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

여름의 절식과 한시
윤호진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시작하는 말

요즈음 음식은 철이 없다.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봄에 나오

는 푸성귀를 가을에 즐길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계절 음식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

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음식은 제철에 먹

어야 제 맛이 난다고 할 수 있다.

옛날에 음력 4월의 음식으로는 어채(魚菜)

와 어만두(魚饅頭)를 만들어 먹었다. 음력 5

월의 음식으로는 원래 수단(水團)과 각서(角

黍)를 들 수 있으나, 이 가운데 수단은 유둣

날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음력 6월의 

음식으로는 수단(水團), 건단(乾團), 백단(白

團), 적분단(滴粉團), 상화병(霜花餠), 연병

(連餠), 유두면(流頭麵)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에서 한시에 많이 보이는 여름 음식으로는 특

히 수단을 들 수 있다. 또한 한여름에 땀을 뻘

뻘 흘리며 먹는 뜨거운 개장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여름 음식을 대표하는 가장 특색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한시 가

운데는 개장국에 대해 읊은 것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여름날 더위를 잊게 해주

는 시원한 음식들을 한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음력 4월에서 음력 6월까지 한시에서 읊

은 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음력 4월의 음식

여름이 시작되는 음력 4월의 음식 가운데 

한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어채(魚菜)

이다. 어채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 

“생선을 잘게 썰어 익혀 줄나물, 국화잎, 파

싹, 석이버섯, 익힌 전복, 계란 등을 섞은 것을 

어채라고 한다.”1)고 하였다. 한시에서 어채에 

대해 읊는 것은 비교적 일찍부터 그 자료가 

남아 있는데, 조선 초기의 문인 허백(虛白) 성

현(成俔)이 지은 다음 시를 통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예술 속으로• 여름의 절식과 한시

1)  洪錫謨, 『東國歲時記』 “以魚鮮, 細切熟之, 雜苽菜・菊葉・葱芽・石耳・熟鰒・鷄卵, 名曰, 魚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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泊舟水淸淺,

/맑고 얕은 물에 배를 대고,

露坐愛江天.

/노천에 앉아 강천을 즐기네.

盤中魚菜俱,

/소반에는 어채가 갖추어져 있는데,

所貴遠市廛 2).

/좋은 점은 시전과 떨어져 있는 것.

날씨가 더워지려고 할 즈음에 강가를 찾아 

자연을 즐기며 어채를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소반에 어채가 준비되어 있고, 번잡한 

시전과 떨어져 있어 더없이 좋다는 소회를 밝

혔다. 그는 또 「여자진 숙강 여회 유용휴산정

(與子珍 叔強 如晦 遊用休山亭)」이란 시에서도 

벼슬아치들이 모여 어채를 즐기는 내용을 드

러내고 있다.

簪纓滿座人人傑,

/온 자리의 벼슬아치들은 모두들 인걸인데,

魚菜堆盤種種佳 3).

/소반에 쌓인 어채는 모두가 아름답다.

성현의 시는 모인 사람도 좋고 소반의 어채

도 좋다는 것인데, 이처럼 어채에 대해 읊은 시

는 일찍이 조선 초기 문인들의 시에 등장할 뿐

만 아니라, 조선 후기 문인들의 문집에서도 많

이 찾아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숙종조 때의 문

인 정시한(丁時翰)의 문집인 『해좌집(海左集)』

에 실려 있는 어채에 관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浮到垂楊岸,

/떠서 버들 늘어진 언덕에 이르니,

楊州初月高.

/양주에는 비로소 달이 높이 떴네.

藍輿趁漁火

/남녀를 타고 고기잡이 횃불로 달려가니,

茅屋半雲濤.

/초가집은 반쯤 구름 속에 잠겼네.

舟檝來何遠,

/배가 오는 곳이 어찌 그리도 먼가?

江湖卧自豪.

/강호에 누워서 스스로 호걸이라 여기네.

休言世味薄,

/세상의 맛이 박하고 말하지 마오,

魚菜亦堪饕 
4). 

/어채도 또한 즐길 만하네.

이 시는 버드나무 늘어진 언덕에서 어채를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강호에서 지내면

서 봄을 맞아 어채를 맛보고 즐거움을 노래

하였다. 조선의 문인들이 어채를 즐겨 먹었던 

까닭은 장안에서 벼슬하고 있다가 가을바람

이 불어오자 자신의 고향 강동의 순채(蓴菜)

와 농어회(鱸魚膾)가 그리워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장한(張翰)의 고사와 연관

2)  成俔, 『虛白集』 「續集」 卷2 「道游淵江邊偶吟」

3) 成俔, 『虛白堂補集』 卷1 「與子珍 叔強 如晦 遊用休山亭」

4) 丁時翰, 『海左先生文集』 卷13 「舟向京師 夜泊楊根 宿柳子三書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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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분위기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고사와는 상관없이 음력 4월 음식을 대표하

는 것으로 어채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단오의 음식

단오를 다른 이름으로 수릿날이라 한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한자로는 술의일(戌

衣日)이라 하는데, 술의(戌衣)는 수레라는 우

리나라 말을 음차(音叉)하여 표기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날을 왜 수레날이라 하였던

가? 역시 『동국세시기』의 설명에 따르면, 이

날 쑥을 캐다가 짓이겨 멥쌀가루 속에 넣고 

푸른빛이 살아나도록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드

는데, 떡 모양을 수레바퀴처럼 만들기 때문에 

수레날, 곧 술의일이라 한다는 것이다5).

단오의 유래에서 보듯이, 단오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수릿떡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한시

에서는 수릿떡을 읊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생활에서 많이 먹었던 것과 시로 형상화하

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당시에도 

단오에 수릿떡을 만들어 먹었던 일은 그리 보

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시원한 수단, 건단, 백단, 적분단 등

이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단은 멥

쌀가루를 빻아 물에 개서 구슬처럼 둥글게 만

든 뒤에 이것을 쪄서 얼음물에 띄워 먹는 것

이다. 『동국세시기』에서는 “또 건단이라는 것

도 있는데 그것은 물에 넣지 않은 것으로 곧 

냉도의 종류이다. 혹 찹쌀가루로 만들기도 한

다.”6)라고 하였다. 

수단, 건단, 백단, 적분단은 모두 한 가지 음

식인데, 어떻게 모양을 내느냐, 또 어떻게 먹

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단은 멥쌀가루를 동그랗게 만들어 쪄낸 것

이고, 그 겉에 흰쌀가루를 묻힌 것이 백단이

고, 이보다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을 적분단이

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단은 물에 넣지 

않고 먹는 것이다. 

『세시잡기(歲時雜記)』에는 “단옷날 수단을 

만드는데 일명 백단이라고 하고 정밀하게 만

든 것을 적분단이라 한다.”7)라고 하였다. 또 

여영공(呂榮公)의 『세시기(歲時記)』에도 보

면 “단오에는 수단을 만드는데 일명 백단이

라 하고, 가장 정한 것을 적분단이라 한다.”8)

라고 하였다.

위의 『세시잡기』 등에서 수단을 단옷

날 먹는 것이라 하였는데, 『동국세시기』에

서도 “생각건대 『천보유사(天寶遺事)』에  

궁중에서 매년 단오에 분단(粉團)과 각서(角

黍)를 만들어 쟁반 안에 못으로 고정시켜 놓

예술 속으로• 여름의 절식과 한시

5)  洪錫謨, 『東國歲時記』 “端午俗名, 戌衣日, 戌衣者, 東語車也. 是日採艾葉爛搗, 入粳米粉, 發綠色打而作餻, 象車輪形, 

食之, 故謂之戌衣日.”

6) 洪錫謨, 『東國歲時記』 “又有乾團, 不入水者, 卽冷食匋之類. 或用糯米粉爲之.” 

7) 洪錫謨, 『東國歲時記』 “又按歲時雜記, 端午作水團, 又名白團, 最精者, 名滴粉團.”

8)  金邁淳, 『洌陽歲時記』 “呂榮公歲時云, 端午作水團, 又名白團. 最精者, 名曰, 滴粉團.” (이하 『열양세시기』의 번역은 

이석호 역, 『조선세시기』(동문선, 1991)의 것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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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은 각궁으로 화살을 쏘아 그 분단을 맞

힌 사람이 그것을 먹는다.”9)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서 『천보

유사』의 기록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다10). 

이들을 통하여 보면, 수단은 단옷날의 음

식이라 할 것이지만 『열양세시기』에서 “수단

은 중국에서는 단옷날에 만들던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유두로 옮겨진 것이다.”11)라고 추

정한 바 있다. 『열양세시기』의 내용을 따르면, 

수단은 본래 단옷날에 만들어 먹던 것인데, 

후대에 차츰 변하여 유두날에 만든 것이라 생

각된다. 

그래서 『동국세시기』의 다른 곳에서는 유

두에 “멥쌀가루를 쪄서 둥그렇게 긴 다리같

이 만들고 잘게 썬 다음 구슬같이 만든다. 그

것을 꿀물에 넣고 얼음에 채워서 먹고 제사

에도 쓴다. 이것을 수단이라고 한다.”12)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단 등은 본래 단오의 음식

이었으나 뒤에 유두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

던 것이다.

그렇다면 단오를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인

가? 원래 단오에 수단과 함께 먹었던 각서(角

黍)를 들 수 있다. 수단은 유두의 음식으로 옮

겨갔지만 각서는 단오의 음식으로 그대로 남

아 있었다. 

각서라는 음식이 우리나라 문헌에 제일 처

음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고려 말 가정(稼亭) 

이곡(李穀)의 시에서이다. 이곡은 「명일단오 

부용전운(明日端午 復用前韻)」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爲緣抱病失靑春,

/병들어 신음하느라 봄도 그냥 보내다가,

便覺今朝興有神.

/오늘 따라 흥이 나며 마음이 들썩이네.

角黍何曾負此腹,

/언제 각서의 맛을 못 본 적이 있었던가?

綵絲如解繫吾身.

/채사도 나의 몸을 묶을 줄 잘 아는 듯.

遠嫌靖郭妨生子,

/자식을 키우지 못하게 한 정곽의 의심도 풀렸고,

每愛靈均尙感人.

/영균은 아직도 감동시키며 해마다 사랑받는다네.

正是一陰還用事,

/지금은 바로 하나의 음이 다시 용사하는 때,

天機袞袞幾回新13).

천기는 그동안 몇 번이나 새로 작동하였던가? 

단오 명절을 맞아 시를 지었는데, 3구에서 

“언제 각서의 맛을 못 본 적이 있었던가[角黍

何曾負此腹]”라고 하여, 단오 명절이 되면 언

9) 洪錫謨, 『東國歲時記』 “按天寶遺事, 宮中每端午, 造粉團角黍, 釘金盤中, 以小小角弓, 架箭射中粉團者, 得食.” 

10)  金邁淳, 『洌陽歲時記』 “天寶遺事云, 宮中每到端陽, 造粉團角黍, 貯於金盤中, 以小角弓, 架箭射粉團, 中者得食, 盖粉

團滑膩, 難射也.”

11) 金邁淳, 『洌陽歲時記』 “據此, 卽水團是中國端午日所設, 而吾東移設於流頭也.”

12) 洪錫謨, 『東國歲時記』 “蒸粳米粉, 打成長股團餠, 細切如珠, 澆以蜜水, 照氷食之, 以供祀, 名曰, 水團.”

13) 李穀, 『稼亭集』 卷17 「明日端午 復用前韻」(번역은 고전번역원의 것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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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각서를 먹는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고려 

후기에 이미 각서를 먹는 풍습이 있음을 밝힌 

글이라 주목이 되는 시이다. 

각서가 이처럼 단오의 음식이란 점에 대해

서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제자 간재(艮

齋) 이덕홍(李德弘)도 “각서는 종(粽)이다. 

단옷날 먹는 것이다.”14)라 하여 종이 곧 각서

이고, 각서는 중오(重午) 곧 단오에 먹는 것

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각서는 어떤 음식이었던가? 전국 

시대 초나라의 충신 굴원이 멱라에 몸을 던

져 죽은 것이 음력 5월 5일이었고, 굴원의 죽

음을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이 대통에 밥을 넣

어 물에 넣어주었더니, 굴원이 구회(歐回)라

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 “대통의 종자를 교룡

과 물고기가 다 먹어치우므로 앞으로는 종자

를 멀구슬나무잎으로 쌀을 싸고 겉은 오색실

로 단단히 동여매 뿔처럼 만들도록 해라. 물

고기나 교룡이 보고서 마름으로 알고 먹지 않

을 것이다.”라고 하여, 마름모꼴 형태의 종자

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15).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사전에는 “각서는 

주악”이라 하고 주악에 대해서는 “웃기떡의 

하나. 찹쌀 가루에 대추를 이겨 섞고 꿀에 반

죽하여 깨소나 팥소를 넣어 송편처럼 만든 다

음, 기름에 지진다.”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정

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

찬한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는 각서에 대

한 설명이 보이지 않으며, 주악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모두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세시풍속사전에서 제공하는 “밀가루로 

둥근 떡을 만들어 고기와 나물을 소로 넣어 

만든 단오절식”이라 한 것과 서로 비슷해 보

인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각서를 『성호사설

(星湖僿說)』의 내용과 중국 문헌에 전하는 내

용을 바탕으로 “멀구슬나무잎16)으로 싸서 뿔 

모양으로 만든 떡”이라 하였다. 

각서를 단순히 “밀가루로 둥근 떡을 만들

어 고기와 나물을 소로 넣어 만든 떡”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까닭을 송시열(宋時烈)이 각

서에 대해 자신의 손자 송회석(宋晦錫)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속절조에 각서가 있는데, 

각서는 기장으로 떡을 만든 것으로 뿔이 있는 

것이다.”17)라고 한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서는 멀구슬나무잎이라고도 하는 고엽(菰

葉)에 싸서 뿔이 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옛날 문인들도 각서

가 어떤 음식인지를 몰라 스승에게 문의하고 

답한 내용이 많은데, 『성호사설』에서는 각서

에 대해 자세히 고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서(角黍)란 것은 『풍토기(風土記)』에 “단

오(端午)에 줄잎[菰葉]으로 찹쌀을 싸서 먹는 

것은 옛날 멱라수(汨羅水)에서 굴원(屈原)의 

혼을 조상하던 풍속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풍속도 단오에 밀가루로 둥근 떡을 만들어 먹

14) 李德弘, 『艮齋集』 「續集」 卷5 「家禮註解」 “角黍, 粽也. 重午所食.”

15) 이 내용은 국립박물관의 세시풍속사전에서 인용하였음.

16) ‘줄잎’이라고도 번역함.

17) 宋時烈, 『宋子大全』 卷128 「答晦錫」 “俗節條, 角黍 以黍爲餠而有角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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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고기와 나물을 섞어서 소를 넣은 뒤 줄

잎처럼 늘인 조각을 겉으로 싸서 양쪽에 뿔이 

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각서인데, 옛적에 밥

을 서직(黍稷)이라고 했으니, 각서란 것은 밥

을 싸서 뿔이 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18).

각서라는 이름이 바로 뿔이 나게 만들었

다는 데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다. 각서를 주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성호

사설』에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각서와 주악은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신빙성이 있

는 설명을 하고 있다. 

지금 풍속에 또 조각(造角)이라고 하는 떡

이 있는데, 각(角)의 음(音)이 전해서 악(岳)

으로 되었다. 이 조악(造岳)이란, 쌀가루로 떡

을 만들어 콩가루로 소를 넣는 것인데, 역시 

양쪽으로 뿔이 나고 기름에 튀기니, 이도 각

서를 본떠 만든 것이다19).

각서와는 별도로 조각이라는 떡이 있는데, 

각의 음이 바뀌어 조악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보면 주악이라는 말은 조악이라는 말에

서 바뀐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성호사설』에서는 주악은 각서를 본떠서 

만든 별도의 음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 위에서 설명하는 조악이란 떡이 바로 요

즈음의 주악이 아닌가 한다. 이익은 자신의 

친구 정여일(鄭汝逸)이란 사람에게 보낸 편지

에서 더욱 정밀하게 조각이라는 말의 뜻을 밝

혀내고 있다. 

지금 풍속에 

또 조각(造角)이라고 하는 

떡이 있는데, 

각(角)의 음(音)이 전해서 

악(岳)으로 되었다. 

18)  李瀷, 『星湖僿說』 卷4 「萬物門」 「角黍」 “角黍風土記曰, 端午以菰葉裹粘米, 乃汨羅弔古之遺俗也. 東俗以麪煎, 作餠如

圓葉, 饀以肉臠及菜餗, 卷葉裹之, 爲兩角, 重五設之, 此正是角黍也.”(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따름)

19)  李瀷, 『星湖僿說』 卷4 「萬物門」 「角黍」 “今俗又有, 所謂造角者, 角音轉爲岳, 米粉作餠, 饀以豆屑, 亦兩角而油煎, 

此亦角黍之假成者也.”(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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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면서 흉내

내어 하는 것을 ‘지어낸다[造]’고 한다. 그러

니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각서를 흉내

낸 것[造角黍]’이라는 뜻이 아닐까 한다20).

‘造’가 흉내낸다는 뜻을 가진 뜻이고, ‘角’

은 각서를 줄인 말이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이처럼 서로 다른 음식이었는데, 지금 사전에

서는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은 잘못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각서에 대해서 읊은 시는 고려 후기로부터 

이어진다. 아버지 이곡에 이어 그 아들 목은 

이색은 「단오일 열구서 득최원외소간 유감이

작(端午日 閱舊書 得崔員外小柬 有感而作)」

이라는 시를 읊었다.

壯志寧容擇險夷,

/장한 뜻은 어찌 험난과 평탄함 가렸으랴? 

欲將文翰動當時.

/문필을 가지고 당시를 진동하려 했었네.

九泉今日應惆悵.

/오늘날 구천에서 응당 슬피 탄식할 텐데,

角黍無人爲子炊.21)

/자네에게 각서를 쪄 줄 사람도 없네 그려.

이 시는 제목에 드러난 바와 같이 단옷날 옛 

책을 보다가 책갈피에 끼어 있는 최원외(崔員

外)의 편지를 보고 느낌이 있어 지은 것이다. 

시의 내용은 단옷날 죽은 최원외를 그리워하

며 지은 것이다. 1・2구에서는 최원외가 장한 

뜻과 뛰어난 문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고, 

3・4구에서는 지하에서는 그런 그에게 각서도 

쪄줄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각서는 이 시에서 보듯 민간에서 단옷날 그

냥 지나칠 수 없는 음식이 되었던 것이다. 그

런데 민간에서만 단옷날 각서를 먹었던 것이 

아니고, 궁중에서도 그랬던 사실은 여러 사

람이 읊은 「대전단오첩(大殿端午帖)」, 「대왕

대비전단오첩(大王大妃殿端午帖)」 등의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유두의 음식

음력 6월의 음식으로는 시원한 수단(水團), 

건단(乾團), 백단(白團), 적분단(滴粉團), 상화

병(霜花餠), 연병(連餠), 유두면(流頭麵) 등이 

있었고, 특히 더운 삼복에는 개장을 먹는다.

『동국세시기』에서는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개장이라 한다.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또 개국에 고춧가루를타고 

밥을 말아서 시절 음식으로 먹는다. 그렇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도 이것

을 많이 판다. 

생각건대 『사기(史記)』에 ‘진(秦)나라 덕공

(德公) 2년에 비로소 복사(伏祠)를 지었는데, 

사방의 문에서 개를 잡아 충재를 막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개 잡는 일이 곧 복날의 옛 행

사요, 지금 풍속에도 개장이 삼복 중의 가장 

20)  李瀷, 『星湖全集』 卷10 「答鄭汝逸家禮問目」 戊戌) “饅頭。 東人以非眞而效爲者曰造, 則造角者, 亦或是造角黍之謂也。”

21) 李穡, 『牧隱詩稿』 卷5 「端午日 閱舊書 得崔員外小柬 有感而作」(번역은 고전번역원의 것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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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음식이 된 것이다.”22)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시에는 개장국에 관한 것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만 시원한 수단을 읊은 것이 

많다. 문인들의 시에서 대부분 수단은 유둣날 

먹는 음식으로 읊어졌다. 조선 초기의 성현은 

「유두일 음수단병(流頭日 飮水團餠)」이라는 

작품을 지어 유둣날을 맞아 수단을 만들어 먹

던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被髮東川事已悠,

/동쪽 시내에서 머리를 감던 일 이미 아득한데,

年年佳節是流頭.

/해마다 좋은 명절은 곧 유두로다.

紛紛白雪初飛杵,

/흰 가루 처음에 어지럽게 절구공이에서 날더니,

磊磊銀丸忽滿甌.

/높고 높은 하얀 알이 문득 사발에 가득하네.

槐葉冷淘何足比,

/느티나무 잎 차가운 것 무엇에 비기랴?

胡麻香餌未爲優.

/참깨의 향기로운 맛 더 좋을 수가 없네.

君王深殿迎凉晩,

/임금의 깊은 궁전에 시원한 저녁을 맞으니,

亦有仙廚此味不23).

/또한 신선의 부엌에 이 맛이 있을 런지?

이 시에서는 절구에서 하얀 쌀가루를 빻아

내는 일에서부터 임금의 주방에도 이렇게 시

원한 것이 있을까 하는 느낌을 말하였다. 시

원한 수단을 먹는 일을 대단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의 문인 권벽(權擘)은  

「유두일 사수단병(流頭日 思水團餠)」에서 다

음과 같이 읊었다.

正是流頭日, 

/지금은 바로 유둣날인데,

猶思水餠團.

/오히려 수단 떡이 생각나네.

堆砧飛玉屑,

/맷돌에 쌓이면서 옥가루가 날리고,

滿椀嚼銀丸.

/대접에 가득한 하얗고 동그란 떡을 씹는다.

崖蜜能添味, 

/벌꿀은 능히 맛을 더할 수 있고,

壺氷更助寒 24). 

/병의 얼음은 더욱 시원함을 돕는다.

유둣날 수단병을 생각하며 그 만드는 과정, 

모양 등을 상세히 회상하였다. 이처럼 한시에

는 유둣날에 수단을 먹었던 일을 읊은 시가 

많은데, 조선 중기의 저명한 시인 이안눌(李

安訥)은 「유월십오일(六月十五日)」이란 시에

서 “흰 경단은 보아하니 절물이라[白團看節

物]”25) 한 바 있다.

22)  洪錫謨, 『東國歲時記』 “烹狗, 和葱爛蒸, 名曰, 狗醬. 入鷄笋更佳, 又作羹, 調番椒屑, 澆白飯, 爲時食, 發汗可以祛暑

補虛, 市上亦多賣之. 按史記, 秦德公二年, 初作伏祠, 磔狗四門, 以禦蟲災, 磔狗卽伏日故事, 而今俗因爲三伏佳饌.” 

(이하 『동국세시기』의 번역은 이석호 역, 『조선세시기』(동문선, 1991)의 것을 이용함)

23) 成俔, 『虛白堂集』 卷8 「流頭日 飮水團餠」

24) 權擘, 『習齋集』 卷4 「流頭日 思水團餠」

25) 李安訥, 『東岳集』 卷17 「六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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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령(金坽)도 또한 「유두일(流頭日)」이란 

시에서 “명절음식 쌀가루 묻힌 경단은 시원

하고[時羞粉團冷]”라고 하였고, 「유월 열닷새 

날에[六月十五日]」에 지은 시에서는 “분단은 

희기가 옥과 같고, 맑은 얼음은 꿀처럼 비친

다.[粉團皎如玉, 淸冰暎崖蜜.]”라고 하였다. 

이처럼 유둣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수단을 

만들어 먹었던 풍습은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허균(許筠)의 「궁사백수(宮詞百首)」 가운데

에도 유두에 수단을 먹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어, 이를 통하여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궁중에

서도 유둣날 수단을 먹었던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晴瀾曲瀉抱紅樓,

/맑은 물결 굽어 쏟아 홍루를 안고 도니,

望日偸閒作宴遊. 

/보름날 틈을 타서 잔치 놀이 벌였어라.

團餠侵氷寒起粟, 

/단병을 얼음물에 채우니 소름이 돋치고,

却抛雲髻洗流頭 26).

/유두건만 머리 감을 생각마저 포기되네.

이러한 풍속은 유만공(柳晩恭)이 1843년 

스스로 지은 『세시풍요(歲時風謠)』의 「유둣

날(流頭日)」이라는 시에서도 볼 수 있으니, 

조선 후기까지 이러한 풍속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白粽團團蜜水凉,

/흰 주악은 둥글고 꿀물은 시원하니,

紛綸麪飥麥初嘗.

/분분한 국수와 수제비로 보리를 처음 맛본다.

早登香稻眞佳品,

/일찍 익은 향기로운 벼는 정말 가품(佳品)이니,

玉食俄聞進尙方27).

/ 쌀밥을 상방(尙方)에서 올렸다는 것 방금 

들었네.

유둣날에는 이밖에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

어 먹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동국세시기』

에 의하면 “이 날은 또 밀가루를 반죽하여 콩

이나 깨에 꿀을 섞은 소를 싸서 찐 상화병을 

만들어 먹었다28). 

또 밀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지지고 줄

나물로 만든 소를 싸거나 콩과 깨에 꿀을 섞

은 소를 싸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오므려 만

든 연병(連餠)을 즐기기도 하였다29). 또 잎 모

양으로 주름을 잡아 줄나물로 만든 소를 싸고 

채롱에 쪄서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한다. 이것

들이 모두 유두날의 시절 음식이요 제상에 쓰

이기도 하였다.”고 한다30).

『열양세시기』에서는 수교위라는 것을 이날 

26) 許筠, 『惺所覆瓿藁』 卷2 「宮詞百首」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27) 柳晩恭, 『歲時風謠』 「流頭日」 

28) 洪錫謨, 『東國歲時記』 “以小麥麵溲, 以包豆荏和密, 蒸之, 曰, 霜花餠.”

29) 洪錫謨, 『東國歲時記』 “又碾麵而油煮, 包苽饀或包豆荏, 和密爲饀. 巷摺異形名曰, 連餠.”

30) 洪錫謨, 『東國歲時記』 “又皺作葉形, 籠苽饀, 籠蒸, 浸醋醬以食之, 並以時食, 亦供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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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金邁淳, 『洌陽歲時記』 “水角兒子, 磨小麥, 細蒒去麩 拌水, 分作小片, 用木椎子碾勺如手掌大, 老黃瓜細切, 和豬牛鷄

肉加油醬諸味, 爛炒作饀, 捲合兩頭, 當中摺蹙, 略似饅頭形, 蒸熟蘸醋醬, 啖之.”

32)  洪錫謨, 『東國歲時記』 “以小麥, 造麵, 調靑菜鷄肉, 澆白麻子湯. 又用甘藿湯, 調鷄肉, 以麵點水, 熟而食之. 又以南瓜同

猪肉, 切白餠, 爛煮, 或入乾鮠魚頭, 同煮. 又以小麥麵拌南瓜切片, 油煮, 皆爲夏月時食眞率之饌, 甜瓜西瓜爲滌暑之需.”

33) 洪錫謨, 『東國歲時記』 “用小麥麵, 造如珠形, 名曰流頭麯, 染五色, 聯三枚, 以色絲穿而佩之. 或掛於門楣, 以      之.”

만들어 먹는데, “수교위라고 하는 것은 밀을 

갈아 고운체로 쳐서 기울은 버리고 물에 반죽

하여 조금씩 떼어 방망이로 똑같이 고루 손바

닥만큼씩 민다. 그리고 늙은 외를 잘게 썰어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을 넣고 기름과 

간장과 여러 가지 맛을 섞어 소를 만든 다음, 

미리 밀어놓은 밀가루에 그 소를 집어넣고 양

쪽을 올려 싸서 오그려 빚으면 꼭 만두 모양

과 비슷하다. 이것을 푹 쪄서 초장에 찍어 먹

는다.”31)라고 하여, 그 모양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음력 6월 한여름의 음식으로는 “밀

로 국수를 만들어 청채(靑菜)와 닭고기를 섞

고 백마자탕(白麻子湯)에 말아 먹는다. 또 미

역국에다 닭고기를 섞고 국수를 넣고 물을 약

간 쳐 익혀 먹는다. 또 호박과 돼지고기에다 

흰떡을 썰어 넣어 볶기도 하고 또 굴비 대가

리를 섞어 볶아 먹기도 한다. 또 밀가루에다 

호박을 썰어 넣고 반죽하여 기름에 부치기도 

한다. 이것들이 모두 여름철의 시절 음식으로 

참되고 조촐한 별식이다. 참외와 수박은 더위

를 씻는 음식이다.”32)라고 한 『동국세시기』의 

내용을 참고로 하면, 더 다양하고 많은 음식

을 즐겼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시에서

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름 음식은 더

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것이 인기가 있었고, 

삼복더위를 이길 수 있는 개장국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절 음식이 옛날에 단순히 먹

고 즐기기 위한 것, 혹은 먹고 즐기는 데에 편

한 것, 아니면 계절을 이기는 영양식으로서만 

기능했던 것은 아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밀가루로 구슬 같은 

모양을 만들어 유두면이라 한다. 거기다 오색

의 물감을 들여 세 개를 이어 색실로 꿰어 차

고 다닌다. 혹 문설주에 걸어 매어 액을 막기

도 한다.”33)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날의 이러

한 음식은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방액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즈음에는 음식이 지나치게 건강만을 위

한 방향으로, 특히 다이어트 등을 위하여 음

식의 본질이 전도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음식을 

맛보고 즐기며 이것을 통하여 액운을 막는 것

으로까지 활용하였던 옛날의 음식문화가 풍

성해진 오늘날의 음식보다 다양하고 정이 넘

치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사진제공 | (사)궁중병과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