작」에 蔘餠(삼병) 1종,「지봉유설」에 松

膚之餠(송부지병)등 2종,「요록」에 山藥餠(산약병)등 3종

으로, 총 11종이 소개되었으며, 친 떡과 삶은 떡은 나타나

지 않았다.

「산가요록」의 갈분전병은 주재료가 생칡뿌리로 뿌리를

한꺼번에 전분을 만들어 저장했다가 떡을 만든 것이다.「수

운잡방」의 계란병은 어육, 초피, 생강을 섞고 만두소처럼

하여, 계란을 번철에 얇게 부쳐 더울 때 싸서 가장자리를 여

며 초장에 찍어 먹는다.「지봉유설」의 송부지병은 소나무

껍질로 조리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요록」의 산약병

은 서여와 밤, 잣, 후추, 건시, 대추를 섞어 방아에 찧어 떡

을 만들어 탄알크기로 빚어 참기름에 볶은 것이고, 山蔘餠

(산삼병)은 산삼껍질을 벗겨 잘게 썰어 찹쌀가루에 꿀물로

반죽하여 기름에 지진 떡이다. 출전은 주재료가 기장쌀이

며, 水煮(수자)는 녹두를 이용한 떡으로 겉녹두 3되를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곱게 갈아 기름 2홉을 솥에 바르고 앞자로

소를 넣으며 수저로 떠 놓아 지진 것이다.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 사용한 기타 재료는 생칡가루, 계

란, 소나무껍질, 서여, 밤, 후추, 건시, 대추, 산삼껍질, 녹

두, 밤, 대추, 호도, 감 등이 사용되었다.

2)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후기에 기타 재료를 주재료로 한 떡은 <Table

11>과 같다. 조선 후기에 찐 떡은「성호사설」에 차수병( 手

餠) 등 2종,「증보산림경제」에 風嶽石耳餠法(풍악석이떡)

등 2종,「임원십육지」에 方(차고방) 등 4종으로 모두

8종이 소개되었다. 친 떡은「성호사설」에 산증병(散蒸餠)

등 2종이 소개되어졌다. 삶은 떡은「임원십육지」에 大耐

方(대내고방) 1종이 소개되어있다. 지진 떡은「규합총서」

에 셔녀향병{薯 香餠(서여향병)} 등 2종,「임원십육지에

眞甘餠方(진감병방) 등 2종,「시의전서」에 밤주악 1종으로

모두 5종이 소개되었으며, 기타 떡은「규합총서」에 건시단

자(乾木市團子) 1종,「임원십육지」에 復爐燒餠方(부로소병방)

1종,「시의전서」에 건시단자 1종으로 모두 3종으로, 조선

후기에 총 19종이 나타났다.

조선시대 전기에 기타 재료를 이용한 떡은 찐 떡 2종

(20%), 지진 떡 2종(40%), 기타 떡 2종(40%)로 나타났다.

중기에는 찐 떡 2종(18.2%), 지진 떡 4종(27.3%), 기타 떡

5종(54.5%)으로 나타난 반면, 후기에는 찐 떡 8종(42.1%),

친 떡 2종(10.5%), 지진 떡 5종(26.3%), 삶은 떡 1종

(5.3%), 기타 떡 3종(15.8%) 으로 전기와 중기에 비해 조

선시대 후기에는 기타 재료를 이용한 떡의 조리법이 다양함

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찹쌀로 만든 떡을 비롯하여 조선후기에 떡의 종

류가 증가하고 조리방법이 다양해 진 것은 조선 후기의 상

공업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호사설」에 두고는 주재료가 껍질을 벗긴 팥을, 「증

보산림경제에 풍악석이떡은 귀리를, 보리떡은 보리를 주재

료로 하여 만든 찐 떡이다.「규합총서」에 서여향병은 마를

꿀에 재워 찹쌀가루를 묻혀 지져 낸 전병의 일종이다. 부드

럽고 연한 맛으로 노인이나 환자의 건강식으로 좋다고 한

<Table 10> Tteoks using other ingredients as a main ingredien (early and middle Joseon dynasty)

시대 문헌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 떡 계

조선시대

(전기)

산가요록

(1449년)
山參餠

(산삼병, 더덕)
葛粉煎餠

(갈분전병, 칡가루 전병) 薯 餠(서여병, 마) 3

사시찬요초
(1475-1483) 餠(병) 1

수운잡방

(1500년대초엽) 鷄卵餠(계란병) 1

계 1 - - 2 2 5

조선시대

(중기)

도문대작

(1611년) 蔘餠(삼병) 1

지봉유설

(1611년)
松膚之餠(송부지병)
 山參之 (산삼지고)

2

음식디미방

(1670년경)
섭산삼법

빈쟈법{貧者法(빈자법)}
2

요록

(1680년경) 水煮(수자)
山藥餠(산약병)
山蔘餠(산삼병)
 朮煎(출전)

4

산림경제

(1715년경)

防檢餠(방검병) 
石耳餠

(석이병, 석이떡)
2

계 2 - - 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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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의전서」에 건시단자는 건시(곶감)를 얇게 저며 꿀

에 쟀다가 황률소를 넣어 반듯반듯 틈 없이 싸 잣가루를 묻

힌 것이다.「임원십육지」에서 대내고방은 주재료가 토란인

떡이고, 차고방은 조, 진감병방은 찰기장 가루, 산약호병방

은 익힌 마, 신선부귀병은 삽주, 창포 그리고 마를, 대내고

방은 생토란, 옥고량병방은 옥수수, 부로소병방은 소유병가

루를 주재료로 하여 다진 호두를 소로 하여 구운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용 된 기타 재료로는 팥, 귀리, 보리, 마,

곶감, 토란, 조, 찰기장 가루, 삽주, 창포 그리고 마, 옥수

수 소유병가루가 사용되었다.

III. 요약 및 결론

조선시대 문헌인「산가요록」,「사시찬요초」,「용재총

화」,「수운잡방」,「도문대작」,「지봉유설」,「음식디미

방」,「요록」,「주방문」,「산림경제」,「국역 성호사설」,

「증보산림경제」, 「원행을묘정리의궤」,「규합총서」,「임

원십육지」,「역주 동국세시기」,「역주 렬양세시기」,「음

식방문」,「연세대 규곤요람」,「시의전서」,「부인필지」

등 21책에 수록되어 있는 떡류를 주재료에 따라서 분류하고

다시 조리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조선시대에 멥쌀을 주재료로 한 떡은 전기에는 1종, 중

기에 15종, 후기에 84종으로 모두 100종이었다. 조리방법

은 전기에는 찐 떡만 보인 반면, 중기에는 찐 떡 11종(73.3%)

친 떡 4종(26.6%)이 나타났다. 후기에는 찐 떡 63종(75%),

친 떡 18종(21.4%), 지진 떡 1종(1.2%), 삶은 떡 2종(2.4%)

과 같이 다양한 조리방법이 활용되었다.

2. 찹쌀을 주재료로 한 떡은 조선시대 전기에 6종, 중기

에 24종, 후기에 120종으로 모두 150종이었다. 조리방법은

전기에 지진 떡이 2종(23.3%)으로 높았으며, 중기에는 지

진 떡 8종(33.3%)과 찐 떡 9종(37.5%)의 비율이 거의 동

일하였다. 후기에는 찐 떡과 지진 떡은 모두 40종(33.9%)

이었으며 그밖에 친 떡 24종(20.3%)과 삶은 떡 15종(12.7%)

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3.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떡은 전기에는 없었으며 중기에

6종, 후기에 32종으로 모두 38종이었다. 조리방법은 중기

에 찐 떡이 4종(66.7%)으로 높았고, 지진 떡 1종(16.7%),

기타 떡 1종(16.7%) 순이었으며 친 떡과 삶은 떡은 보고되

지 않았다. 후기에는 지진 떡이 14종(43.8%), 찐 떡 7종

(21.9%), 삶은 떡 2종(6.3%) 및 기타 떡 9종(28.1%) 이었다.

4. 메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떡은 전기에는 1종, 중기에 4

종, 후기에 5종으로 모두 10종이었다. 조리방법은 전기에는

삶은 떡 1종만 보고되었다. 중기에는 지진 떡 3종(75%), 찐

떡 1종(25%)인 반면, 후기에는 찐 떡 1종(20%), 지진 떡 1

종(20%) 및 기타 떡 3종(60%)으로 나타났다.

5. 기타 재료를 이용한 떡은 전기에 5종, 중기에 11종,

후기에 19종으로 모두 35종이었다. 조리방법은 전기에는

찐 떡 1종(20%), 지진 떡과 기타 떡이 각각 2종(40%)인

반면, 중기에는 찐 떡 2종(18.2%), 지진 떡 4종(36.4%),

기타 떡 5종(45.5%)이었다. 후기에는 찐 떡 8종(42.1%),

친 떡 2종(10.5%), 지진 떡 5종(26.3%) 기타 떡 3종

(15.8%)로 후기에는 기타 재료를 이용한 떡의 조리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조선시대 떡류의 주재료는 찹쌀>멥쌀>밀가루>기

타 재료>메밀 순이었으며 특히 멥쌀과 찹쌀의 비율은 1:1.5

로 나타나 찹쌀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선시대 전기에서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떡류의 종

<Table 11> Tteoks using other ingredients as a main ingredient (late Joseon dynasty)

시대 문헌 찐 떡 친 떡 삶은 떡 지진 떡 기타 떡 계

조선시대

(후기)

성호사설

(1763년)
차수병( 手餠)
두고(豆 )

산증병
(散蒸餠) 
산병(散餠) 

4

증보

산림경제

(1767년)

風嶽石耳餠法

(풍악석이떡)
大麥餠法(보리떡)

2

규합총서

(1815년경)

셔녀향병

{薯 香餠(서여향병)}
 빙쟈{餠子(병자),빙자}

건시단자
(乾 團子) 3

임원십육지

(1827년)

方(차고방)
楓嶽石耳餠方

(풍악석이병방)
神仙富貴餠方

(신선부귀병방) 
玉高梁餠方

(옥고량병방)

大耐方

(대내고방)
眞甘餠方(진감병방)

 山藥胡餠方(산약호병방)
復爐燒餠方

(부로소병방)
8

시의전서

(1800년대말엽) 밤주악 건시단자 2

계 8 2 1 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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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각 주재료에 따른 조리방법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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