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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을 마주하다(七月十五日 夜坐對月)」라는 시
의 마지막 연에서 “저자에 야채가 흔하던 것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이미 오곡백과(五

기억하노니, 도성 사람들 곳곳에서 혼에게 제

穀百果)가 풍성한 가을이다. 가을이야말로 먹

사를 지낸다[記得市廛蔬蓏賤, 都人隨處薦亡

을 것이 차고 넘치는 계절이다. 지금도 그렇

魂.].”2)라고 읊은 바 있다.

지만 예전에는 특히 더욱 그랬다. 그래서 가

그리고 그는 이 연에 대해 “나라의 풍속에

을에는 인심도 넉넉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

중원(中元: 7월 15일)을 망혼일(亡魂日)이라

겼다. 가난하여 제대로 제사도 못 지내던 사

칭하는데, 여염의 보잘것없는 백성들도 이날

람도 이때가 되면, 술도 마련하고 온갖 과일

저녁에는 야채와 과일,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자기 부모의 혼을 부른다.”3)라는 주석을 달아,

김매순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서
이처럼 넉넉한 가을에 대해 “아무리 벽촌의

이날 가난한 백성들도 모두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풍속을 설명하였다.

가난한 집안에서라도 예에 따라 모두 쌀로 술

두 자료에서는 모두 가을, 추석과 중원일에

을 빚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며, 또 온갖 과일

먹을 음식과 과일이 많았던 것을 이야기하였

을 풍성하게 차려 놓는다. 그래서 말하기를,

다. 그러나 풍성하면 도리어 관심이 없어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바란

것이 예나 지금이나 통하는 법칙이요 감정인

1)

다’고 한다.”라고 한 바 있다 .
동악 이안눌도 「칠월 보름날 밤에 앉아 달

가 보다. 가을이면 먹을 것이 지천이다 보니
특정한 음식에 특별한 애정을 보일 필요가 없

1) 金
 邁淳, 『冽陽歲時記』 “雖窮鄕下戶, 例皆釀稻爲酒, 殺鷄爲饌, 又有果之品, 侈然滿盤, 爲之語曰, 加也勿, 減也勿,
但願長似嘉俳日.”(번역은 이석호, 『조선세시기』, 동문선, 1991의 것을 이용함)
2) 李安訥, 『東岳集』 卷17 「東遷錄」 下 「七月十五日 夜坐對月」
3) “國俗, 稱中元爲亡魂日, 以閭閻小民, 是日月夕, 備蔬果酒飯, 招其己親之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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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일 것이다. 그래서 가을의 절식에 대해

수는 철 지난 음식이라 밀냄새가 난다는 것이

읊은 한시는 의외로 그리 많지 않다.

다. 또, 7월의 시절식으로 생선은 넙치이며, 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물은 취나 고비이고, 떡은 개피떡이 나온다.4)

사전』 가을 항목에서는 “가을철의 명절식으

윗글에서는 가을 음력 7월의 대표 명절 칠

로는 칠석날의 밀전병, 추석의 송편, 중구의

석의 계절 음식과 7월의 시절식을 함께 이야

국화전을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밀

기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음력 7월의 음

전병, 국화전을 읊은 한시가 거의 없고, 추석

식으로 밀국수나 넙치, 혹은 취나 고비, 개피

의 송편을 읊은 것도 그리 많지 않다.

떡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에 관해서는

여기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한시에서 가을

한문 자료나 한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철의 계절 음식 가운데 어떤 것에 주로 관심

다만 조선 중기의 문장 택당(澤堂) 이식(李

이 있었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던가를 가을

植)이 「속절일(俗節日)의 제물」에 대해 정리

각월의 명절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 글에 보면, “칠월 칠석(七夕)에는 상화(霜
花) 종류를 올린다[七夕, 霜花之類].”5)고 되

음력 7월의 계절음식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송징은(宋徵殷)의
『약헌집(約軒集)』에서도 “칠석에는 상화를

칠월은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더위가

올린다[七夕, 霜花].”6)라고 하였고, 조선 후기

누그러지지 않아서 먹는 것도 여름 음식과 크

의 학자 이재(李縡)의 『도곡집(陶谷集)』에서

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

도 “칠석에는 상화를 올린다[七夕, 霜花].”7)

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름 땡

라고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볕에서 자라던 것들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

이로 보면, 칠석날의 대표적인 음식이 상화

워 섭취하는 음식도 서서히 달라지기 마련이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상화에 대해

다. 이에 대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서는 조선 숙종 때의 문신 이의현(李宜顯)이

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청나라에 다녀와 쓴 『경자연행잡지』에 다음

원래 칠석 음식은 여름철 음식 그대로지만

과 같은 기록이 있다.

밀전병·밀국수는 반드시 등장한다. 왜냐하

이른바 유박아(柔薄兒)라고 하는 것은 밀가

면 이때가 지나고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밀

루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떡 상화(霜花)와 같

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은 이

고, 그 합쳐지는 곳에 주름을 잡은 것은 우리

날 마지막 잔치가 되는 셈이다. 이후부터 밀국

나라 만두와 같다. 이것은 대개 옛날 만두이다.

4) 한
 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을」
5) 李植, 『澤堂集』 「別集」 卷16 「雜著」 「祭饌」
6) 宋徵殷, 『約軒集』 卷10 「雜著」 「家祭儀式」
7) 李宜顯, 『陶谷集』 卷26 「雜著」 「祭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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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은 돼지고기에 마늘을 섞어서 만든다8).

백과사전』에서는 이에 대해 “추석의 대표적

중국에 사신으로 가면서 중국 요동지역에

인 음식으로 송편을 들 수 있다. 송편은 봄에

서 먹었던 유박아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화

도 즐기는 떡이지만, 봄송편이 햇솔로 묵은

떡과 같이 생겼다고 하며, 그 둘의 모양과 내

쌀의 향기를 새롭게 하는 반면, 가을 송편은

용물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햅쌀로 솔내를 맑게 해준다. 그러기에 추석에

이 내용은 조선 순조 때의 문신 이해응(李海

는 올벼(햇벼)로 만든 오려송편이 제 맛을 낸

應)이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다.”4)라고 하였다.

중국 연경(燕京)에 갔을 때의 견문을 기록한

음력 8월을 대표하는 명절인 한가위에 먹

책인 『계산기정(薊山紀程)』에 거의 똑같은 내

는 송편, 곧 송병(松餠)을 소개하였는데, 여

용으로 전한다. 이른바 유박아(柔薄兒)라는

기에는 이외에도 “추석날에는 토란으로 단자

것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상화떡

를 만들거나 국을 끓이고, 무와 호박을 섞어

[霜花餠]과 같은 것으로서 그 맞붙인 곳[縫]

시루떡을 찌며 인절미도 만들어 먹는다. 햇곡

이 주름지니, 옛날의 만두다. 그 소는 돼지고

이 나오기에 이것으로 빚은 신도주(新稻酒)

기를 마늘과 섞어 다져서 넣으니, 떡 중에 가

를 차례상에 올리고, 밤·대추·감·사과 등

장 좋은 것이다 9). 두 내용은 몇 글자를 제외

햇과일도 절식으로 즐긴다. 송이버섯으로 송

하고는 거의 같아서 누군가가 상대방의 기

이회·송이전·송이전골·송이산적을 만들

록을 보고 베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해응

어 먹고, 호박고지·박고지·깻잎·호박순·

이 시기적으로 뒤지므로, 『계산기정』의 내용

고구마순도 말린다. 더덕·도라지·두릅·고

이 『경자연행잡지』를 참조하여 기록한 것이

비·고사리·취 등의 산채를 말려 묵은 나물

아닌가 한다. 그런데 상화는 아마도 고려가요

준비를 하는 때도 8월이다. 생선은 낙지와 굴

등에 나오는 쌍화(雙花)와 같은 것으로 만두

이 제 맛을 낼 때이기도 하다.”4)라고 하여, 가

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쌍화[만두]에 대

을에 먹는 많은 음식물이 소개되어 있다.

해서는 겨울절식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은 송편이 한가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당연히 여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음력 8월의 계절음식

않았던 것 같다. 상촌 신흠의 「유두날에 짓는
다(流頭日題)」란 시를 보면, “유월이라 유두

음력 8월의 절식으로는 누구나 주저하지

일 좋은 명절에, 거친 마을 내쫓긴 신하로구

않고 송편을 꼽을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

나. 수단을 먹는 것은 토속 따르고, 송편 빚어

8) 李宜顯, 『陶谷集』권 30 『雜識』 『庚子燕行雜識』 下 “所謂柔薄兒, 以麵造, 似我國霜花而皺其縫, 亦似我國饅頭, 此盖古
之饅頭也.其餡以猪肉和蒜爲之.”(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9) 李海應, 『薊山紀程』 卷5 「附錄」 「飮食」 “所謂柔薄兒, 以麵造之, 如我國霜花, 而皺其縫, 蓋古之饅豆也. 其餡以猪肉和
蒜以實之, 餠餌中最佳.”(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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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선사하누나. 노경에 어찌 차마 나그네

甁錫高雲杪,

되리, 지루하게 사는 몸 부끄럽기만, 중화를

높은 구름 끝자락 거닐던 스님,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어, 큰 강의 강기슭에 홀

跏趺一磬聲.

로 서 있네[佳節流頭日, 荒村放逐臣. 水團遵

풍경소리 속에서 참선하기도.

土俗, 松餠餽鄕隣. 遲暮堪爲客, 支離媿有身.

椒茶與松餅,

10)

重華不可問, 獨立大江濱].” 라고 하여, 유두

향긋한 찻물이며 쫄깃한 송편,

날 송편을 먹었던 것을 노래하고 있다.

種種作人情 14).

택당 이식의 「속절일(俗節日)의 제물」이

이것저것 내와서 인정 표하네.

란 내용에서는 “등석(燈夕)에는 송병(松餠)
을 올린다[燈夕松餠].”11)라고 하였고, 송징은

송편은 옛날에는 지금처럼 추석에 솔잎을

의 『약헌집』에서는 “단오에는 증병 혹은 송병

따다가 햅쌀로 빚어 솔잎 향이 물씬 나게 만

12)

을 올린다[端午, 蒸餠或松餠].” 라고 하였다.

들어 먹었던 것이 아니라, 봄에 솔잎이 날 때

이의현은 『도곡집』에서 “삼짇날에는 송병을

아니면 여름철 더울 적에 수단과 함께 더위

올린다[三三松餠].”13)라 하여, 삼짇날 조상에

를 이겨내기 위해 더 많이 먹었던 것으로 보

게 송편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농

인다. 위의 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송편은 추

암 김창협은 꼭 추석은 아니지만, 가을에 송편

석에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상시로 만들어

을 먹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차와 즐기며 먹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송편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었던 것이

僧報楓林信,

라는 사실을 다음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산승이 단풍 소식 알려왔기에,

있다.

吾觀穡事成.

이 고려보(高麗堡)는 대개 병자, 정축 연

농부의 가을걷이 살펴보다가.

간(병자호란 때)에 잡혀간 사람들이 살고 있

悠然騎馬去,

는 곳인데, 자손들이 가문을 이루고 있다. 일

초연히 말을 타고 달려가는 길,

찍이 이 고장에 마을이 있어 거의 100여 호가

不覺上山行.

되었다. 매일 우리나라 사행 때마다 그 근파

산길의 힘겨움을 아니 느꼈네.

(根派)를 캐어묻는 일이 많았고, 캐어물으면

10) 申欽, 『象村稿』 卷10 「流頭日題」(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11) 李植, 『澤堂集』 「別集」 卷16 「雜著」 「祭饌」
12) 宋徵殷, 『約軒集』 卷10 「雜著」 「家祭儀式」
13) 李宜顯, 『陶谷集』 卷26 「雜著」 「祭式」
14) 金昌協, 『農巖集』 권3 「九月十四日 檢田水東 會淨方寺僧雪淳走沙彌來 報山中秋色 乘興便往 一宿而歸」(번역은 한국
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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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추석에만
송편을먹었던것은아니고,
봄・여름・가을에걸쳐두루먹었던
음식이었으며,이것이중국에
전해져고려떡이라는이름으로
불렸다는것도알수있었다.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하기 곤란해 하

앞을 다투어 팔고 있다15).

였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은 다 두어 마장[數

위의 내용은 박사호의 『심전고』에 나오는

帿]되는 곳으로 이주하여 이 마을은 전에 비

내용이다. 고려보는 대개 사류하(沙流河)와

하여 매우 쓸쓸해졌다고 한다.

옥전현(玉田縣)을 지나 환향하(還鄕河)는 물

압록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수천 리에 이르

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지역이다. 이곳은 위

는 사이에 처음으로 논 수백 묘(畝)가 있는데,

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병자호란 때 잡혀

다만 땅이 질어서 물갈이에 적당할 뿐만 아니

갔던 조선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던 곳

라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남긴 풍속이라 하겠

으로 고려보라는 이름을 지었다.

다. 저자에 밤절편[栗切餅], 송편[松餅] 따위

이들은 그곳에 모여 살면서 조선의 풍속과

가 있어 사람들이 고려떡이라고 부르는데 이

음식을 지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자에 밤절

것 역시 떡장수들이 우리나라 떡을 본따서 만

편, 송편 등이 있고, 이것을 고려떡이라 불렀

들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다는 것이다. 다음의 자료에서도 이러한 사실

이 많이 사 먹으므로 사행이 이곳을 지날 때

을 확인할 수 있다.

마다 마을 사람들이 떡함지를 끼고 길에 나와

고려병(高麗餠)은 즉 송병(松餠)으로 속절

15) 朴
 思浩, 『心田稿』 권1 『燕薊紀程』 “高麗堡, 蓋丙丁被擄人所住, 而子孫因家焉. 曾於此地有村, 殆百餘戶, 每我國使行
時, 多有詰問其根派, 則輒相赧然, 難於酬答, 故今皆移居于數帿地, 此村則比前甚蕭條云. 自渡江至此數千里之間, 始
有水田數百畝, 非但地多沮洳, 可以水畊, 而亦是我國人遺俗也. 市有栗切餠松餠之屬, 俗謂之高麗餠, 此亦賣餠者,
亦依㨾我國之餠故也. 自前我國人多買食, 故每使行之過此, 村人擁路, 挾椀而出, 爭先賣之.”(번역은 한국고전번역
원의 것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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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粟切餠) 등이다. 고려보(高麗堡)에서 파는

고 새로운 곡식으로 다양한 음식을 해먹었던

것인데, 우리나라 떡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때의 가장 특색 있

16)

는 것으로는 중양절(重陽節)을 맞아 만들어

에 고려병이라 부른다 .
이 내용은 『계산기정』에 나오는 것이다. 위

먹었던 음식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

의 두 자료를 통해서 송편은 비슷하게 생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

만두가 중국에서 전해져 온 것과는 달리 우리

이 설명하였다.

의 고유음식이고, 병자호란 때 잡혀간 사람들

음력 9월이면 추수를 끝내야 하므로 농가

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고려보에서 이 떡이 고

에서는 타작이 한창이다. 이 바쁜 틈을 타서

려떡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양절을 즐긴다. 이날의 명절식으로 잎이 누

이상 송편에 대한 자료와 시를 통해서 우

런 국화잎을 따서 국화전을 만들고, 배·유

리는 송편에 대해 이제껏 모르고 있었던 많

자·석류·잣을 꿀물에 타서 화채를 만들어

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곧 예전에는 추석에

먹는다. 9월 생선으로는 도루묵·고등어·숭

만 송편을 먹었던 것은 아니고, 봄・여름・가

어를 제철로 꼽는다.19)

을에 걸쳐 두루 먹었던 음식이었으며, 이것이

지금은 중양절이란 명절 자체가 이미 잊혀

중국에 전해져 고려떡이라는 이름으로 불렸

진지 오래여서 실감을 할 수 없지만, 예전에

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는 중양절을 전후하여 피어나는 황국을 이용

이밖에 『약현집(約軒集)』에서는 “추석에는
17)

하여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던 일이 매우 흔했

인병을 올린다[秋夕, 引餠].” 라고 하여 추석

다. 하지만 중양절에는 국화전보다도 국화주

에 조상께 인절미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

를 더 많이 준비하여 마셨고, 특히 한시에서

다. 하지만 택당 이식의 「속절일(俗節日)의

는 국화전에 관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제물」에는 “구월 중구(重九)에는 인병(引餠)

국화주에 대한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8)

을 올린다[重九引餠].” 라고 하였다.

그만큼 국화주는 중양절 더 나아가서는 음
력 9월의 음식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조선 초

음력 9월의 계절음식

기의 학자 김종직(金宗直)의 「용산낙모(龍山
落帽)」라는 시는 월과(月課)로 지은 것인데,

음력 9월은 봄・여름부터 키웠던 곡식과
채소를 거둬들이는 시기이다. 추수를 마치

여기에서는 중양절을 맞아 국화주를 마셨던
일을 읊고 있다.

16) 李
 海應, 『薊山紀程』 卷5 「附錄」 「飮食」 “高麗餠, 卽松餠, 粟切餠之屬也. 高麗堡所賣, 而依樣我國餠, 故稱高麗餠.”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17) 宋
 徵殷, 『約軒集』 卷10 「雜著」 「家祭儀式」
18) 李
 植, 『澤堂集』 「別集」 卷16 「雜著」 「祭饌」
19) 한
 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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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年乃佳士,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중양절을 맞으면 국화

만년은 바로 훌륭한 선비였고,

주를 마시는 일을 시로 읊곤 하였다. 다음 시

龍山眞勝地.

는 죽당(竹堂) 신유(申濡)가 일본에 사신으로

용산은 참으로 경치 좋은 곳인데,

갔을 때 지은 『해사록(海槎錄)』에 수록된 「구

況復九九辰,

일 다락에 올라(九日登樓)」라는 시이다.

더구나 또 구월 구일 중양절이라,
三羨忽相値.

天畔登樓傷客心,

삼선이 갑자기 서로 만났도다.

이역의 누대에 오르니 나그네 마음 구슬픈데,

征西亦英物,

高風寥慄動衣襟.

정서장군 또한 뛰어난 인물이라,

높은 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움직이누나.

高會集僚吏.

殊方人對菊花酒,

성대한 모임에 막료들 다 모이니,

이역에서 사람은 국화주를 대하였고,

盃崇菊花酒,

落日猿啼楓樹林.

술잔에는 국화주가 넘쳐흐르고,

지는 해에 잔나비는 단풍숲에 울어대네.

槃飣茱萸餌.

四國山川雲外散,

쟁반에는 수유 열매가 그득한데,

사국 산천은 구름 밖에 흩어져 있고,

談笑共擧白,

八州城府雨中深.

담소하며 함께 술잔을 들어라,

팔주 성부는 비 가운데 깊숙하네.

落日何辭醉 20).

仲宣詞賦傳千載,

저문 날에 어찌 취하길 사양하랴.

중선의 사부가 천 년을 전하리만,
摠爲荆蠻久滯淫 21).

이 시는 본래 34구의 장편이었는데, 앞의

오랑캐 땅에 와서 오래 머무르기 때문.

10구만 인용한 것이다. 중양절을 맞아 용산낙
모라는 고사를 생각하며 중양절의 흥취를 그

이 시에는 낯선 땅에 가서 명절을 맞는 서

린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중양절의 여러 풍

글픈 마음이 드러나 있으며, 누대에 올라서는

속과 용산낙모의 주인공인 환온(桓溫)과 맹가

왕찬(王粲)의 고사를 생각하며 고국을 그리

(孟嘉)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지만, 국화

워하던 마음을 묘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

주를 마시던 일도 그려져 있다. 이처럼 중양절

운데 중양절을 맞아 국화주를 마시던 일도 노

이 되면 국화를 마시던 것이 습속이 되어 다른

래하였다.

20) 金
 宗直, 『佔畢齋集』 권6 「龍山落帽」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21) 申濡, 『海槎錄』 「九日登樓」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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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이 1905년 을사

경와 김휴의 시가 고시 형태이면서 매우 낭

조약이 체결된 뒤 의병을 이끌고 맞서 싸우다

만적인 시상을 그렸다는 점에서 고려 시대 도

가 일본에 잡혀가 있으면서 읊은 “객지에서

연명을 사모하여 그의 삶과 생활을 본받았

자식을 보내니 꿈이 더욱 새로워, 해외에서

던 이규보의 시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누가 해내를 가엾게 여기는가? 부질없이 옛

이 시에 대해 정청풍(鄭淸風)이란 사람은 이

날 고향 가을 기억나니, 국화꽃 필 때 이웃 벗

를 평하여 이규보 뒤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을 불러 막걸리 먹었지[羇中送子夢愈新, 海外

하였다24). 일찍이 고려 중기 무신난이 일어나

誰憐海內人. 謾記鄕山秋熟日, 黃花白酒喚朋

칼바람이 불던 상황에서도 국화주를 그렸던

22)

隣].” 라는 시에서도 이국에서 중양절을 맞

일은 김신윤(金莘尹)의 「경인년 중구일을 맞

아 국화주 마시던 일을 그리며 읊은 것을 볼

아[庚寅重九]」라는 시에서 볼 수 있다.

수 있다. 경와(敬窩) 김휴(金烋)가 지은 「정기
은숙(呈棊隱叔)」이라는 시의 두 수 가운데 두

輦下干戈起,

번째 시에서도 국화주를 읊었다.

서울에 무신의 난이 일어나서,
殺人如亂麻.

菊花詩菊花酒,

사람 죽이기를 삼나무 베듯 하네.

국화를 읊은 시와 국화를 띄운 술,

良辰不可負,

酒一杯詩一篇.

좋은 명절을 저버릴 수 없어서,

술 한 잔 마시고 시 한 편을 읊는다.

白酒泛黃花.25)

一杯一杯杯幾巡,

백주에 국화꽃을 띄워 마시네.

한 잔 한 잔 들다보니 몇 순배나 돌았나?
一篇一篇篇且千.

이 시의 내용은 무인들의 전횡을 어찌할 수

한 편 한 편 짓다보니 천 편이나 되었네.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읊은 것이다. 의종

寒燈淸話五更夜,

(毅宗) 때 정중부(鄭仲夫)가 난을 일으켜 문

추운 날 등불 아래 맑은 이야기에 오경의

관(文官)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밤은 깊어가고,

자신도 언제 화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23)

雁聲遠落秋江煙 .

서 무인들의 만행을 응징하거나 말릴 방법이

기러기 소리 멀리서 들려오니 가을 강에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는 당시의 그

물안개 오르네.

런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음을 명

22) 崔
 益鉉, 『勉菴集』 卷2 「是日 卽重陽也 山川雖異 黃花猶在 感物述懷」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23) 金烋, 『敬窩集』 卷2 「呈棊隱叔 二首」
24) 金烋, 『敬窩集』 卷2 「呈棊隱叔 二首」 “鄭淸風批云, 李相國後一人.”
25) 金莘尹, 「庚寅重九」(徐居正 外, 『東文選』 卷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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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양절에는국화전보다도
국화주를더많이준비하여마셨고,
특히한시에서는
국화전에관한것은거의찾아보기
힘들고국화주에대한것은
쉽게찾아볼수있다.

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백주에 황화를 띄

망울 아직 터지지 않았다네[吾知斟白酒, 偏稱

워 마신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泛黃花. 爲問花開不, 靑苞未拆葩].”26)라고 읊

국화주는 옛날 지금처럼 국화를 재료의 일

은 「백주(白酒)를 마시며(飮白酒)」라는 시도

부로 만든 술과는 달리 백주에 국화를 띄워

국화주를 마시는 일을 시로 노래한 것이다.

마시는 것이었다. 도연명이 중양절을 맞아 마

국화와 백주를 동시에 즐겼던 일은 다음 계곡

실 술이 없어 국화 떨기 속에 가 있을 때, 그

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런 사정을 짐작한 왕홍(王弘)이 백주를 보내
주니, 그 자리에서 국화를 따서 띄워 국화주

楚楚茅簷短短籬,

를 마셨다는 일화에서처럼 사실 국화주가 따

말쑥한 초가 지붕 낮게 친 집 울타리,

로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백주에 국화를

籬邊種菊兩三枝.

띄워 마시면 곧 국화주가 되는 것이다.

울 곁에 국화꽃 두세 가지 심어 놓고,

이런 점에서 보면 중양일에 백주를 읊은 것

等閑吟咏傳同調,

도 모두 국화주를 마신 일을 노래한 것으로

심심하면 시 지어서 동조에게 주시는 분,

볼 수 있다. 고려 중기의 대표적 시인 이규보

贏得諸公幾首詩.

가 “내 알았노니 백주를 따름에는, 황국을 띄

그래 제공의 시 얼마나 많이 얻으셨소.

움이 제격인 줄. 묻노니 황국이 피었더냐? 꽃

消磨長夏付殘棊,

26)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7 「飮白酒」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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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긴 여름 맨 날 바둑으로 소일할 뿐,

霜林又斜日,

十載才名不救飢.

단풍 숲엔 또 석양이 되어,

십 년 토록 배고픔도 구제 못한 재명일세.

蕭瑟起寒聲 28).

白酒相要鄰社會,

쓸쓸하게 찬 소리만 일어나누나.

이웃 동네 술자리 백주 함께 마시면서,
黃花莫負歲寒期 27).
국화마냥 세한의 뜻 저버리지 마십시다.

상촌 신흠이 지은 「구월 구일 청음에게 주
다[九日贈淸陰]」란 시에서도 중양절에 즐기
던 국화와 백주를 가져다가 김상헌의 절개와

옛날 사람들은 울 곁에 이 시에서처럼 국
화를 심어 놓고 중양절에 맞추어 백주를 준비

그를 향한 마음을 읊었는데, 또한 중양절에
국화주를 마시던 일을 읊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였다가 국화가 꽃을 피우면 백주에 국화를
띄워 마셨던 것이다. 옛날 사람들에게 국화는

맺음말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단지 계절의 꽃으
로 중양절에 맞추어 피어난다는 것과 향기가

가을은 사계절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넉넉

좋다는 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한 계절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계절보다도

다음 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었을 것이지만, 정작 이
때는 다른 계절처럼 절식으로 특별히 두드러

愁殺逢佳節,
깊은 시름 속에 가절을 만나,

진 것이 없다.
음력 7월의 음식으로는 상화를 들 수 있지

關河送遠行.

만, 민간에서는 주로 절식으로 조상의 사당에

어려운 먼 길 떠나는 이를 보내노니,

올리는 음식으로 이야기되는 정도이다. 이에

黃花如解意,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시에

노란 국화 사람 뜻을 안 듯하고,

서는 아쉽게도 이에 대해 읊은 것을 찾을 수

白酒亦多情.

없다.

흰 막걸리 또한 다정하구려.

음력 8월의 음식으로 송편을 들 수 있다.

事往天難問,

지금은 송편이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인

지난 일은 하늘에 묻기도 어렵고,

식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것을 가을에도 만

名浮夢欲驚.

들어 먹으며 삼짇날, 칠석날, 유두날, 중양절

뜬 이름은 두려워 꿈에도 놀란다오.

등 봄부터 가을까지 만들어 먹었던 것을 볼

27) 張
 維, 『谿谷集』 卷33 「再用種菊韻答李丈」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28) 申
 欽, 『象村集』 권9 「九日贈淸陰」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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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에는토란으로단자를만들거나
국을끓이고,무와호박을섞어시루떡을
찌며인절미도만들어먹는다.
햇곡이나오기에이것으로빚은신도주
(新稻酒)를차례상에올리고,밤·대추·
감·사과등햇과일도절식으로즐긴다.

수 있다. 따라서 추석에 송편을 먹었던 일을

을에 백주를 읊은 것은 대부분 국화주를 읊은

읊은 시도 그리 많지 않다. 이 밖에 인절미 즉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병(引餠)이 있으나, 또한 자료가 그리 자주
보이지 않는다.

가을에는 먹을거리가 지천이라 특별한 음
식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절식(節

음력 9월의 음식으로는 다른 밥이나 떡은

食) 혹은 시식(時食)으로도 이렇다 할 것이

이렇다 할 것이 없고, 국화주를 들 수 있다.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문 자료와 한시

국화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국화가

에서도 다른 계절과 달리 이 시기의 음식을

피는 중양절에 맞추어 백주를 담가 그것에 국

읊은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화를 띄워 먹는 것이다. 따라서 한시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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