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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에서 친정을 바라보며        

踰大關嶺望親庭

내 고향 천리라 산 첩첩 아득한데   

千里家山萬疊峰

꿈결에도 돌아가 머무르고 싶어라   

歸心長在夢魂中

한송정 물가에 외로이 뜬달         

寒松亭畔孤輪月

경포대 앞에는 서늘한 바람         

鏡浦臺前一陣風

모래밭 갈매기 어지러이 날고       

沙上白鷗恒聚散

바다에는 고깃배 오고 가누나       

海門漁艇每西東

어느 때에 강릉길 다시 돌아가      

何時重踏臨瀛路

색동옷 갈아입고 바느질 할꼬       

更着斑衣膝下縫     

늙으신 어머니 홀로이 계시는데     

慈親鶴髮在臨瀛

한양으로 향하는 외로운 이 마음    

身向長安獨去情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回首北村時一望

저문 산엔 흰 구름만 날아 내리네   

白雲飛下暮山靑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저려오는 이 시는 이율

곡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가 38세 때 강릉 친정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도중에 지은 시의 전문이다. 

오죽헌에서 율곡을 낳고 친정에서 지내다가 5살 된 

율곡의 손을 잡고 서울 시집으로 향하며 대관령을 

넘는다. 대관령에서 강릉 친정 쪽을 바라보며 늙으

신 홀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

을 돌려야 하는 안타까운 심경을 읊은 시이다. 기약 

없는 다음에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실까? 살아서 다

시 뵈올까? 둘째 딸의 노모에 대한 걱정은 구름 피

어오르듯 끝이 없는 듯하다.

대관령 터널이 뚫리기 전까지만 하여도 강릉길은 

멀고도 험하였다. 대관령 고갯마루에서 차도 쉴 겸, 

지친 운전자도 쉴 겸 강릉 쪽을 바라보면 뭉실 떠오

르는 흰 구름과 푸른 바다가 밀려와 아련히 신사임

당의 시가 생각났다. 강릉은 분명 내 마음속 어머니

가 계시는 곳이었다. 큰 산맥이 가로막아 쉽게 갈 수

도 없어 더욱 그리운 곳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젠 

이런 멋도 사라져 버렸다. 꼬불꼬불 주름 잡힌 대관

령을 꼬치로 꿰듯 산맥을 뻥 뚫어 아무런 감정 없이 

강릉에 들어가 버린다. 물론 옛길 따라 정취도 느낄 

수 있겠지만 시간, 돈, 경제라는 속도전에 밀려 탄환 

튀어나오듯 터널을 통과한다. 빠른 건 좋지만, 추억

을 잃어버리고 낭만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강릉은 반갑다. 푸른 바다가 출렁이고 잔

잔한 경포호수가 아늑하며 시원한 솔 그늘의 초당 

동네가 있기 때문이다. 초당마을은 강릉 경포호수 

남쪽 가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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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들어선 곳은 경포호수와 바다가 만나 모

래언덕을 감싸고 있는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고 솔숲 동쪽은 푸른 바다가 출

렁이고 서쪽은 경포호에서 흘러나온 물이 해안선을 

따라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자리 잡은 곳

이 바로 강릉의 초당두부 촌이다. 

초당두부라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이 마을에 살

았던 조선 중기 경상 감사를 지낸 문인 허엽(許曄, 

1517～1580)의 호가 초당(草堂)이기 때문이다. 허

엽이 이곳에서 바닷물을 간수로 하여 두부를 만들

기 시작하여 붙인 이름이라 한다. 하지만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한 예는 조선왕조실록 문종 1년 신미

(1451, 경태 2)에 두부를 만드는데 바닷물을 사용

하거나 소금을 녹인 융액을 간수로 사용한다는 이

야기가 있으므로 초당 허엽 이전에도 바닷가에서

는 두부를 만들 때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강릉 초당마을에서는 바닷물을 간수로 하

여 두부를 만드는 전통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져서 그 맛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살았던 

허엽의 호를 따서 초당두부라 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

는 일이다. 솔숲 한복판에는 이른바 허씨 5대 문장가

인 허엽, 허성, 허봉, 허초희, 허균을 길러 내고 조선 최

고 여류시인인 난설헌 허초희와 소설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이 살았던 허엽의 옛집이 안쪽 깊숙한 곳

에 자리하고 있어 초당마을은 더욱 유명하다.

 허초희가 지은 죽지사 3(竹枝詞 三)에서 보면 초

당에 있는 자신의 집의 풍광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우리 집은 강릉 땅 돌 쌓인 바닷가로

家住江陵積石磯      

집 앞에는 내가 흘러 비단옷을 빨았어요. 

門前流水浣羅衣       

아침이면 한가하게 목란 배 매어놓고

朝來閑繫木蘭棹    

짝지어 나는 원앙새가 부러워 바라보아요. 

貪看鴛鴦相伴飛

지금도 초당 집은 서쪽으로 허난설헌이 빨래하던 

시내가 흐르고 눈앞의 동쪽에는 푸른 바다가 춤을 

추고, 조금만 솔 숲길을 걸으면 경포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인기척에 놀란 원앙 한 쌍을 부러워하였

다는 대목은 가슴이 아프다. 자신의 결혼이 행복하

지 않을 것을 예감이라도 하였을까? 천재 시인은 끝

내 28세의 나이로 경기도 광주에서 요절하고 만다. 

어쨌거나 허엽이 초당에서 두부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그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 우

리 민족은 콩과 함께 2,000년을 넘게 살아온 백두(白

頭)·태백(太白)의 민족이다. 우리 민족만 콩을 두

(豆)라기 보다는 태(太)라는 표현을 하였다. 서목태

(鼠目太), 청태(靑太), 흑태(黑太), 백승태(百升太) 

등 콩을 클 태(太)로 말한 것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 

콩이었을 가능성 또한 크다. 

태극(太極)이란 뜻은 하늘과 땅이 나뉘기 이전 우

주 만물이 생긴 근원을 말하는데 우리 민족은 그 의

미를 콩(太)에서 찾은 것 같다. 태평성대(太平聖代) 

또한 임금이 백성에게 콩을 평등하게 잘 나누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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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룩된 세상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두만강

(豆滿江) 역시 ‘콩이 익는 강’, ‘콩이 가득한 강’으로 

이해되어 우리 민족은 만주 벌판에서 생산된 콩을 

기반으로 나라를 세웠음을 느낄 수 있다. 

이덕무는 『청장관전서』 제52권 「이목구심서 5」

에서 말하길 “식견이 저속한 선비는 또 글자의 뜻

을 모른다. 대두(大荳)와 소두(小荳)를 분별하지 

못하고 매양 두태(豆太)라고만 일컫는데, 대개 두

(荳)를 소두라 하고 태(太)는 대두라 한다. 심지어 

표문(表文)을 짓는 자가 두분(豆分)과 태평(太平)

으로 대구를 삼았으니 고루(固陋)하구나. 옛 풍속

에 관가의 기록에 대두 몇 섬이라고 적으려면 번거

로워 갖추어 적기가 어려워서 대(大)자만 쓰고, 그 

밑에다 점 하나를 찍어서 콩 모양을 나타내었다. 

이것이 오래되자 차츰 어긋나서 대(大)와 점을 합

쳐 태(太)자로 되었고 온 세상이 모두 대두(大荳)

를 태(太)라 하는 것이 굳어져 이제는 피할 수 없

게 되었다. 푸른 생콩을 세속에서는 청태(靑太)라 

한다.” 하였다. 이덕무는 이 글에서 다분히 중국적

인 시각에서만 논하여 콩을 태(太)라 함은 식견이 

저속하다고 말하였으나 이 말은 결국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콩을 두(豆)라는 표현보다 태(太)로 

표현했음을 반증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호사설』 만물문에 보면 “두부가 시작된 것은 

중국의 회남왕 유안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나 옛

날부터 만주 지역에서 콩을 심어 생활하던 우리 민

족의 식습관으로 볼 때 두부 또한 우리 민족이 콩으

로부터 개발한 중요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콩에 대

한 우리 민족의 사랑은 여러 가지 음식으로 발전하

여 수천 년을 이어왔다. 콩을 소금과 함께 발효시켜 

건져낸 것이 된장, 걸러낸 물을 끓인 것이 장물인 간

장이다. 이렇듯 소금과 콩의 조화를 일찍이 간파한 

[사진제공 | 권중걸]

어릴 적만 하여도 집집마다 

맷돌이 있었고 겨울이면 두부를 만드느라 

가마솥이 펄펄 끓었다. 

두부는 어느 집에서라도 만들어 먹었던 

식물성 고단백 식품이었다. 



우리민족은 소금에서 나온 융액인 간수를 이용하여 

콩을 가공식품으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두부이다. 

어릴 적만 하여도 집집마다 맷돌이 있었고 겨울

이면 두부를 만드느라 가마솥이 펄펄 끓었다. 두부

는 어느 집에서라도 만들어 먹었던 식물성 고단백 

식품이었다.    

실제로 두부를 만들어 길거리에서 나누어준 이야

기가 있다. 김종서의 『고려사절요』 제2권 성종 문의

대왕(成宗文懿大王) 임오 원년(982), 송 태평흥국 7

년·요 건형 4년을 보면 “성상께서 미음과 술과 두

붓국을 길가는 사람에게 보시하시니(聖上，以漿酒

豉羹，施與行路)”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000년 전

에 벌써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일반 백성에게 나누

어주는 보편적인 음식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부 솜씨는 중국 황제를 

기쁘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0년 무신(1428, 선덕 3) 2월 11일(계해)에 보면 “공

조 판서 성달생(成達生)이 명나라에 있으면서 보고하

기를, 사신 백언(白彦)이 찬녀(饌女)를 시켜 술, 과일, 

두부(豆腐)를 만들어 올리니, 황제가 매우 가상(嘉尙)

히 여겨 곧 백언을 어용감 소감(御用監小監)으로 제수

(除授)하고 관대(冠帶)를 내려 주었습니다.” 하였다.

조상의 기술을 잘 지켜온 초당 동네 사람들은 굳

이 일반적인 두부제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소

금의 간수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바로 얻는 지혜를 지녔다. 청정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이 초당두부 맛의 매력이다. 바닷물을 간수로 사

용하면 응고속도가 빨라 두부가 단단해지기 쉬우나 

두부 맛이 일반 간수를 사용할 때 보다 쓴맛이 없어 

고소하고 씹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초당두부는 만

들자마자 바로 먹는 것이 최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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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권중걸]

우리 민족은 콩과 함께 

2,000년을 넘게 

살아온 백두(白頭)·

태백(太白)의 민족이다. 

우리 민족만 콩을 두(豆)라기 

보다는 태(太)라는 표현을 하였다.



만드는 방법이야 우리 조상들이 늘 해왔던 여느 

두부 만드는 방법과 다르지 않으나, 오직 청정 바닷

물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초당두부는 진가를 

발휘한다. 천연 염화마그네슘(MgCl2·6H2O) 2%의 

맛이 초당두부를 두부의 제일인자로 만들었다. 초당

마을 사람들은 2%의 비밀을 예부터 잘 전승하여 왔

기 때문에 오늘의 두부 맛을 자랑할 수 있었다. 초당

두부의 맛은 수분 함량이 높고 결착성이 좋아 조직

이 부드럽고 쓴맛이 없어 고소하다. 

우리 조상들이 느꼈던 두부 만드는 법과 두부 예

찬은 세월이 가도 그 진가는 변함이 없다. 

권근은 『양촌문집』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맷돌에 콩을 갈아 눈빛 물 흐르거든  

 碾破黃雲雪水流    

타는 불 거두어 끓는 솥 물 식혀라      

揚湯沸鼎火初收

하얀 기름 엉긴 두부 틀 열어 놓으니   

凝脂濯濯開盆面         

옥 같은 모난 두부 소반머리에 가득하다 

截玉紛紛滿案頭   

아침점심 두부 있음 행복으로 여기거니  

自幸饔餐猶不廢     

구태여 고기 음식 번거로이 구하랴      

何須蒭豢更煩求          

병 끝에 하는 일 먹고 자는 일 뿐인데  

病餘日用唯眠食

한 번 배부르니 만사가 잊혀 지네      

一飽眞堪萬事休          

『산림경제』 제3권 구급(救急)에 두부(豆腐)가 형

장(刑杖)을 맞았을 때 태장(笞杖)의 독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고 전한다. “두부(豆腐) 조각을 염수(鹽

水)에 지져서 뜨겁게 하여 장 맞은 곳에 붙여 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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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마을 사람들의 2%의 비밀을 

예부터 잘 전승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의 두부 맛을 자랑할 수 있었다. 

초당두부의 맛은 수분 함량이 높고 

결착성이 좋아 조직이 부드럽고 

쓴맛이 없어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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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기(氣)가 찌는 것과 같아 두부가 즉시 붉어진

다. 두부가 붉어지면 다시 갈아 붙여 빛깔이 깨끗해

질 때까지 해주는데 썩어 문드러진 상처에도 적합

하다(杖傷 又片豆腐鹽水煮
。
熱鋪杖處

。
其氣如蒸

。
其

腐卽紫
。
復換貼

。
以色淡爲度

。
潰爛者亦宜).” 하여 이

러한 처방이 요즈음까지 내려와 수용소에 갇힌 사

람이 풀려 나오면 두부를 먹이는 일을 종종 볼 수 

있다.  

『성호사설』 제6권 만물문(萬物門)에 “콩은 오곡

(五糓)에 하나를 차지한 것인데, 사람이 귀하게 여

기지 않는다. 그러나 곡식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으

로 주장을 삼는다면 콩의 힘이 가장 큰 것이다. 후세 

백성들에는 잘 사는 이는 적고 가난한 자가 많으므

로,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은 다 귀현(貴

顯)한 자에게 돌아가 버리고, 가난한 백성이 얻어먹

고 목숨을 잇는 것은 오직 이 콩뿐이었다.” 하여 콩

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콩 발효 식품은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으뜸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

다. 콩은 현대인의 모든 병에 만병통치약으로 쓰일 

만큼 효능을 지니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래저래 콩과 두부는 우리 민족과 고락을 함께

해 온 귀중한 식품이다. 영양학적인 면이나 생태적

인 면이나 우리 민족의 식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

는 민족 공동 운명체 식품이다. 우리 민족은 능히 이 

콩 하나만으로도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살찌우며 

5,000년 역사를 빛내왔다. 한겨레는 콩의 자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허균은 어릴 때 뛰놀았던 고향 강릉을 단 네 글자

로 정확하게 나타내었다. 

아득한 푸른 바다    

萬里滄波  

온 하늘에 밝은 달   

一天明月 

두부 또한 우리 민족이 

콩으로부터 개발한 중요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콩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랑은 

여러 가지 음식으로 발전하여 

수천 년을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