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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and cooking methods for dasik (traditional pressed sweet), as recorded in 16 old Joseon dynasty

(1392-1909) studies. The ingredients used in dasik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categorized into cereal powders, tree fruits,

flower powders, root clods, dry-fish beef powders, and vegetables. In the early, middle, and late eras of the Joseon dynasty, 1st set

(two, five, and 70 kinds of dasik), 2nd set (two, four, and 16 kinds of dasik) were prepared using cereal powders, and during the

middle and late eras of the Joseon dynasty one and 22 kinds of dasik were prepared using tree fruits. During the late eras of the

Joseon dynasty, seven kinds of dasik were prepared using flower powders, 11 kinds of dasik were prepared using root clods, 12

kinds of dasik were prepared using dry-fish beef powders, and two kinds of dasik were prepared using vegetables. The frequency

of the ingredients were in the order of Huek-im (黑荏), Hwang-yul (黃栗), Jin-mal (眞末), Song-wha (松花), and Nok-mal (菉末)

during the Joseon dynasty. To prepare dasik, the ingredients were mixed with honey, soy sauce, sesame oil, pepper, and water or

ground and shredded to prepare for pressing and for abstract dasik, respectively. The appearance and taste of dasik varied, thereby

resulting in nutrient supplementation, as the types of ingredients increase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is observation may

be associated with the commercial industrial development that prevail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Further investigation will

be conducted on the recipes and ingredients recorded in these old studies to develop a standardized recipe for the globalization of

dasik.

Key Words: dasik (traditional pressed sweet), tea food, black sesame (黑荏), dry chestnut (黃栗), flour (眞末), pine

flower (松花), starch (菉末), yeon yul (燕栗), old literatures, Joseon dynasty

I. 서 론

다식의 유래는 고려시대 숭불사상으로 인한 음다의 풍속

과 고려시대 역대 왕들의 백성을 위한 권농정책으로 미곡생

산량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다.『고려사』

에 의하면 다식은 고려시대에는 팔관회, 연등회 그리고 왕실

연회 등 국가적 행사에서 사용하였으며,『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성종 원년(1469)에는 왕실의 사급(賜級)으로 다식이

사용되었으며 일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왜인(倭人)들과 교

류시 조선은 통신사를 통하여 전한물품에 다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다식의 사용은 흉년 등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하여 금령에 의하여 때로는 금지되기도 하였다(Lee &

Chung 1999). 다식은 진말다식과 밤다식이 소개되었으며 진

말다식은 밀가루를 볶아서 꿀·참기름·청주를 섞어 반죽

하여 다식판에 박아 암기와나 뜨겁게 달군 솥에 구웠다. 그

러나 지금은 익힌 가루를 꿀로 반죽하여 다식판에 찍는 조

리법으로 변화되었다(Cho 등 2008).

비록 製造技法은 단순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原料로 동원

된 범위는 실로 놀라울 정도로 곡분류(穀粉類)를 비롯하여

목실류(木實類: 나무열매류)·화분류(花粉類)·근괴류(根塊

類)·건어분류(乾魚粉類)ㆍ채소류(菜蔬類)와 같이 생활주변

의 자연물들이 총동원되는 양상을 보여줌에 따라 茶食類의

종류도 다양한 일로를 거듭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장

2008).

다식류에 관한 문헌적 연구 가운데 ‘다식의 유래와 조리과

학적 특성에 대한 문헌적 고찰’(Lee & Chung 1999)은 다식

의 유래를 역사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문헌을 통

하여 다식의 재료·종류와 제조방법 그리고 다식판의 재료

와 문양 등에 대한 조리과학적 분석을 하였으며, ‘한과류의

문헌적 고찰’(Lee & Maeng 1987)은 한과의 종류를 유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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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강정·산자류·다식류·전과류·숙실과류·과편류 및

엿강정류로 분류하여 이들 종류별 원료배합과 제조방법의 특

징을 기술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종합 정리

하였으며, ‘17세기 이전 조선시대 과정류의 문헌적 고찰’(Cho

등 2008)은 17세기 이전 과정류의 종류와 출현빈도·재료와

조리법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다식류를 중점으로 연구한 조

선시대 다식류의 종류 및 조리방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은 보

고되어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1392~1909)에 발간된 조리 및 식

품관련 고문헌 16책을 대상으로「山家要錄(산가요록)」(1449),

「需雲雜方(수운잡방)」 (1500년대 초엽),「屠門大嚼(도문대

작)」(1611년), 「閨 是議方(규곤시의방)」(1670년경), 「穡

經(색경)」(1676년),「要錄(요록)」(1680년경),「술 만드는

법」 (1700년대),「增補山林經濟(증보산림경제)」 (1767년),

「蘊酒法(온주법)」 (1700년대 후기),「園行乙卯整理儀軌(원

행을묘정리의궤)」 (1795년),「閨閤叢書(규합총서」 (1815년

경), 「林園十六志(鼎祖志)임원십육지(정조지)」(1827년),「農

政會要(농정회요)」 (1840년),「饌法(찬법)」 (1854년),「是

議全書(시의전서)」(1800년대 말엽),「婦人必知(부인필지)」

(1908년)의 문헌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는 전기(태조 1392년-명종 1567년), 중기(선조

1568년-경종 1724년), 후기(영조 1725년-순종 1909년)로 나

누고 조선시대에 기록된 다식류의 종류와 조리방법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우리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식의 세계화를 위한 조리법의 개발 및 산업화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조선시대 다식류의 종류

조선시대 16권 문헌에 수록된 다식류는 주재료에 따라서

곡분류(穀粉類), 목실류(木實類: 나무열매류), 화분류(花粉類),

근괴류(根塊類), 건어·육분류(乾魚·肉粉類), 채소류(菜蔬

類)로 분류하여 다식의 종류 및 조리방법을 고찰하였다.

1) 시대별 다식류의 종류

시대별 다식류의 종류는 <Table 1>과 같다.

조선시대 전기에는「산가요록」의 安東茶食法(안동다식

법)과「수운잡방」의 다식법으로 모두 2종, 중기에는「도

문대작」의 茶食(다식) 등 2종,「閨 是議方」의 다식법 1

종,「색경」의 造茶食法(조다식법) 1종,「요록」의 茶食(다

식) 1종으로 모두 5종, 후기에는「술만드는법」의 다식 1

종·「증보산림경제」의 胡麻茶食法(참깨다식법) 등 4종, 「온

주법」의 밤다식 등 2종,「원행을묘정리의궤」의 黑荏子茶

食(흑임자다식) 등 15종,「규합총서」의 흑임다식(黑荏子茶

食) 등 4종,「임원십육지(정조지)」의 巨勝茶食方(거승다식

방) 등 12종,「농정회요」의 胡麻茶食法(호마다식법) 등 5종,

「찬법」의 흑임(흑깨)다식 등 17종,「시의전서」의 흑임자

다식 등 7종,「부인필지」의 흙님다식 등 3종 모두 70종, 총

77종이 소개되었다.

2) 주재료에 따른 다식류의 종류

조선시대 다식의 재료가 매우 다양해짐으로 다식의 종류

를 주재료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곡분류(穀粉類)를 이용한 다식

조선시대 전기 眞末(밀가루)을 이용한 다식으로「산가요

록」의 安東茶食法(안동다식법)과「수운잡방」의 다식법으

로 모두 2종, 중기에는「도문대작」의 茶食(다식),「閨 是

議方」의 다식법,「색경」의 造茶食法,「요록」의 茶食(다

식)으로 모두 4종, 후기에는「농정회요」의 造眞麵茶食法(밀

가루다식) 1종, 총 7종이 소개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흑임자를 이용한 다식으로「술만드는법」

의 다식,「증보산림경제」의 胡麻茶食法(참깨다식법),「원

<Table 1> Dasiks according to the type of ingredients (Joseon dynasty)

시대 문헌

다식의 분류

곡분류

穀粉類

목실류

木實類

화분류

花粉類

근괴류

根塊類

건어·육분류

乾魚·肉粉類

채소류

菜蔬類

조선시대

(전기)

산가요록
(1449)

安東茶食法

(안동다식법)

수운잡방

(1500년대초엽)
다식법

조선시대

(중기)

도문대작
(1611)

茶食(다식)
栗茶食

(율다식)

閨是議方

(1670년경)
다식법

穡經(색경)

(1676년)
造茶食法

요록(1680) 茶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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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시대 문헌

다식의 분류

곡분류

穀粉類

목실류

木實類

화분류

花粉類

근괴류

根塊類

건어·육분류

乾魚·肉粉類

채소류

菜蔬類

조선시대

(후기)

술만드는법

(1700년대)
다식

증보산림경제
(1767)

胡麻茶食法

(참깨다식법)

乾栗茶食法

(건율다식법)

雜果茶食法

(잡과다식법)

松花茶食法

(송화다식법)

蘊酒法

(1700년대후기)
밤다식 숑화다식

원행을묘

정리의궤
(1795)

黑荏子茶食

(흑임자다식)

黃栗茶食

(황율다식)

黃栗橡實茶食

(황율상실다식)

雜糖茶食

(잡당다식)

松花茶食

(송화다식)

山藥茶食

(산약다식)

紅葛粉茶食

(홍갈분다식)

大口茶食

(대구다식)

廣魚茶食

(광어다식)

鰕屑茶食

(하설다식)

全鰒茶食

(전복다식)

生雉茶食

(생치다식)

黃肉茶食

(황육다식)

牛脯茶食

(우포다식)

辛甘草茶食

(싱검초다식)

규합총서
(1815)

흑임다식

녹말다식

황뉼다식

뇽안다식

임원십육지
(1827)

巨勝茶食方

(거승다식방)

綠豆粉茶食方

(녹두분다식방)

乾栗茶食方

(건율다식방)

橡子茶食方

(상자다식방)

棗油錠方

(조유정방)

松黃茶食方

(송황다식방)

山藥茶食方

(산약다식방)

薑粉錠方

(강분정방)

甘藷粉茶食

(감저분다식)*

葛粉茶食

(갈분다식)*

蕨粉茶食

(궐분다식)*

藕粉茶食

(우분다식)*

農政會要

(1840년)

胡麻茶食法

(참깨다식)

造眞麵茶食法

(밀가루다식)

乾栗茶食法

(건율다식)

雜果茶食法

(잡과다식)

松花茶食法

(송화다식)

饌法

(1854년)

흑임(흑깨)다식

진임(백깨)다식

(홍백)녹말다식

황뉼다식

상실다식

잣다식

잡과다식

밀조다식 

뇽안육다식

연뉼다식

숑화다식
山藥茶食

(산약다식)

광어다식

젼복다식*

건치다식

포육다식*

*기록만있음

당저다식

시의전서

(1800년대 말엽)

흑임자다식,

녹말(綠末)다식
황율다식 숑화다식

강분다식

갈분다식
전복다식

부인필지(1908)
흙님다식

녹말다식
용안육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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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묘정리의궤」의 黑荏子茶食(흑임자다식),「규합총서」

의 흑임다식(黑荏子茶食),「임원십육지」의 巨勝茶食方(거승

다식방),「농정회요」의 胡麻茶食法(참깨다식),「饌法(찬법)」

의 흑임(흑깨)다식,「시의전서」의 흑임자다식,「부인필지」

의 흙님다식 모두 9종이 소개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흰 깨를 이용한 다식은「饌法(찬법)」의 진

임(백깨)다식 1종이 소개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녹말을 이용한 다식은「규합총서」의 녹말

다식(菉末茶食),「임원십육지」의 綠豆粉茶食方(녹두분다식

방),「饌法(찬법)」의 (홍백)녹말다식,「시의전서」의 녹말

(綠末)다식,「부인필지」의 녹말다식으로 모두 5종이 소개되

었다.

(2) 목실류(木實類)를 이용한 다식

조선시대 중기 밤을 이용한 다식으로「도문대작」의 栗茶

食(율다식) 1종, 후기에는「증보산림경제」의 乾栗茶食法(건

율다식법),「蘊酒法」의 밤다식,「원행을묘정리의궤」의 黃

栗茶食(황율다식),「규합총서」의 황뉼다식(黃栗茶食),「임

원십육지」의 乾栗茶食方(건율다식방),「농정회요」의 乾栗

茶食法(건율다식),「饌法(찬법)」의 황뉼다식,「시의전서」

의 황율다식 모두 8종, 총 9종이 소개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잡과를 이용한 다식으로「증보산림경제」

의 雜果茶食法{잡과(밤·곶감·대추·호도살)다식},「원행

을묘정리의궤」의 雜糖茶食{잡당(대추·귤·민강·잣)다식},

「임원십육지」의 棗油錠方{조유(대추)정방},「농정회요」의

雜果茶食法(잡과다식),「饌法(찬법)」의 잡과다식·밀조다식

{蜜棗(대추)다식} 모두 6종이 소개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용안을 이용한 다식으로「규합총서」의 뇽

안다식(龍眼茶食),「饌法(찬법)」의 뇽안육(용안)다식, 「부

인필지」의 용안육다식 모두 3종이 소개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상말(도토리가루)을 이용한 다식으로「원

행을묘정리의궤」의 황율상실다식,「임원십육지」의 橡子茶

食方(상자다식방),「饌法(찬법)」의 상실다식 모두 3종이 소

개되었으며, 백자말(잣가루)을 이용한 다식으로「饌法(찬

법)」의 잣다식 1종, 연률(燕栗)을 이용한 다식으로「饌法

(찬법)」의 연뉼(燕栗)다식 1종이 소개되었다.

(3) 화분류(花粉類)를 이용한 다식

조선시대 후기 송화를 이용한 다식으로「증보산림경제」

의 松花茶食法(송화다식법),「蘊酒法」의 숑화다식,「원행

을묘정리의궤」의 松花茶食(송화다식),「임원십육지」의 松

黃茶食方(송황다식방),「농정회요」의 松花茶食法(송화다식),

「饌法(찬법)」의 숑화다식,「시의전서」의 송화다식 모두 7

종이 소개되었다.

(4) 근괴류(根塊類)를 이용한 다식

조선시대 후기 갈분(葛粉, 칡 전분)을 이용한 다식으로「원

행을묘정리의궤」의 紅葛粉茶食(홍갈분다식),「임원십육지」

의 葛粉茶食(갈분다식),「시의전서」의 갈분다식 모두 3종,

강분(薑粉, 생강 전분)을 이용한「임원십육지」의 薑粉錠方

(강분정방),「시의전서」의 강분다식 모두 2종, 궐분(蕨粉, 고

사리 가루)을 이용한「임원십육지」의 蕨粉茶食(궐분다식)

1종, 우분(藕粉, 연근가루)을 이용한「임원십육지」의 藕粉

茶食(우분다식) 1종, 산약(山藥, 마)을 이용한「원행을묘정

리의궤」의 山藥茶食(산약다식),「임원십육지」의 山藥茶食

方(산약다식방),「饌法(찬법)」의 山藥茶食(산약다식) 모두 3

종, 甘藷(감저, 고구마)를 이용한「임원십육지」의 甘藷粉茶

食(감저분다식) 1종이 소개되었다.

(5) 건어·육분류(乾魚·肉粉類)를 이용한 다식

조선시대 후기 건어류를 이용한 다식으로「원행을묘정리

의궤」大口茶食(대구다식)·廣魚茶食(광어다식)·鰕屑茶食

{하설(새우가루)다식}·全鰒茶食(전복다식),「饌法(찬법)」

광어다식·젼복(전복)다식,「시의전서」전복다식 모두 7종,

꿩을 이용한 다식으로「원행을묘정리의궤」의 生雉茶食{생

치(꿩)다식}과「饌法(찬법)」의 건치다식 모두 2종, 소고기

를 이용한 다식은「원행을묘정리의궤」의 黃肉茶食{황육(쇠

고기)다식}·牛脯茶食(우포다식) 2종,「饌法(찬법)」의 포육

다식 1종, 모두 3종이 소개되었다.

(6) 채소류(菜蔬類)를 이용한 다식

싱검초를 이용한「원행을묘정리의궤」의 辛甘草茶食(싱검

초다식) 1종과, 당귀를 이용한「饌法(찬법)」의 당저다식 1

종, 모두 2종이 소개되었다.

2. 조선시대 다식류의 조리방법

조선시대 다식류의 주재료를 곡분류(穀粉類)를 비롯하여

목실류(木實類: 나무열매류), 화분류(花粉類), 근괴류(根塊

類), 건어·육분류(乾魚·肉粉類), 채소류(菜蔬類)로 나누어

다식류의 재료와 조리방법을 고찰하였다.

1) 곡분류다식(穀粉類茶食)

곡분(穀粉)을 활용하였던 다식류 가운데 조선시대 전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진말다식(眞末茶食: 밀가루다식)이였

으며, 조선시대 후기에는 흑임자다식(黑荏子茶食), 지마다식

(芝麻茶食: 흰깨다식), 녹말다식(綠末茶食)이 소개되었다.

(1) 진말다식류(眞末茶食類: 밀가루다식류)

진말다식은 진말(밀가루)에 꿀ㆍ참기름ㆍ청주를 섞어 반죽

하여 다식판에 박은 것이며, 진말다식의 종류로는 安東茶食

法(안동다식법), 다식법, 茶食(다식), 다식법, 造茶食法, 茶食

(다식), 造眞麵茶食法(밀가루다식)이 기록되어 있다. 진말을

이용한 다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Table 2>와 같다.

진말다식의 주재료는 밀가루이고 단맛 및 결착시키는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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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료로 꿀이 대부분 사용되었으나「요록」의 茶食1은 조

청이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는 다식의 첨가

원료로 청주를 사용하다가 후기에는 청주의 사용이 보여지

지 않았는데,「閨 是議方(규곤시의방)」에서는 “청주를 조

금 넣고 만들면 매우 연하다”라고 소개되었다.

진말다식의 특징은 날 밀가루ㆍ볶은 밀가루를 주재료에 따

른 조리법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볶은 밀가루에 꿀과 참기

름으로 반죽한「산가요록」의 안동다식법ㆍ「도문대작」

의 茶食ㆍ「요록」의 茶食ㆍ「음식디미방」의 다식법(茶食

法)은 포숙법(火包熟法)으로 개와(盖瓦)를 이용하되 아랫기와

위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종이를 깔고 조형물을 올려 놓은

다음 기왓장을 덮어서 상하의 기왓장 속에 싸인 조형물을 만

화(慢火)로 구워 냈으며, 날밀가루에 꿀과 참기름으로 반죽

한「수운잡방」의 다식법ㆍ「색경」의 造茶食法(眞末다식)

ㆍ「농정회요」의 造眞麵茶食法(밀가루다식)은 오숙법(熬熟

法)으로 열오(熱熬, 뜨거운 번철)에 종이를 깔고 그 위에서

구워 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문대작」의 茶食은 “安東人造之味最好”라 하여「산가

요록」의 安東茶食法(안동다식법)과 같은 조리법인 포숙법으

로 추측되어지며, 한편「요록」에서는 두 가지 조리법인 포

숙법과 오숙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각색다식은 황률다식, 송화다식, 흑임

자다식, 갈분다식을 말한다. 주재료 구성에서 황률 대신에 眞

末의 기록으로 보아, 진말다식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2) 흑임자다식류(黑荏子茶食類)와 지마다식류(芝麻茶食類:

흰깨다식류)

흑임자다식은 곡분을 이용한 다식류 가운데서 진말다식에

뒤이어 비교적 빠른 시기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며, 전

래의 성서류(成書類) 가운데서 최초로 이 흑임자다식의 제조

법을 밝힌 것은「증보산림경제」이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여

기서는 호마다식이란 이름으로 그의 제조법이 밝혀지고 있

다(장 2008). 흑임자다식의 종류로는 다식, 胡麻茶食法(참깨

다식법), 黑荏子茶食(흑임자다식), 흑임다식(黑荏子茶食), 巨

勝茶食方(거승다식방), 胡麻茶食法(참깨다식), 흑임(흑깨)다

식, 흑임자다식, 흙님다식이 소개되었으며 주재료를 흰깨를

이용한 다식으로는 진임(백깨)다식이 기록되어 있었다.

흑임자ㆍ깨를 이용한 다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Table 3>

과 같다.

흑임자다식은 검은깨를 쪄서 말리기를 아홉 번 반복하여

볶은 후 가루로 만들어 꿀로 반죽하여 다식을 박는 것으로

「규합총서」흑임다식(黑荏茶食)·「임원십육지」巨勝茶食

方(거승다식방)·「饌法」흑임(흑깨) 다식·「부인필지」흙

님다식(흑임다식)에서는 다식판 글자에 설탕가루로 메우고

다식을 박으면 검은 비단에 흰글자를 수 놓은 것 같아 아주

먹음직스럽다 하였으며, 「시의전서」흑임자다식에서는 잣

가루를 다식판에 뿌리고 박아야 잘 빠지고 세 번을 쪄야 윤

택하고 좋다고 소개하였다.「증보산림경제」胡麻茶食法(참

깨다식법)·「임원십육지」巨勝茶食方(거승다식방)·「농정

<Table 2> Cooking method of dasiks using flour in Joseon dynasty

분류 다식이름 주재료 부재료 조리 방법 가열방법 문헌

진말

安東茶食法

(안동다식법)
밀가루 

① 꿀

② 참기름

③ 청주

밀가루를 누렇게 볶아 ①②③로 반죽→암기와 속에 희고 굵은 모래

를 깔기→그 위에 종이 깐다→다식을 늘어 놓는다→또 다른 암기

와로 덮는다→뭉근한 불로 아래 위를 열기가 가도록 하여 굽는다.

火包熟法

포숙법

산가요록

(1449년)

다식법 밀가루 

① 꿀

② 참기름

③ 청주

밀가루에 ①②③로 반죽→이것을 작은 덩어리로 떼어→여러 모양의 

틀에 찍어 낸 후→쟁개비 밑에 숯불을 피워 굽는다→그 빛깔이 담

황색이고 말라 있으면 익은 것이니 내어서 쓴다.

熬熟法

오숙법

수운잡방

(1500년대

초엽)

茶食

(다식)
안동사람이 만든 것이 가장 맛있다.

火包熟法

포숙법

도문대작

(1611년)

다식법

(茶食法)
밀가루 

① 청밀 

② 참기름

③ 청주

눋도록 볶은 밀가루에 ①②③로 반죽→기왓장 위에 흰 모래 위에 

깨끗한 종이를 깔기→그 위에 다식을 벌여 놓고→종이를 덮은 후

→암기와로 덮는다.

火包熟法

포숙법

閨是議方

(1670년경)

造茶食法 眞末
① 꿀

② 참기름

진말(밀가루)에 ①②로 반죽→뜨거운 번철에 종이를 깔고 위에 흩

어 놓는다→엷은 황색이 돌면 곧 꺼낸다.

熬熟法

오숙법

색경

(1676년)

茶食1 밀가루 

① 조청

② 참기름

③ 청주

밀가루에 ①②③로 반죽→다식판에 찍어서→다른 그릇에 널어 놓는

다→숯불 위에 가마솥→솥안에 유지→그 위에 다식을 배열→솥뚜

껑을 덮고→숯불을 덮는다

熬熟法

오숙법 요록

(1680년경)

茶食2 밀가루 
① 꿀

② 기름

밀가루를 볶는다→①②로 반죽→암기와에 굵은모래 담고 그 위에 

종이펴서 다식배열→암기와뚜껑→약한숯불로 익힘

火包熟法

포숙법

造眞麵

茶食法

(밀가루다식)

밀가루
① 蜜

② 香油

밀가루 1말을 두 번 체질한다. ①②로 섞어 판목안에 눌러 박는다. 

뜨거운 작은 솥 속에 종이를 깔고 종이위에 흩어 넣는다. 색이 누

렇게 익으면 꺼내낸다.

熬熟法

오숙법

農政會要

(18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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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요」胡麻茶食法(참깨다식)은 “눈이 밝아지고 수명을 연장

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饌法」진임(眞荏)다식은 백깨(흰깨)를 이용한 다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1회 나타났다. 아마도 흑임자의 색상이 한결

매력적이고, 흰깨보다 건강음식으로는 검은깨가 앞서 있었

고, 향약의 소재로 애용되어 왔던 탓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眞荏(참깨)이 유류자원(油類資源)으로 보편화되고 있었던 사

실을 감안한다면 다식의 용도로 이용되기 어려웠었는지도 모

른다(장 2008).

「요록」(1680년)의 진말다식의 조리법에서 다식판이란 호

칭이 처음 보여졌고, 흑임자다식의 조리법에서「임원십육

지」 (1827년) 이후 농정회요를 제외하고는,「饌法(찬법)」

(1854), 「시의전서」(1800년대말엽)이후에는 다식판이란 호

칭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 녹말다식류(綠末茶食類)

녹말을 이용한 다식으로는 녹말다식(菉末茶食), 綠豆粉茶

食方(녹두분다식방), (홍백)녹말다식, 녹말(綠末)다식, 녹말다

식이 소개되었다. 흑임자다식에 이어서 곡분(穀粉)을 이용한

것 중 녹두전분(綠豆澱粉)을 주원료로 한 다식류가 19세기에

들어서서 서민사회에서는 물론 조정(朝廷)의 연회용조과류

(宴會用造果類)로 유행되고 있었고, 한말(韓末)을 거쳐 20세

기로 진입한 이후에도 계속 사랑을 받아왔던 다식류(茶食

類)의 하나이다(장 2008). 녹말을 이용한 다식의 종류와 조

리방법은 <Table 4>와 같다.

녹말다식은 오미자즙과 연지로 붉은 색으로 물들인 다식

으로「임원십육지」의 綠豆粉茶食方(녹두분다식방)은 색이

연홍색으로 보기 좋으므로 홍옥병(紅玉餠)이라 소개되었으

며,「饌法」의 (홍백)녹말다식은 녹말을 백청에 버무려 숯불

에 잠간 볶은 것으로, 초오녹말(炒熬綠末)을 이용한 녹말다

식의 제조법이 생전분제조법과 함께 하고 있어 생녹말에서

초오녹말을 원료로 한 사례가 19세기 중엽에서 싹트고 있었

다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다(장 2008).「규합총서」·「부인

필지」의 녹말다식의 원료구성에서 계피와 건강말의 사용은

풍미 강화물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2) 목실가루류다식(木實粉類茶食)

나무열매가루(木實粉)를 활용하였던 다식류 가운데 조선시

대 중기에 가장 먼저 나타난 栗茶食(율다식)은 가장 활발하

게 유행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 후기에는 雜果茶食(잡과다

식), 龍眼茶食(용안다식: 뇽안육다식), 橡末茶食(상말다식: 상

실다식)과 栢子末茶食(백자말다식: 잣다식)과 같이 소재가 다

양해졌다.

(1) 황률다식류(黃栗茶食類: 밤다식)

황률다식은 말린 밤가루에 꿀로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은

것으로 栗茶食(율다식), 乾栗茶食法(건율다식법), 황뉼다식,

밤다식, 黃栗茶食(황율다식), 乾栗茶食方(건율다식방), 乾栗茶

<Table 3> Cooking method of dasiks using sesame in Joseon dynasty

분류 다식 이름 주재료 부재료 조리 방법 문헌

흑임자

胡麻茶食法

(참깨다식법)
검은참깨 ① 꿀(조청)

검은 참깨→9번 찌고 말려서 껍질제거(색은 청백색이고 향기가 좋다) 

→찧어→체에 내려 가루→①로 반죽→다식 박는다.

증보산림경제

(1767년)

다식 흑임자 ① 꿀(조청) 흑임자→쪄서→찧어→①로 반죽→판에 박아쓰라
술만드는법

(1700년대)

黑荏子茶食

흑임자다식
흑임자 꿀

고임높이 1자5치: 흑임자4말 꿀 8되

고임높이 9치: 흑임자3말 꿀 5되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

흑임다식 검은깨 ① 꿀
검은깨→볶아→찧어→고운체에 체→①로 반죽→절구에 찧어→기름뺀 

후→다식판에 사탕가루 메우고→검은깨 쥔 것을 박아낸다.
규합총서

巨勝茶食方

(거승다식방)
검은깨 ① 꿀

검은깨→9번 쪄서 말리기를 반복→껍질제거→볶아→가루→①로 반죽

→다식판에 박는다. 

임원십육지

(1827년)

胡麻茶食法

(참깨다식)
검은참깨

① 蜜水

(밀수)

검은 참깨→9번 삶고 말려 반복→껍질제거→두드려서→가루→①로 

반죽→다식 박는다.

農政會要

(1840년)

흑임(흑깨)

다식
검은깨 ① 꿀

검은깨→볶아→절구에 찧어 쳐 하되 맞게 덜 볶아야 좋으니→①로 

반죽→돌 절구에 찧어→짠 후→또 찧어→판에 사탕가루를 글자만 메

우고→깨를 다식판에 넣어 박아낸다.

饌法(1854년)

흑임자다식 흑임자

조청

꿀

잣가루

흑임자→볶아→찌여→체로 쳐서→죠청섞어→쪄서→절구에 찧어→기

름을 짜 넣고→쵸청넣고→쪄서→찌어→다식판에 박으라

시의전서

(1800년대 말엽)

흙님다식

(흑임다식)
흑임자 설탕

흑임자를→볶아→절구에 찧어→손으로 기름을 짠다→다식판에 글자

를 설탕가루로 메우고→박으는다.

부인필지

(1908년)

지마

(흰깨)

진임(백깨)

다식
흰 깨 백청

흰 깨→거피→깨소금 곱게 하여→백청으로 혼합→절구에 찧어→다식 

박으라.

饌法

(18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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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法(건율다식), 황뉼다식, 황율다식이 소개되었다.

황률을 이용한 다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Table 5>와

같다.

栗茶食(율다식)은「도문대작」에서 “밀양 상주사람들이 이

것 만드는 것에 능하다”고 가장 먼저 소개되었으나 재료와

만든 법의 기록은 없었다.「증보산림경제」·「임원십육지」·

「농정회요」에서는 말린 밤가루와 생밤을 이용하여 다식을

만드는 조리법이 소개되었으며, 접착료 역할로는 꿀이 사용

되었고,「饌法」황뉼다식은 다식판에 다른 다식에 일반적

으로 사용한 잣가루가 아닌 밤가루를 조금 뿌리고 다식을 박

으라 하였다.「임원십육지」乾栗茶食方(건율다식방)에서는

다식판에 대하여 “황양목(黃壤木)의 길이 1척반, 두께 3치 정

도 되는 것을 반질반질하고 깨끗하게 칼로 도려내서 지름

6~7치 되는 구멍을 파고 바닥에는 꽃, 새, 칠보 등의 무늬를

새긴다”고 소개 하였다.

(2) 잡과다식류(雜果茶食類)

주재료로 잡과를 이용한 다식으로는 雜果茶食法(잡과다식

법), 잡과다식, 雜糖茶食(잡당다식), 棗油錠方(조유정방), 밀조

다식((蜜棗茶食), 연뉼다식이 소개되었다.

<Table 4> Cooking method of dasiks using starch in Joseon dynasty

분류 다식 이름 주재료 부재료 조리 방법 문헌

녹말

녹말다식 녹말

① 오미자

② 꿀

③ 사탕·설탕

오미자국에 정한 연지를 씻어 녹말에 묻혀 섞음→그늘에 말림

→고운체에 침→②③로 반죽

규합총서

(1815년경)

綠豆粉茶食方

(녹두분다식방)
녹두

① 오미자즙

② 연지

③ 꿀·설탕

녹두를 물에 담가→맷돌에 갈아서→여과시켜→앙금을 말린 가

루를 ①에 담가→볕에 말린다→②를 넣어 색을 내고 ③등을 

넣고 다식판에 박는다.

임원십육지

(1827년)

(홍백)녹말다식 녹말

① 백청

② 오미자

③ 연지

녹말에 ①로 버무려→숯불에 잠깐 볶듯이 하여→체에 쳐서→

다식 박고→②③을 진하게 타서→녹말에 고르게 섞기
饌法(1854년)

녹말(綠末)다식 녹말
오미자

꿀

오미자국 괸히하여 분홍조금 타셔 꿀에 반죽한되 질면 못쓰니 

밧좋아한다.

시의전서

(1800년대 말엽)

녹말다식 녹말

오미자·연지

설탕물·꿀·계피

건강말(생강가루)

오미자국에 연지를 타서 녹말을 반죽한다. 그늘에서 말려 다시 

비비어 고운체에 쳐 설탕물과 꿀에 반죽하여 박는다. 계피, 말

린 생강가루를 넣고 한다.

부인필지(1915년)

<Table 5> Cooking method of dasiks using dry chestnut in Joseon dynasty

분류 다식 이름 주재료 부재료 조리 방법 문헌

황률

栗茶食

(율다식)
밀양상주사람들이 이것 만드는 것에 능하다.

도문대작

(1611년)

乾栗茶食法

(건율다식법)
말린밤가루 ① 꿀

말린 밤가루로 만들어 ①을 섞고→다식판에 찍어낸다. 
증보산림경제

(1767년)생밤을 아주 얇게 잘라→햇볕에 바싹 말린 뒤→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쓰는 것이 더욱 좋다.

황뉼다식 밤 ① 꿀
황률가루를 체에 침→①로 반죽→다식확에 넣고 쇠망치로 세게 

두드린다.
규합총서

밤다식 밤 =
온주법

(1700년대후기)

黃栗茶食

(황율다식)
황율가루 ① 꿀 -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

乾栗茶食方

(건율다식방)
건율가루 ① 꿀

건율가루에 ①로 반죽→다식판에 찍어 낸다. 임원십육지

(1827년)생밤을 칼로 얇게 썰어→말려서→가루로하면 더욱 좋다.

乾栗茶食法

(건율다식)
말린밤가루 ① 蜜水(밀수)

말른 밤가루에 ①과 섞어→나무판으로 찍어낸다. 
農政會要

(1840년)생밤을 아주 얇게 잘라서→햇볕에 바싹 말리고→부스러뜨려 고운

가루를 만들어 사용하면 더욱 맛있다.

황뉼다식 밤가루 ① 백청
밤가루를 깁체에 쳐서→①로 반죽→절구에 다시 찧어→다식판에 

밤가루를 조금 뿌리고 망치로 매우 두드려 박는다.
饌法(1854년)

황율다식 황률 ① 꿀 황률찌어 체로 쳐서 ①로 반죽하여 박으라
시의전서

(1800년대 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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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과를 이용한 다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Table 6>과

같다.

「증보산림경제」·「농정회요」의 雜果茶食法(잡과다식

법)에서 대추살은 물을 끓여 씨를 제거하고, 호도살은 물에

담가 두었다가 껍질을 제거하여 밤·곶감·대추·호도를

찧어 꿀로 결착제를 사용하는데 이 다식을 햇볕에 말려 저

장했다가 흉년에 대비하는 떡이라는 뜻의 일명 방험병(防險

餠)이라고 소개되었다.「饌法」의 잡과다식은 밤·건시·대

추를 곱게 다져 꿀과 강즙으로 재운 후 대추빛이 검어질때

까지 볶아 강즙·계피·후추를 넣고 다식판에 잣가루를 뿌

리고 박는다 하였다.「찬법」에서 강즙과 계피의 사용은 풍

미 강화물료로 사용되었으며, 다식판에 잣가루를 뿌리고 박

으라는 조형과정에 섬세함이 보여지고 있었다.

잡과다식의 제조법과는 달리 접착물료(接着物料)로 봉밀

(蜂蜜)대신에 사탕(砂糖)을 이용한 잡당다식(雜糖茶食)이란 이

름의 다식류가「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 보이고 있다(장

2008). 주재료의 구성은 고임높이 9치에 砂糖(사탕) 30원·

蜜棗(밀조)6되·橘餠(귤병)100원· 薑(민강)3근·實栢子

(잣) 2되, 고임높이 6치에 사탕 34원·귤병 30원·계피가루

2냥 4돈·말린 생강가루 1냥·오매(烏梅)가루 5돈·축사(縮

砂)가루 5돈으로 생강과 계피는 풍미강화물료로 이용되고,

잣은 다식 조형과정에 밀착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임원십육지」의 棗油錠方(조유정방)은 조유를 꿀로 반죽

하고 설탕·계피·산초를 넣어 다식판에 박는 것으로 백가

지로 이로우므로 백익병(百益餠)이라고도 한다.「饌法」의

밀조다식(蜜棗茶食)은 밀조(꿀에 조린 대추)를 찧어 다식에

박는다고 소개되었다.

「饌法」에 처음 소개된 연률다식(燕栗茶食)은 먼 곳 행차

전송 시 사층왜찬합에 넣는 다식으로 “칠 팔월이면 갓 생기

는 연률을 노랗게 고아, 졸여서 강즙, 계피 섞어 다식박으면

다식 넣는 층에 들 것이요 그저 칠보모양으로 단단히 쥐어

재지게 바로 베어 왼잣 두셋씩 박아 다른 층에 넣어도 좋으

니라”(윤 & 조 1993: 박 1996) 라 하였으며, 강즙과 계피의

사용은 풍미개선을 위하여 첨가되고 있는 특이성을 드러내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용안다식류(龍眼茶食類: 뇽안육다식)

용안육(龍眼肉)이란 용안의 열매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로,

용안육을 이용한 다식으로는 뇽안다식, 뇽안육(용안육)다식,

용안육다식이 소개되었다.

용안육을 이용한 다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Table 7>과

같다.

황률다식, 상말다식에 이어서 목실류을 이용한 것 중에는

빈랑(檳木郞)과도 비슷하고 여지( 枝)와도 비슷한 열매로 알

려지고 있는 용안(龍眼)을 이용한 용안다식(龍眼茶食)이 전

<Table 6> Cooking method of dasiks using assorted fruit in Joseon dynasty

분류 다식이름 주재료 부재료 조리 방법 문헌

잡과

雜果茶食法

(잡과다식법)

말린밤

곶감

대추살

호도살

① 꿀
말린 밤·곶감·대추살·호도살→절구에 찧어→①을 섞고→다식

판에 찍어낸다. 

증보산림경제

(1767년)

雜果茶食法

(잡과다식)

마른밤

곶감

대추

호두

① 蜜水(밀수)
마른 밤·곶감·대추·호도→방아에 함께 넣어 찧는다→①을 섞

고→다식판에 찍어낸다.

農政會要

(1840년)

잡과다식

밤

건시

대추

① 꿀

② 강즙

③ 계피

④ 후추

밤·건시·대추→곱게 다져→①②섞어 재운다→대추 빛이 검은 

후→②③④넣어→다식판에 잣가루 뿌리고 박아라.

饌法

(1854년)

雜糖茶食

(잡당다식)

蜜棗(밀조)

橘餠(귤병)

薑(민강)

實栢子(잣)

砂糖(사탕)

계피

말린생강

오매가루

축사가루 

-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

棗

棗油錠方

(조유정방)
조유

① 꿀

② 설탕

③ 계핏가루

④ 산초가루

조유를 ①로 반죽하고 여기에 ②③④를 넣어 다식판에 박는다.
임원십육지

(1827년)

밀조다식

(蜜棗茶食)
밀조 ① 설탕

밀조(꿀에 조린 대추)→취육하여→두드려→①넣고 반죽→절구에 

찧어→다식 박으라.
饌法(1854년)

연률

(燕栗)
연뉼다식 연률

① 강즙

② 계피
연률을→노랗게 고아 졸여서→①②로 반죽→다식 박는다 饌法(18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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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있었다. 용안(龍眼)의 생김새가 용(龍)의 눈알과 비슷

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장 2008). 용안육은 용안 열매

의 살로서 맛이 달고 자양분이 많아 완화, 자양제로 사용되

어지면, 약재 용안육은 맛이 없으니 겉 용안을 사용하라 하

였다.

(4) 상말다식류(橡末茶食類: 상실다식)과 백자말다식(栢子

末茶食: 잣다식)

주재료를 상말을 이용한 다식으로는 黃栗橡實茶食(황율상

실다식), 橡子茶食方(상자다식방), 상실다식이 소개되었으며,

백자말을 이용한 다식으로는 잣다식이 소개되었다.

상말·백자말을 이용한 다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Table

8>과 같다.

목실류 다식 중에서 유행을 탔던 것은 황률다식류(黃栗茶

食類)였으나 그 다음으로는 상수리열매 이를테면 도토리가루

를 이용한 상말다식(橡末茶食)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장

2008).

도토리가루를 이용한 다식의 기록은 「원행을묘정리의궤」

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자궁진어찬안(慈宮進御饌案)에만 오

르되 황률다식과 함께 올려진 것으로 보이며 원료구성이 상

실말(橡實末)과 청(淸)으로 보아, 도토리가루에 꿀로 반죽하

여 조형(造形)된 것으로 보여진다.「임원십육지」의 橡子茶

食方(상자다식방)은 장을 튼튼하게 하고 살지게 하여 흉년에

대비할 수 있어 어겸병(禦 餠)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나무열매를 이용한 다식류 중에는 잣나무열매 단독으로 이

용한 다식류도 전해지고 있었다 실백자(實栢子) 또는 백자(柏

子)로 불려져 왔던 잣은 전래의 조과류(造果類)와는 인연이

깊었었고 다식류에서도 백자말(柏子末: 잣가루)형태로 茶食

과 다식판(茶食板)의 밀착(密着)을 완화시켜주는 동시에 다

식판에서 다식의 형상이 상하지 않도록 살포료(撒布料)로서

의 역할을 하여 왔었으나 이 백자말 단독으로 이용한 백자

말 다식의 제조법이 19세기 중엽의「饌法」에서 밝혀지고

있다(장 2008).

3) 화분류다식(花粉類茶食)

花粉(화분)을 이용한 다식에는 유일하게 松花(송홧가루)을

이용한 송화다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주재료를 송화를 이용

한 다식으로는 松花茶食法(송화다식법), 숑화다식, 松花茶食

(송화다식), 松黃茶食方(송황다식방), 松花茶食法(송화다식),

숑화다식이 소개되었다.

송화를 이용한 다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Table 9>와

같다.

「증보산림경제」·「임원십육지」·「농정회요」의 송화

다식법에는 “송화가 피면 송화가 날리고 떨어져 모으기 어

렵다. 송화가 피려고 할 적에 가지째 꺽어 깨끗한 자리에 펴

말리는데, 저절로 떨어진 꽃을 취하여 수비하였다가 햇볕에

말린다”라고 다식제조법뿐 아니라 솔나무에서 송화를 걷어

들여 정제하는 방법에 까지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증보산

림경제」·「농정회요」에서는 맛이 좋고 향기가 아름답다고

소개되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松花茶食(송화다식)의 원료 구성

을 보면 고임높이 1자5치에는 송화3말5되와 꿀9되, 고임높

<Table 7> Cooking method of dasiks using Longanae Arillus in Joseon dynasty

분류 다식이름 주재료 부재료 조리 방법 문헌

용안육

뇽안다식 용안육 ① 사탕
용안육을 곱게 두드려 손에 물을 묻혀 모양만들어 ①넣어 절구에 찧어

→기름뺀 후→다식판에 사탕가루 메우고→박아낸다.
규합총서

뇽안육

(용안)다식
용안육 ① 사탕

겉 용안을 까 두드려 손에 물을 무쳐 모양을 만들어→①넣고 반죽→절

구에 찧어→다식 박으라.
饌法(1854년)

용안육다식 용안 ① 설탕물 용안육을 짓이겨→①로 반죽→다식을 박는다.
부인필지

(1915년)

<Table 8> Cooking method of dasiks using acorn·pine nuts in Joseon dynasty

분류 다식이름 주재료 부재료 조리 방법 문헌

상말

黃栗橡實茶食

(황율상실다식)

황률

상실
① 꿀 -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

橡子茶食方

(상자다식방)
도토리 ① 꿀

껍질벗긴 도토리→동이에 담아 끓는 물을 갈아가며→3~5일 동안 담

가 떫은맛을 제거→물에서 건져→볕에 말려빻아 가루→①로 반죽→

다식판에 박아 낸다. 

임원십육지

(1827년)

상실다식 상실가루 ① 꿀

서리맞은 상수리→낍질 벗겨→쪼개어→물에 담기를 날로(여러 날)하여

→떫은 맛이 우러냄→본의를 벗기고 잠깐 데쳐→맷돌에 갈아→가라 

앉거든→물 따르고→말리어→찧어 쳐서→①로 반죽→다식을 박는다.

饌法

(1854년)

백자말 잣다식 잣가루 ① 백청 잣가루에→기름나지 않게 곱게 다져→①에 반죽→박으라
饌法

(18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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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치에는 송화 1말2되와 밀가루5되와 꿀 8되가 사용된 것

으로 보아, 1795년 정조대(正朝代)의 송화다식은 송화가루위

주의 송화다식과 송화가루에 진말이 1/3수준에서 혼합된 송

화다식 두 가지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饌法」에서는 송화를 가는체로 쳐서 불순물을 가려내고,

다식의 품질을 위해 마른가루를 판에 놓고 박으라는 섬세한

제언을 볼 수 있었다.

4) 근괴류다식(根塊類茶食)

근괴류다식의 원료에는 칡가루, 생강, 마(산약), 고구마, 고

사리, 연근을 이용하였으며, 칡(葛粉)을 이용한 紅葛粉茶食

(홍갈분다식)ㆍ葛粉茶食(갈분다식)·갈분다식, 생강(薑粉)을

이용한 薑粉錠方(강분정방)ㆍ강분다식, 마(산약)를 이용한 山

藥茶食(산약다식)ㆍ山藥茶食方(산약다식방)·산약다식, 고구

마를 이용한 甘藷粉茶食(감저분다식), 고사리(蕨粉)를 이용한

궐분다식(蕨粉茶食), 연근(藕粉)를 이용한 우분다식(藕粉茶

食)이 소개되었다.

근괴류를 이용한 다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Table 10>과

같다.

갈분다식은「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으

며, 갈분을 홍색으로 염색한 홍갈분다식의 원료구성이 수록

되어 있다. 고임높이 1자5치에 갈분 2말·녹말 1말5되·꿀

8되·연지 15주발·오미자 5되, 고임높이 9치에 갈분 3말·

꿀 8되·오미자 2되 6홉·연지 69주발이 사용된 것으로 보

아 전자(前者)는 갈분만으로 조형되지 않고 증량물료(增量物

料)로 녹말을 혼합한 것으로 보여지며, 후자(後者)는 갈분만

사용하여 홍갈분다식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원십육지」薑粉錠方(강분정방)은 건분가공법으로 강분

에 시설(木市霜)·꿀·설탕을 첨가함으로써 생강의 매운맛을

완화하기 위한 감미강화형의 제조법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

을 뒷받침해주고 있다(장 2008). 또한 薑粉錠方(강분정방)을

먹으면 신과 통하고 비위를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통신병(通神餠)이라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임원십육지」山藥茶食方(산약다식방)의 산약뿌리(山藥根)

의 전처리법으로 습분가공법(濕分加工法)과 건분가공법(乾粉

加工法)으로 이원화되어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장 2008). 山藥茶食方(산

약다식방)은 일명 옥연(玉延)이라 하는데, 이를 옥연병(玉延

餠)이라고도 하였으며, 풍미강화의 목적으로 계피와 천초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饌法」(1854년)의 山藥茶食(산

약다식)은 먼 곳 행차 전송을 위해 사층왜찬합에 넣는 다식

으로 겨울에 적당하다 하였으며, “깨끗한 것이 으뜸인데 찬

합은 더욱이 여러 가지니 서로 섞이면 깨끗하지 아니하고 맛

이 통하면(섞이면) 잘못되니 마음 쓸 것이라”고 위생적인 면

을 볼 수 있었다.

甘藷粉茶食(감저분다식)과 蕨粉茶食(궐분다식)과 藕粉茶食

(우분다식)은 건분가공법으로 물과 함께 맷돌에 갈아서 물에

담가 웃물이 맑아질 때까지 물을 갈아 전분을 가라앉히고 걸

러내어 천위에 엷게 펴 볕에 말려서 가루를 얻어 꿀과 사탕

가루를 섞어 반죽하여 나무틀에 박아내는 과정을 밟고 있다.

5) 건어·육분류(乾魚·肉粉類)

전래의 다식류의 식물성자원은 84.4%,였으며 동물성자원

인 15.6%로 조선시대 후기「원행을묘정리의궤」와「饌法

(찬법)」에서 어분다식류과 육분다식류가 전해지고 있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서의 동물성 다식은 수라상(水喇

床)에 올려진 좌반(佐飯: 밥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지금의 포

류(脯類), 마른찬류, 자반류, 튀각류, 부각류와 같이 보존식)

에 해당되었으며,「饌法」에서의 동물성다식은 좌반(佐飯)으

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다식(茶食)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패류(魚貝類)와 육류(肉類)에서 나타난 다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Table 11>과 같다.

<Table 9> Cooking method of dasiks using pine flower in Joseon dynasty

분류 다식이름 주재료 부재료 조리 방법 문헌

송화

松花茶食法

(송화다식법)
송화 ① 꿀 송화에 ①로 반죽→다식판에 찍어낸다.

증보산림경제

(1767년)

숑화다식 송화 =
온주법

(1700년대후기)

松花茶食

송화다식
송화 ① 꿀 -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

松黃茶食方
(송황다식방)

송화 ① 꿀 송화에 ①로 반죽→다식판에 찍어낸다.
임원십육지

(1827년)

松花茶食法

(송화다식)
송화

① 蜜水

(밀수)
송화에 ①로 반죽→板印出

農政會要

(1840년)

숑화다식 송화 ① 백청 송화→가는 체로 쳐서→①로 반죽→마른 가루를 판에 놓고→박는다 饌法(1854년)

숑화다식 송화 ① 꿀 ①로 반죽→박으라
시의전서

(1800년대 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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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분다식류(魚粉茶食類)

어분다식류에는 조선시대 후기「원행을묘정리의궤」의 大

口茶食(대구다식)·廣魚茶食(광어다식)·鰕屑茶食(하설다식:

새우가루다식)·全鰒茶食(전복다식)「饌法(찬법)」의 광어

(대구)다식ㆍ전복다식과「시의전서」의 전복다식이 소개되

었다. 광어와 대구는 염건법을 거치지 않고 자연건조를 거쳐

건어물로 상용화하고 있었으며, 접착물료로는 기름과 간장이

활용되었다. 전복다식은「饌法(찬법)」에서는 이름만 기록되

어 있었고,「시의전서」에서는 전복을 속까지 다 무르게 한

후 두드려서 가루를 만들어 수건에 싸서 다식판에 박으며,

노인의 찬합에 쓰여진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2) 육분다식류(肉粉茶食類)

조선시대 후기 육류를 이용한「원행을묘정리의궤」의 生

雉茶食(생치다식: 꿩고기다식)·黃肉茶食(황육다식: 쇠고기

다식)·牛脯茶食(우포다식)과「饌法(찬법)」에서 건치다식·

포육다식이 소개되었다.

乾雉茶食(건치다식)은 말린 꿩고기가루에 기름ㆍ후추ㆍ잣

가루를 넣고 물로 반죽하여 단단히 다져 박는 것이며, 脯肉

茶食(포육다식)은 말린 쇠고기 안심살에 기름ㆍ후추ㆍ잣가루

를 넣고 물로 반죽하여 단단히 다져 박는 것으로, 육분다식

류의 풍미 개선을 위해 후추양념과 잣가루를 곁들였으며 접

착물료로는 물이 사용되었다.

6) 채소류(菜蔬類)

채소류에는 싱검초와 당귀가 이용되었으며 다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은 <Table 12>와 같다.

채소류를 이용한 다식으로「원행을묘정리의궤」의 싱검초

다식과「饌法(찬법)」의 당귀다식이 소개되었다. 다식류의

자원(資源)으로 활용한 것 가운데 식물의 잎을 이용한 싱검

초다식은 싱검초가루에 조형을 위해 녹말이 혼합되어지고,

접착물료로는 꿀이 활용되었다.「원행을묘정리의궤」의 辛

甘草茶食(싱검초다식)의 싱검초가루와 녹말의 비율은 2:1로

서 싱검초가루만으로 조형되지 않고 증량물료(增量物料)로

녹말을 혼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饌法(찬법)」의 당귀다식은

당귀의 쓴 맛을 우려내고 쪄서 말리고 접착물료로는 백청을

활용하여, 판에 잣가루를 뿌리고 박아내는 세심함을 볼 수

있었다.

<Table 10> Cooking method of dasiks using root lumps in Joseon dynasty

분류 다식이름 주재료 부재료 조리 방법 문헌

갈분

(칡전분)

紅葛粉茶食

홍갈분다식

갈분

녹말

① 꿀

② 연지

③ 오미자

-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

葛粉茶食

(갈분다식)
칡가루 -

임원십육지

(1827년)

갈분다식 갈분
① 꿀

② 강즙
갈분에 ①②로 반죽→박는다

시의전서

(1800년대 말엽)

강분

(생강전

분)

薑粉錠方

(강분정방)
생강

① 시설(霜)

② 꿀

③ 설탕

생강을 외분(瓦盆)에서 갈아→찧어→등청하여 앙금을 볕에 말린다→

①②③으로 반죽→다식판에 찍어 낸다.

임원십육지

(1827년)

강분다식 ① 꿀 ① 로 반죽→박으라
시의전서

(1800년대 말엽)

마

山藥茶食

산약다식
산약 ① 꿀 -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

山藥茶食方

(산약다식방)
마

① 꿀

② 계피

③ 천초

마를→쪄서→껍질을 벗기고→찧어→체에 내려→①②③을 넣고 반죽→

다식판에 찍어 낸다(습분가공법)
임원십육지

(1827년)

임원십육지

(1827년)
마를 물에 담가→갈아서→여과시켜→볕에 말려→①②③넣고 반죽→

다식판에 박아낸다.(건분가공법)

山藥茶食

산약다식
산약 ① 꿀 겨울에 산약이 여물것이니 꿀반죽하여 다식박아 넣기도 한다. 饌法(1854년)

고구마
甘藷粉茶食

(감저분다식)
고구마가루 -

임원십육지

(1827년)

고사리
蕨粉茶食

(궐분다식)
고사리가루 -

임원십육지

(1827년)

연근
藕粉茶食

(우분다식)
연근가루 -

임원십육지

(18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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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약 및 결론

조선시대 문헌「山家要錄」,「需雲雜方」,「屠門大嚼」,

「閨 是議方」,「穡經」,「要錄」,「술 만드는 법」,「增補

山林經濟」,「蘊酒法」, 園行乙卯整理儀軌」,「閨閤叢書」, 「林

園十六志(鼎祖志)」,「農政會要」,「饌法」,「是議全書」,「婦

人必知」등 16책에 수록되어 있는 다식류의 종류와 조리방

법을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식류의 종류는 조선시대 전기에 2종, 중기에 5종, 후

기에 70종, 총 77종이 소개되었다.

곡분류는 조선시대 전기「산가요록」安東茶食法(안동다

식법),「수운잡방」다식법으로 모두 2종, 중기「도문대작」

茶食,「閨 是議方」다식법,「색경」造茶法食,「요록」

다식으로 모두 4종, 후기「술만드는법」다식,「증보산림경

제」胡麻茶食法(참깨다식법),「원행을묘정리의궤」黑荏子

茶食(흑임자다식),「규합총서」흑임다식(黑荏子茶食)·녹말

다식(菉末茶食),「임원십육지(정조지)」巨勝茶食方(거승다

식방)·綠豆粉茶食方(녹두분다식방)·「농정회요」胡麻茶食

法(참깨다식)·造眞麵茶食法(밀가루다식),「찬법」흑임(흑

깨)다식·진임(백깨)다식·(홍백)녹말다식,「시의전서」흑

임자다식·녹말(綠末)다식,「부인필지」흙님다식·녹말다

식 모두 16종, 총22종이 소개되었다.

목실류는 조선시대 전기에는 보여지지 않았으며, 중기 「도

문대작」栗茶食 1종, 후기「증보산림경제」乾栗茶食法(건

<Table 11> Cooking method of dasiks using dry fishes·meats in Joseon dynasty

분류 다식이름 주재료 부재료 조리 방법 문헌

魚

大口茶食

(대구다식)
대구 -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

廣魚茶食

(광어다식)
광어 -

鰕屑茶食

(하설다식)
새우 -

全鰒茶食

(전복다식)
전복 -

광어(대구)

다식
광어(대구)

① 기름

② 간장
광어(대구)살을 뜯어 찧어→쳐(가루)→①②로 반죽→다식 박느니라. 饌法

(1854년)
젼복다식 전복 - -

전복다식 전복
전복을→속까지 다 무르게 한 후→가늘게 두드려서→가루를 만들어→

다식판에 박는다.

시의전서

(1800년대 말엽)

肉

生雉茶食

(생치다식)
꿩 -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

黃肉茶食

(황육다식)
소고기 -

牛脯茶食

(우포다식)
소고기 -

건치다식 꿩고기

① 기름

② 후추

③ 잣가루

④ 물

건치를 살을 뜯어→말리어→찧어(역자기록) 굵은 체에→쳐(가루) ①②③

넣어→④로 반죽→단단히 다져 박으라.

饌法(1854년)

포육다식 소(안심살)

① 기름

② 후추

③ 잣가루

④ 물

염포심살은 기름기 있어 해로우니 안심살로 말리어 찧어→쳐(가루) ①②

③넣어→④로 반죽→단단히 다져 박으라

<Table 12> Cooking method of dasiks using vegetables in Joseon dynasty

분류 다식이름 주재료 부재료 조리 방법 문헌

채소

辛甘草茶食

(싱검초다식)
싱검초

① 꿀

② 녹말
-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년)

당귀다식 당귀
① 백청

② 잣가루

당귀를 곱게 쳐→사기그릇에 다져 감고→물을 부어 쓴 맛을 우려냄→

밥 위에나 떡 위에 그릇째 놓아 쪄서 화김을 들여 말리어→다시 찧어→

①로 반죽→판에 ②뿌려 박느니라.

饌法(18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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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다식법)·雜果茶食法(잡과다식법),「온주법」밤다식,「원

행을묘정리의궤」黃栗茶食(황율다식)·黃栗橡實茶食(황율상

실다식)·雜糖茶食(잡당다식),「규합총서」황뉼다식(黃栗茶

食)·뇽안다식(龍眼茶食),「임원십육지(정조지)」乾栗茶食

方(건율다식방)·橡子茶食方(상자다식방)·棗油錠方(조유정

방),「농정회요」乾栗茶食法(건율다식)·雜果茶食法(잡과다

식),「찬법」황뉼다식·상실다식·잣다식·잡과다식·밀

조다식·뇽안육다식·연뉼다식,「시의전서」황율다식, 「부

인필지」용안육다식 모두 22종, 총 23종이 소개되었다.

화분류는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는 보여지지 않았으며,

후기「증보산림경제」松花茶食法(송화다식법),「온주법」

숑화다식,「원행을묘정리의궤」松花茶食(송화다식),「임원

십육지(정조지)」松黃茶食方(송황다식방),「농정회요」松花

茶食法(송화다식),「찬법」숑화다식,「시의전서」숑화다식

모두 7종이 소개되었다.

근괴류는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는 보여지지 않았으며,

후기「원행을묘정리의궤」山藥茶食(산약다식)·紅葛粉茶食

(홍갈분다식),「임원십육지(정조지)」山藥茶食方(산약다식

방)·薑粉錠方(강분정방)·甘藷粉茶食(감저분다식)·葛粉茶

食(갈분다식)·蕨粉茶食(궐분다식)·藕粉茶食(우분다식),「찬

법」山藥茶食(산약다식),「시의전서」강분다식·갈분다식

모두 11종이 소개되었다.

건어·육분류는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는 보여지지 않았

으며, 후기「원행을묘정리의궤」大口茶食(대구다식)·廣魚

茶食(광어다식)·鰕屑茶食(하설다식)·全鰒茶食(전복다식)·

生雉茶食(생치다식)·黃肉茶食(황육다식)·牛脯茶食(우포다

식),「찬법」광어다식·젼복다식·건치다식·포육다식,「시

의전서」전복다식 모두 12종이 소개되었다.

채소류는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는 보여지지 않았으며,

후기「원행을묘정리의궤」辛甘草茶食(싱검초다식),「찬법」

당저다식 2종이 소개되었다.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다식의 이용된 재료가 매우 다양

해지고 종류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선시대 다식류의 종류는 목실류(木實類)가 29.8%로

가장 높았고, 곡분류(穀粉類) 28.6%, 건어분류(乾魚粉類)

15.6%, 근괴류(根塊類) 14.3%, 화분류(花粉類 9.1%, 채소류

(菜蔬類) 2.6% 차지하였다. 다식의 종류로는 흑임자다식과

밤다식이 각 11.7%로 가장 높았으며, 진말다식과 송화다식

이 각 9.1%로 그 뒤를 이었고, 녹말다식이 6.5% 이용되었다.

3. 조리방법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진말다식의 특징은 볶은 밀가루로 반죽한 다식은 포숙

법(火包熟法)으로, 날밀가루로 반죽한 다식은 오숙법(熬熟法)으

로 구워 냈으며, 흑임자다식은 검은 참깨를 쪄서 말리기를

아홉 번 반복하여 볶아서 가루 내어 사용하였으며, 녹말다식

은 녹두를 맷돌에 갈아 앙금을 말려 가루내어 오미자와 연

지로 색을 내어 다식을 만들었다.

2) 밤다식은 밤을 말려 가루내어 꿀로 반죽하여 다식에 박

아 냈으며, 잡과다식은 절구에 찧거나 곱게 다지고, 조려 꿀

로 반죽하여 다식판에 찍어 냈으며, 용안다식은 용안육을 짓

이겨 설탕으로 반죽하여 다식을 박았으며, 상말다식은 도토

리의 떫은 맛을 제거하고 말려 가루내어 꿀로 반죽하여 다

식판에 박아 냈다.

3) 송화다식은 저절로 떨어진 송화를 취하여 수비하였다가

말려 가는 체로 쳐서 꿀로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냈다.

4) 근괴류 가운데 칡·생강·고구마·고사리·연근은 건

분가공법으로 물과 함께 맷돌에 갈아 전분을 가라앉히고 걸

러내어 햇볕에 말려 갈분·강분·감저분·궐분·우분 형

태로 꿀과 반죽하여 다식을 박아냈으며, 마(산약)는 쪄서 찧

어 체에 내려 꿀로 반죽하는 습분가공법도 함께 병행되었다.

5) 생선류 다식은 생선살을 뜯어 찧어 가루내어 기름과 간

장으로 반죽하여 다식을 만들었으며, 육류 다식은 살을 뜯어

말려 찧어 가루내어 기름·후추·잣가루를 넣고 물로 반죽

하여 다식을 만들었다.

6) 채소류인 당귀는 쓴맛을 우려내고 쪄서 찧어 백청으로

반죽하고 판에 잣가루뿌린 후 박아내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고문헌에 다식류에 대한 문헌적 고

찰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의 다식류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옛 문헌을 통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식문화의

자리매김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후속연구로서 이러한

문헌의 고찰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선시대 다식류를

복원하는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하며, 메뉴개발을 통해 상품

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다식류의 세계화 자

료로서 활용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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