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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의(酒食是儀)』에 기록된 조선후기 음식

차 경 희*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Food Culture of the late Chosun dynasty in 『Jusiksiui (酒食是儀)』

Gyung-Hee Gha*

Department of Korean Cuisine, Jeonju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the Korean cookbook, Jusiksiui, which was published in the late 1800s,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revealed that Jusiksiui contained more than 100 foods. Specifically, 12 staple foods were foods recorded including five types

of porridge, three types of noodles, and four kinds of dumplings. Moreover, 49 side dishes were present, among which Jjim

(steamed food) was most common, being recorded ten times. Additionally, seven types of Jeon (pancake) & Gui (roasted

food) and Kimchi & Jangajji (pickled vegetables), four kinds of soup and Jeongol (stew), stir-fry, Sukyuk (boiled beef), and

three types of Sukchae and Sashimi were found. Moreover, 14 recipes for rice cakes, two recipes for Korean cookies and

three recipes for drinks were found. Seven recipes for wine, including plain rice wine, medicated wine and flavored wine,

were also found. Finally, four different soy sauces Jibjang (a kind of soy sauce paste), hot pepper paste, Cheonggukjang

(fast-fermented been paste), and Jeupjihi and roasting hot pepper paste we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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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는 그들의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전

수할 수 있는 기록들을 남겼다. 이것은 봉제사(奉祭祀)와 접

빈객(接賓客)이 가장 큰 덕목이었던 조선시대 양반 문화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술 빚기

와 음식 만들기의 기본이 되는 장(醬) 담그기에 비중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조리서(調理書)들을 살펴보면 일

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대한 조리법이라기보다는 주로 손님

을 대접하거나 특별한 날 먹는 음식에 대한 조리법이 언급

되어 있다. 이로서 당시 귀한 음식으로 예를 갖추어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빈례(賓禮)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전통문

화를 엿볼 수 있다.

본고는 아직 수록된 내용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1800년

대에 저술된『주식시의(酒食是儀)』에 대한 고찰이다.『주

식시의』는 조선시대 음식문화 연구에 두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첫번째는 현재 전해지는 대부분의 고조리서가 영남지

역에 근거하는데 반해 충청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대부

가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조리서들은

경북 안동과 영양·상주 일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6세

기 음식문화를 대표하는『수운잡방(需雲雜方)』(윤 1998), 여

성이 쓴 최초의 한글조리서『음식디미방[閨 是議方]』(황

1980), 사대부가의 높은 가양주 제조기술을 볼 수 있는『온

주법(蘊酒法)』(이 1992), 19세기 말 한식 상차림의 모습을 그

림을 통해 설명하는『시의전서(是議全書)』(이 등 2004) 등

이 그것이다. 그런데『주식시의』는 대전(大田)을 기반으로

한 은진(恩津) 송(宋)씨 가문의 책으로 이례적으로 충청도지

역의 음식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의

출처인 은진 송씨 고택은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보물 제209호인 동춘당이 있다.

동춘당은 인조 21년(1643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로, 조선시

대 별당 건축의 한 표본으로 알려져 있다(문화재청). 매년 4

월 말 동춘당 일원에서는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선생의 학풍과 인격을 현대 감각에 맞도록 재조

명하는 전통축제인 동춘당문화제가 이곳에서 열린다.

두 번째는 왕비를 배출한 사대부가와 궁중음식과의 교류

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동춘당(同春堂) 송준길은 조선

후기의 왕비들이 대부분 그의 외손이라 할 정도로 왕실과 관

련이 깊다. 숙종(肅宗) 비(妃)인 인현왕후(仁顯王后) 민(閔)씨

가 동춘당의 외손녀이고, 고종(高宗) 비(妃)인 명성황후(明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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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后)와 순종(純宗) 비(妃)인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도 이 집

안 후손이다. 동춘당의 증손녀가 장원급제한 김제겸(金濟謙,

1680~1722)에게 시집갔는데, 그의 후손 가운데 순조(純祖)

비(妃)인 순원왕후(純元王后)·헌종(憲宗) 비(妃)인 효현왕후

(孝顯王后)·철종(哲宗) 비(妃)인 천인왕후(哲仁王后)가 나왔

다(허 2004). 그러므로 송준길 가와 궁중은 계속 교류가 있

었으며, 궁중음식 가운데 몇 가지가 종가 음식으로 계속 전

수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집안의 음식 솜씨는

손끝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책으로 기록되어

전해졌다. 『주식시의』와 『우음제방(禹飮諸方)』이 그것이다.

필자는 수년전 한글고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통해『주

식시의』와 접하게 되었다. 그후 책에 기록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현대어로 읽고, 조리법을 분석하였다. 문맥 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국어학자들에게 물어 한글고어에 대한 자문

을 받아 해결하였다. 하지만 혹시 해석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의 조리서인『규합총서(閨閤

叢書)』(정 1987)·『임원십육지(林園十六志)』정조지(鼎俎志)

(이 등 2007)·『이씨 음식법(飮食法)』(Kim & Lee 1990)·

『시의전서(是議全書)』(이 등 2004)·『부인필지(婦人必知)』

(이 등 2010) 등과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본문에서 글씨

를 알아볼 수 없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또

고조리서(古調理書)들을 통해『주식시의(酒食是儀)』에 기

록된 음식의 조리법이나 식재료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II. 본 론

1. 『주식시의』 해제

『주식시의』는 은진 송씨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가의 후손들에 의해 전해지는 1책의 한글 필사본이다. 책의

크기는 14.5×25.0 cm로 전체 40장의 분량이다. 책에는 필사

기(筆寫記)나 서문(序文), 그리고 필사자(筆寫者)에 관한 기

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Table 1> Index in 『Jusiksiui』

순서 음식명 순서 음식명 순서 음식명

1 구기자주법 34 호도죽 67 산모 젖내는 법

2 감향주법 35 흑임자죽 68 화향입주방

3 별별약주법 36 흰죽 69 고추장법

4 약과 지지는 법, 만두과, 다식과 37 난면 70 청국장법

5 약식법 38 화면 71 즙지히

6 율강병법 39 국수비빔 72 삼합미음

7 소합떡법 40 삼합미음 73 매화차, 국화차

8 두텁떡 41 제육전 74 동가침채

9 갖은 두텁떡 42 동아초 75 용인과지법

10 섭화전 43 동아전 76 셰어법

11 석이전 44 묵초 77 생선 굽는 법

12 승검초단자 45 외상문채 78 분골니법

13 토란단자 46 죽순채 79 위어회

14 감저단자 47 계란쌈 80 게 오래 두는 법

15 석탄병 48 장김치 81 장해법

16 잡과전 49 동김치, 냉면, 생치김치 82 상한 고기 삼는 법

17 증편 50 석박지 83 고기 삶는 법

18 떡찜 51 동아석박지 84 고기굽는 법

19 떡볶이 52 별약포 85 장 볶는 법

20 앵도편, 복분자편 53 전약 86 고기 끓이는 법

21 요기떡 찬합소입 54 어채 87 황흑구 쓰는 법

22 물만두 55 갈비찜 88 생치 굽는 법

23 수교의 56 영계찜 89 열구자탕

24 열구자탕 57 만두 90 변씨만두

25 승기악탕 58 집노리미 91 화채법

26 완자탕 59 낙지볶기, 낙지찜 92 도화계란법

27 숭어찜 60 호박나물 술안주 93 계란 삶는 법

28 붕어찜 61 고추적 94 장 담그는 길일 

29 도라지찜 62 시체약포 95 식혜방문

30 묵찜 63 전골채소 96 두견주

31 송이찜 64 집장 97 점감주

32 소반찬 65 타색 드리는 법 98 감향주

33 잣죽 66 아기 베고 탈이 있을 때 약 쓰는 법 99 송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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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술은 송준길의 후손인 지돈령부사(知敦寧府事)

송영로(宋永老, 1803~1881)의 부인인 연안 이씨(1804~1860)

가 처음 기록하기 시작하여 여러 대에 걸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진다(허 2004). 사어(司馭) 이현응(李顯應)의 여식인 연

안(沿岸) 이씨(李氏)는 소대헌 종가에 시집와서 시댁의 음식

을 하나씩 익혀가며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뒤

로 후손들이 손끝으로 전수받은 음식 솜씨를 이 책에 하나

둘 덧붙여 실었다.

책에 남겨진 필체로 보아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술방식에서도 일관성이 없는데, 특히 술

을 빚는 법은 <Table 1>과 같이 세차례 정도 나뉘어서 기록

되어 있다. <Figure 1>은 각각 다른 필체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생각되는 예이다. 또한 삼합미음이나 열

구자탕은 같은 음식명과 내용인데 두 번씩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Figure 2>와 같이 구기자주법 한곳에서도 ‘ㄹ’이

나 ‘ㅁ’이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어 책을 쓴 사람을 몇

명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 책의 처음 저술되기 시작한 시기는 1800년대 중후반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시의』에는 주식류, 찬물류, 병과류 및 음청류, 주류

등 음식을 만들고 재료를 다루는 법이 96가지가 기록되어 있

었다. 하지만 낙지볶기에는 낙지찜을 하는 법이, 동김치에는

이를 활용한 생치김치나 냉면을 만드는 법이, 약과 만드는

법에는 만두과와 다식과가, 앵두편에는 복분자편이 기록되어

있어 100여 가지의 식품을 다루는 법과 음식 조리법이 수록

되어 있었다. 또 조리방법을 설명하면서 승기악탕에서는 ‘금

중탕 만들 듯이 하는데’라고 하였고, 붕어찜을 만들 때는 붕

어에 속을 ‘어만두 소처럼’ 채우라고 하였다. 율강병법을 설

명하며 ‘율란보다 좀 크게 하여’라고 하여 음식명만을 들어

그 크기나 모양 조리법에 대한 이해를 도우기도 하였다. 또

한 음식 조리 방법 외에도 산모에게 필요한 민간요법, 염색

법과 탈색법 등 생활사에 관련된 자료도 함께 기록되어 있

어 조선후기 생활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2. 『주식시의』의 내용

1)『주식시의』에 기록된 주식류(主食類)

『주식시의』에 기록된 주식류는 모두 12종으로 <Table 2>와

같다. 죽이 5종, 국수가 3종, 만두가 4종이었다. 밥과 떡국은 기

록되어 있지 않았다. 주식류의 조리법은 <Table 3>과 같다.

(1) 죽

그중 죽이 5종이었는데 잣죽, 호두죽, 흑임자죽, 흰죽, 삼

합미음으로 삼합미음은 2회 기록되어 있었다. 잣죽, 호두죽,

흑임자죽은 각각 잣, 호두, 흑임자를 불리고 곱게 갈고, 불린

쌀도 곱게 갈아 섞어 쑨 무리죽이었고, 흰죽은 옹근죽이었다.

① 잣죽은 고운 무리죽으로 꿀과 함께 먹었다.『주식시

의』에는 잣죽을 쌀이 잣보다 반이 못되게 무리를 낸다고 하

<Figure 1> Different types of Calligraphy in 『Jusiksiui』

<Figure 2> Different types of Calligraphy in『Jusiksiui』, consonant

‘ㄹ’ and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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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쌀의 양을 잣보다 적게 한다는 것인지 가는 정도를

쌀보다 잣을 곱게 한다는 것인지 그 뜻이 모호하나, 쌀의 양

보다 잣의 양을 많게 하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시의전서』

(이 등 2004)에는 쌀 1되에 잣 7홉을 섞고 아주 곱게 간다고

하였다.『임원십육지』에는 해송자죽(海松子粥)과 송자인죽

(松子仁粥) 2가지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무리죽으로

쑤는 것은 다른 책과 같은 방법이었으나, 불린 쌀을 맷돌에

갈아 가는체에 받쳐 앙금이 가라 앉혀서 앙금으로 죽을 쑤

고, 잣을 볶아 사기그릇에 넣어 곱게 갈아서 죽에 넣고 골고

루 섞은 다음 소금을 넣어 먹는 법이 달랐다.『임원십육지』

(이 등 2007)의 취류지류(炊 之類) 죽에서 마지막 제죽식치

(諸 食治, 여러 가지 죽의 치료 효과)부분에 송자인죽은 심

장을 윤활하게 하고, 폐의 기능을 돕는 약효가 기록되어 있

었다. 잣은 해송자(海松子)·백자(柏子)·송자(松子)·송자

인·실백(實柏)이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잣은 우리나라의 특

산으로 명성이 높아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져서 당나라 때의

『해약본초(海藥本草)』, 명나라 때의 『본초강목(本草綱目)』

에서는 신라송자(新羅松子)라 기록되기도 하였다. 잣에는 올

레인산이나 리놀렌산의 함량이 높으며, 식물성기름의 양이

74%나 된다. 자양강장에 효과가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용

보다 식용으로, 각종 음식에 고명으로 들어가며 죽을 끓여

먹기도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② 호두죽은 잣죽과 같은 무리죽이었다. 호두의 속껍질을

불려서 벗긴 후 곱게 갈아 쌀 간 것을 함께 넣어 죽을 쑨다.

각 책마다 호두죽의 효능을 기록하였는데『주식시의』와

『규합총서』(정 1987)에는 담을 다스리고, 기침에 좋다고 하

였고,『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는 몸이 건강해지고 피부

의 윤기를 낸다고 하여 보양식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흑임자죽은 검정깨(黑荏子)를 담가 불려서 갈고, 불린

쌀도 갈아서 섞은 후 함께 죽을 쑤는 무리죽이었다.『시의

전서』(이 등 2004)에 기록된 방법과 같았다.『임원십육지』

(이 등 2007) 에는 거승죽(巨勝粥)·마자죽(麻子粥)·호마죽

(胡麻粥)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거승(巨勝)은 흑임자를 일컫

는 말로 “흑임자를 구증구폭(九蒸九爆) 하여 저장했다 끓는

물에 즙을 내서 쌀을 넣고 죽을 쑨다.”고 하였다. 또한 마자

죽과 호마죽은 장(腸)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비위(脾胃)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④ 흰죽은 불린 왼쌀을 참기름에 볶아 죽을 쑤고, 먹을 때

검은 장, 장김치, 꿀을 함께 먹는다고 하였는데『임원십육

지』(이 등 2007) 에는 달군 솥에 참기름을 넣어 불린 쌀을

기름을 모두 흡수할 때까지 볶은 후 물을 부어 끓이고, 죽이

끓으면 죽물을 떠내어놓고 복자로 건더기를 잘 으깨고 다시

참기름을 넣어 고루 섞어 끓인다. 떠내어 놓은 죽물을 부어

가며 다시 쑤어 그 죽물이 다 없어져 걸쭉할 때까지 끓이면

마치 우유죽 같다고 하여 죽의 완성모습은『주식시의』와

달리 무리죽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맛있는 죽을 쑤기

위한 쌀·솥·물·땔감의 종류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⑤ 삼합미음은 2번 기록이 되어 집안의 별미나 보양식으

로 즐겼던 음식인 것으로 생각된다. 후손에 의해 다시 추가

된 것으로 보이며, 전복, 해삼, 홍합, 쇠고기, 찹쌀을 넣은 것

은 두 기록에서 같았으나, 전복과 해삼의 손질법이나, 3년 묵

은 검은장 등의 표현에서 뒤에 기록된 삼합미음이 더 상세

한 조리방법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앞의 기록에서는 숯불에

고라 하였고, 뒤에서는 탕관이라 하여 가열매체의 종류와 조

리기구를 각각 표현하였다. 해산물과 쇠고기를 함께 넣고 찹

쌀을 이용하여 끓이는 귀한 죽으로 생각된다. 삼합미음은 당

시 노인과 아이들, 병든 이를 위한 보양식과 병인식으로 활

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규합총서』(정 1987)와 『시의

전서』(이 등 2004)는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다

만『주식시의』에는 전복과 해삼,『규합총서』(정 1987)에

는 북해삼,『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북도해삼이라고 기

록되어 있었다. 북도는 경기도 북쪽에 있는 지역 즉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를 이른다.

당시 해삼은 귀한 식재료였다. 해삼은 조선후기 대청무역

에 있어 담배·해삼·홍삼은 가장 주요한 조선의 수출품이

었다. 그중 해삼은 다시마·미역과 함께 조선 잡물(雜物) 무

역의 중심에 있었다. 해삼은 중강개시와 북관개시의 주요 거

래물품으로, 이들 물종이 전체 교역액의 약 78%를 차지했

다. 이규경은『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해삼은 “우리나라

동·서·남·북해에서 모두 생산되는데, 북해 즉 함경도 연

해에서 생산되는 것이 제일 좋다. 중국에서는 해삼으로 비단

을 염색하거나 보신재로 쓴다.”고 하였다. 17세기 후반에는

해삼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어 밀무역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9세기 밀매가는 해삼 5-6개에 청포 1필이었는데, 이는 시가

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820년대 해삼 10근의 값이

소 한 마리의 값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을 오라지방에 가서

팔 경우 근당 천은(天銀) 1냥 2전을 받을 수 있었다하니 해

삼의 가격이 가치를 알만하다. 18세기에는 북해삼이 남해삼

보다는 가격이 은화 10냥 더 비쌌다(Lee 2010).

홍합(紅蛤)은 살이 붉은빛을 띤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Table 2> Staple food in 『Jusiksiui』

분류 음식명 소계 비고

죽 잣죽, 호두죽, 흑임자죽, 흰죽, 삼합미음(2) 5 삼합미음이 2회 기록

국수 난면, 국수비빔, 냉면 3

만두 물만두, 수교의, 만두, 변씨만두 4

합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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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초강목』(행림출판사 편역 1979)에서는 홍합을 일명 각

채(殼采), 해폐(海 ), 동해부인(東海夫人)이라고 했다.『규

합총서』(정 1987)에는 북해 것은 크고 살쪘지만 맛과 약성

은 크기가 작은 동해산이 으뜸이라 하여, 조선시대에는 강원

도와 경상도의 동해에서 나는 홍합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

다. 중국인들은 홍합을 동해부인(東海夫人)이라 했다. 바다에

서 생산된 것은 모두 짜지만 홍합만은 싱겁다는 뜻에서 말

려 건조한 홍합은 담채(淡菜)라고도 했다. 중국에서는 홍합

이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귀한 것이었

다.『자산어보』(정 2002)에서도 홍합을 담채라 했는데 ‘수

백 수천 마리가 돌에 달라붙어 무리를 이루며 조수가 밀려

오면 입을 열고 밀려가면 입을 다문다. 살의 빛깔은 붉은 것

도 있고 흰 것도 있으며, 맛이 감미로워 국에도 좋고 젓을

담가도 좋으나 말린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다’고 하였다.『여

지도서(輿地圖書)』(변 2009)에 따르면 조선 왕조는 생홍합은

강원도의 간성·강릉·삼척·고성, 전라도의 강진·광양·

나주·보성·순천·영광·영암·장흥·진도·해남, 경상

도의 거제·하동, 함경도의 함흥·단천·덕원·영흥에서,

건홍합은 강원도의 강릉·삼척·통천, 경상도의 간성·곤

양·사천·창원, 함경도의 감영·북청·안변에서, 열건홍

합(裂乾紅蛤·찢어서 말린 홍합)은 경상도의 칠원·경주·

영해에서 민호(民戶)에게 부과시켜 진공케 했다. 진공된 홍

합은 홍합초·홍합탕·삼합미음·홍합젓 등 다양한 찬품으

로 만들어졌다.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연 잔치인『원행을묘

정리의궤(園幸乙卯正理儀軌)』(수원시 편역 1996)에는 혜경궁

홍씨께 올린 미음에 ‘삼합미음(蔘蛤米飮)’이 들어 있다. 삼합

미음은 붕어로 만든 곰국과 각색정과(各色正果)를 곁들였다.

이 미음상은 여행길의 혜경궁 홍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마련

한 보양식 미음상이다. 궁중에서 홍합은 약이성 재료로서 반

드시 사용되었는데, 제철인 2월의 생홍합을 진공하고, 건홍

합 진공은 탄일과 명일에 집중되고 있으니 홍합은 건강과 장

수를 기원하는 경축 식품의 하나로 사랑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43년 나온 조리서『조선무쌍신신요리제법』(이용기 1943)

에는 홍합탕(紅蛤湯·淡菜湯)에서 “홍합은 흰 것이 암컷이

요 붉은 것이 수컷이다. 암컷이 맛이 달고 좋다. 맑은 장에

끓여 먹으면 사람에게 대단히 이롭고 부인에게 더욱 유익하

다. 건홍합을 맑은 장물에 많이 넣고 푹 끓여 익혀 먹는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홍합은 부인에게 유익한 식품으로 인식

되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필수적인 찬품으로 대접받았다.

(2) 국수

국수는 난면과 국수비빔, 냉면의 3종이었다.

① 난면은 깁체로 친 고운 밀가루를 달걀노른자만으로 반

죽하여 얇게 밀고 곱게 채를 쳐서 표고나 석이를 올리고 갖

은 양념을 한다 하였고, 때론 오미자국에 먹기도 한다 하였

다.『주식시의』에서는 밀가루반죽에 난황만을 사용하지만,

『임원십육지』(이 등 2007)와『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난백과 난황의 구분 없이 달걀이라고만 하였다. 국수의 굵기

는『주식시의』는 백지장같이 얇게 밀어 가늘게 썰고,『임

원십육지』(이 등 2007) 는 나무판 위에서 얇게 민 후 실처

럼 가늘게 썰고,『시의전서』 (이 등 2004)에는 얇게 밀어 머

리털처럼 썬다고 하여 아주 가늘게 만들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시의전서』 (이 등 2004)에는 밀가루 반죽에 꿀(황청)

을 넣은 점이 다른 책과 달랐다.『주식시의』는 장국을 끓

여서 양념하여 볶은 표고나 석이를 얹거나 혹 오미자국에도

먹는다 하였으나,『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장국에

삶아 먹는 법이,『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오미자국에

먹는 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② 국수비빔은 국수에 꿩고기나 묵은 닭고기, 돼지고기, 쇠

고기, 견자살, 표고를 갖은양념을 하고 석이, 송이, 달걀, 배

추김치, 배 밤, 잣 등의 많은 재료를 가늘게 채를 쳐서 볶아

넣은 후 초장으로 비벼먹으면 되는데 장국을 넣어 냉면으로

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꾸미로 쓰는 잣은 반드시 통

잣으로 써야하고, 고명은 유장에 볶으면 더욱 맛이 좋다고

덧붙이고 있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비빔국수를 골

동면(骨董 )이라는 한자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쇠고기를

양념하여 볶고, 숙주와 미나리를 데쳐 묵을 무친 후 국수를

비벼 담고, 고명을 얹어 고춧가루와 깨소금을 뿌린 것이 특

징이었다. 이 때 장국은 따로 곁들여 낸다. 육류로 꿩고기나

닭고기, 돼지고기가 함께 쓰이지 않았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국수비빔이라 기록되어 있었고, 숙육과 돼지고기

에 해삼을 넣은 것이 특징이었다. 또 쇠고기를 다져 완자를

만들어 넣었다. 비빔장으로『주식시의』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초장을 이용하나,『시의전서』(이 등 2004)

에서는 고춧가루를 넣는 것이 달랐다.

③ 냉면은 동김치(동치미)를 담그는 기록에 함께 쓰여 있

었다. 동김치 국물에 국수를 말고 무, 유자, 배, 돼지고기를

저며 넣고, 달걀을 부쳐서 채치고 후춧가루, 잣 등으로 고명

을 얹었다. 이 방법은『규합총서』(정 198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이 등 2010)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주식시의』와『규합총서』(정 1987)『시의전서』(이 등 2004)

에는 냉면(冷 )으로,『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명월관

냉면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이미 냉면이 외식메뉴 중의 하

나로 유명세를 날리던 식당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시

의전서』(이 등 2004)에는 고명으로 양지머리, 배, 좋은 배추

통김치를 썰어 올리는 것이 달랐고, 고춧가루와 잣을 뿌린다

고 하였다. 또『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동치미국에 마

는 냉면뿐만 아니라 고기장국을 끓여서 싸늘하게 식힌 국수

와 갖은 고명을 얹는 장국냉면도 소개되어 있었다.

(3) 만두

① 만두는 물만두, 만두, 수교의, 변씨만두 4종이 기록되어

있었다. 물만두의 재료는 닭고기, 꿩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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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 잣, 숙주나물이었고, 만두피를 이

용하지 않고 녹말가루와 밀가루에 묻혀서 만드는 굴린 만두

였다. 지나치게 데치면 좋지 못하다하여 만두소가 서로 풀어

지지 않도록 가열시간을 짧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② 만두는 밀가루를 익반죽하여 만두피로 사용하였다. 쇠

고기, 배추김치, 숙주나물, 미나리, 돼지고기, 버섯, 표고, 석

이를 곱게 채쳐 기름장에 볶고, 고춧가루와 소금, 갖은 양념

을 하였다. 만두를 빚을 때는 만두소에 잣을 2개씩 넣고, 꿀

<Table 3> Cuisine of staple food in 『Jusiksiui』

분류 음식명 조리법 비고

죽
(5)

잣죽
잣 깨기→물 갈아주며 담그기→쌀이 잣보다 반이 못되게 무리 내기→잣과 

쌀, 물을 합하여 죽 쑤기
꿀과 먹느니라.

호두죽
호도 깨기→더운물에 담그기→허물 벗기기→맷돌에 갈기→쌀무리와 반씩하

여 죽 쑤기

잣죽 쑤듯하라. 치담(治痰)하고, 해소

에(咳嗽) 좋으니라

흑임자죽 흑임자 담그기→백미 물에 담그기→돌 없이 맷돌에 갈기
잣죽 쑤듯하여 먹느니라. 꿀도 쓰고 

소금도 쓰느니라.

흰죽
백미 물에 담그기→(돌이나 잡물)일기→왼쌀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 건지기→

솥에 참기름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볶기→죽 쑤기

검은 장에 먹나니라. 장김치와 꿀을 

입가심으로 먹느니라.

삼합미음1

전복과 해삼을 물에 담가 검은 것이 없이 하기→동해 홍합을 물에 담가 털 

없이하기→해삼 닦은 것+쇠고기 기름기 없이 덩어리로 함께 넣고 물을 부어 

숯불에 고으기→+좋은 찹쌀 1되 넣기→(미음 달이기)→고은 체에 받치기

묵은 장을 쳐서 먹느니라. 노인과 아

이들에게 보하고 병든이에게도 좋으

니라. 

삼합미음2

전복과 해삼을 담갔다가 돌에 문질러 깨끗이 튀하여 검은 빛이 없게 하기→

동해 홍합을 담갔다가 털이 없이하여 깨끗하게 씻기큰 탕관에 안치기→+쇠

고기 기름기 없는 큰 덩어리를 넣기→좋은 물을 붓기→숯불에 고아 푹 익히

기→+찹쌀 1되를 넣어 미음을 달이기→받치기

3년 묵은 검은 장을 타 먹나니라. 노

인과 아이들에게 보하고 병든 사람에

게도 유익하느니라.

국수
(3)

난면

① 밀가루 깁체로 두어번 치기→+달걀 노른자만으로(흰자는 말고) 반죽하기

→오래오래 치대기→백지장같이 얇게 밀기→가늘게 썰기

② 표고와 석이 채치기→갖은양념 하기→잠깐 볶기

③ 꾸미를 맛있게 끓이기→(①의 면 넣어 끓이기)→②를 위에 가득 뿌리기

혹 오미자국에도 먹느니라.

국수비빔

국수 고이 만들기→꿩고기나 묵은 닭고기의 견자살만 삶기→두드리기→돼지

고기와 표고, 석이, 송이, 쇠고기 채 치기→갖은 양념하기→달걀 황백을 따로 

부쳐 얇게 하여 채치기→좋은 배추김치 한 줄기만 따서 배와 밤을 채치기→

석이와 표고도 가늘게 채치기→유장에 주무르기→맛있게 각각 볶기→통잣 

넣기

초장을 맛있게 꾸미 양념 갖추어 잣가루를 넣지 않고 만들기

국수장국에 넣거나 혹 냉면으로도 먹

고 그대로도 먹는데 제일 고명을 맛

있게 하려면 유장에 볶아라. 

냉면
국수+동치미 국말기→그 위에 무, 유자, 배 저며 올리기→돼지고기 올리기→

달걀지단 채 썰어 올리기→후춧가루, 잣 얹기
동김치에 활용법으로 기록 

만두
(4)

만두

밀가루를 곱게 만들기→물을 끓여서 익반죽하기→많이 치기→쇠고기 살코기

를 곱게 두드리기→배추김치는 줄기만 골라 가늘게 두드리기→물기없이 짜

기→숙주나물 거두절두미하기→미나리 데쳐서 썰기→돼지고기 채치기→버섯, 

표고, 석이 곱게 채치기→기름장에 볶기→고기 두드린 것+고춧가루와 소금 

갖은 양념하기→여러 가지를 모두 함께 넣어 주무르기→기름을 둘러 볶기→

돼지고기는 다 볶아졌을 때 넣어 볶아 펴 놓기→소를 넣되 잣가루도 넣기

만두를 빚을 때 잣을 2개씩 넣으라. 

볶은 것이 질면 좋지 않으니 기름기 

없는 고기와 배추를 물기 없이 기름

이 많고 꿀도 드나니라.

물만두

닭고기, 꿩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파,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 잣, 숙주나물

을 함께 다지기→녹말가루, 밀가루를 묻히기→물이 끓는 데 넣어 익을 만하

거든 꺼내기

지나치게 데치면 좋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헤여 국의 하되 다른 만두같

이 양념을 넣어 끓이라.

수교의

① 오이를 잘게 채 치기→기름+간장에 주무르기→볶기

② 기름진 쇠고기, 닭고기, 후춧가루, 마늘, 파, 깨소금, 양념을 갖추어 넣기

→볶기

③ ①의 오이 1냥+② 섞기

④ 밀가루 곱게 치기→반죽하기→얇게 밀기

⑤ (④에 ③의)소를 싸서 만들기→시루에 찌기(생나무 잎을 놓아 서로 닿지 

않게 하면 좋으니)

초장과 먹되 모양은 만두나 송편같이 

하느니라.

변씨만두

묵은 닭 백숙하기→볶기→그 살을 가늘게 두드리기→잣가루 많이 섞기→+후

춧가루와 유장을 넣어 알맞게 버무리기→잠깐 볶기→밀가루 깁체에 치기→

반죽하기→산승 밀듯 얇게 비치게 밀기→귀나게 썰기→(만두피에 소를 넣어)

귀로 싸기→닭고기 삶은 국물에 삶기

초장에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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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넣으면 좋다고 하였다. 배추김치는 다져서 물기를 꼭 짜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메밀가

루를 만두피로 이용한 것이 달랐고, 만두를 끓일 때는 솥뚜

껑을 덮지 않고 만두가 동동 뜨면 건져 합(盒)에 담는다고 하

여 만두를 담았던 그릇명이 기록되어 있다.『주식시의』와

『시의전서』(이 등 2004) 모두 만두소에 고춧가루를 넣어 양

념한 것이 공통점이었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상에

내는 초장에도 고춧가루를 타서 쓴다고 하여 당시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널리 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인필지』

(이 등 2010)에는 만두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붕어찜의 속

을 어만두같이 만들다하였고, 밤주악을 만두과같이 빚는다

하여 만두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③ 수교의는 잘게 채친 오이에 쇠고기, 닭고기, 후춧가루,

마늘, 파, 깨소금, 양념을 한다. 얇은 밀가루 만두피에 싸서

빚는 만두로 모양은 만두나 송편같이 하라 하였고, 찔 때 생

나무잎을 깔아 서로 붙지 않게 하도록 하였다. 오이를 많이

사용하고, 생나무잎을 쓰는 것으로 보아 여름철에 즐겨먹던

만두임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은『시의전서』(이 등 2004)에

기록된 슈교의법과 유사하였다. 다만 닭고기가 재료로 쓰여

지지 않고, 표고·느타리·석이 등의 다양한 버섯이 소로

들어간다. 찔 때는 감잎을 깔고 찌라고 하였다. 수교의의 모

양은『주식시의』에서는 만두나 송편같이,『시의전서』(이

등 2004)에서는 괴불처럼 접어 만두모양같이 조름조름하게

쥐어서 모양을 만든다고 하여 그 생김새에서 차이는 있었다.

먹을 때는 모두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 하여 먹는 방법은 일

치하였다.

④ 변씨만두는 “묵은 닭을 익혀 그 살을 곱게 다지고 여기

에 잣가루를 많이 섞고 후춧가루와 유장을 넣어 버무린 후

잠깐 볶아 밀가루로 만든 얇은 만두피에 귀나게 싸서 가닭

슉물에 삶아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가닭슉

물은 닭고기육수로 보인다. 이 방법은『규합총서』(정 1987)

에도 같은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임원십육지』 (이 등

2007) 에는 밀가루 대신 메밀가루로 만두피를 만들었다. 삼

각형으로 2장의 만두피를 소를 가운데 넣고 맞대어 모양을

만들었다. 소로는 닭고기 대신 돼지고기가 쓰였다. 변씨가 이

방법으로 만들어 먹어 ‘변씨만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유

래도 기록되어 있다.『시의전서』(이 등 2004)와『부인필

지』(이 등 2010)에는 없었다.

2)『주식시의』에 기록된 부식류(副食類)

『주식시의』에 기록된 부식류는 총 49가지였다. 그중 찜

이 10가지로 가장 많았고, 전과 구이 그리고 김치와 장아찌

가 7가지로 그 다음이었다. 국과 전골, 볶음, 숙육이 각각 4

가지씩 기록되어 있었고, 숙채, 회, 마른 찬이 3가지씩이었

다. 그밖에 전약과 젓갈이 각각 1가지씩 기록되어 있었다.

『주식시의』에 기록된 부식류는 <Table 4-5>와 같다.

(1) 국/전골

① 열구자탕은 2회 기록되어 있었는데 만드는 법은 모두

같으나, 마지막에 준비한 재료를 신선로와 열구자탕 그릇에

담으라는 표현의 차이가 있었다. 또 은행과 호두, 후춧가루

를 고명으로 올린데 비해 후기된 부분에서는 후춧가루만을

올리라 하였다. 재료로는 다양한 수조육류·어패류·채소

류·견과류가 사용되었고, 달걀과 멥쌀·찹쌀을 활용한 주

악과 흰떡, 국수 등이 꾸미로 올랐다. 나물을 무치거나 볶고,

장국에 간을 하는 양념류까지 모두 26종의 재료가 사용되었

는데, 후기된 기록에서는 은행과 호두 그리고 간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모두 23종의 재료가 기록되어 있었다. 또 전기

된 부분에는 돼지고기를 익혀서 돌려 담았는데 후기에서 어

육이라 기록된 점이 달랐고, 다른 방법은 모두 일치하였다.

<Table 4> Side dishes in 『Jusiksiui』

분류 음식명 소계 비고

국/전골 열구자탕(2), 승기악탕, 완자탕, 전골채소 4 열구자탕은 2회 기록

찜
떡찜, 숭어찜, 붕어찜, 도라지찜, 묵찜, 송이찜, 갈비찜, 

영계찜, 계란쌈, 낙지찜
10 낙지찜은 낙지볶기에 부가설명으로 기록됨

볶음 떡볶이, 동아초, 묵초, 낙지볶기 4

전/구이
제육전, 동아전, 집노리미, 고추적, 생선 굽는 법, 고기 

굽는 법, 생치 굽는 법
7

숙채 외상문채, 죽순채, 호박나물술안주 3

회 위어회, 어채, 화채법 3

숙육
상한고기 삶는법, 고기 삶는법, 고기 끓이는 법, 황흑구 

쓰는 법
4

전약 전약 1

젓갈 장해법 1

마른 찬 소반찬, 별약포, 시체약포 3

김치/장아찌
장김치, 동김치, 생치김치, 석박지, 동아석박지, 동가침채

, 용인과지법
7

기타 도화계란법, 달걀삶는법 2

합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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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황백 다 빛나게 부쳐 검은 장을 치고 부치면 그 빛이

주황색 같은데 귀지게 썰고”라는 표현이 있다. 달걀의 난황

과 난백에 장을 섞는다고 하여 주황색이 되지는 않는데 이

와 유사한 표현으로『규합총서』(정 1987)과『시의전서』(이

등 2004)에서는 “달걀을 황·백으로 부친다. 게의 검은 장

에 기름을 치고 달걀을 약간 섞어 부치면 빛이 주홍빛 같은

데 이를 귀나게 썰어 위에 얹으며”라고 하여 게의 검은장이

들어가 익어 주홍빛을 낸다고 하여 그 표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다시 “달

걀 황·백청에 검은 장을 넣어서 부쳐 귀나게 썰어”라고 하

여 게의 표현이 빠져 있다.

열구자탕은『주식시의』에 2번 기록되어 있고,『규합총

서』(정 1987),『임원십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 (이 등 2010)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

중요한 음식이거나 사용빈도가 높았던 음식이라 추정된다.

수조육류로는 쇠고기 살코기뿐만 아니라 양·천엽·곤자소

니·부아·쇠골 등이 쓰였고, 돼지고기와 내장육도 이용하

였다. 꿩고기와 닭고기 같은 조육류도 빠지지 않는 재료였

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서는 채소류로 무·배추·

부추·고추를 이용하였고, 다른 책에서 사용한 도라지와 표

고버섯이 빠져 있었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은

행·밤·배·잣·대추 등의 견과류가 꾸미로 올랐다. 모든

재료를 색을 맞추어 곁곁이 담은 후에는『주식시의』와『규

합총서』(정 1987)에서는 찹쌀가루로 만든 주악과 흰떡, 국

수를 올렸으나,『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는 이중 어떤

것도 올리지 않았고,『시의전서』(이 등 2004)에서는 주악

대신 만두를,『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흰떡 대신 귤

을 까서 올린 것이 달랐다.

② 승기악탕은 “살찐 묵은 닭의 내장을 꺼내고 속을 말끔

하게 씻어 술 1잔, 기름 1잔, 초 1잔을 쳐서 대나무침으로

질러박고 돼지 비계고기와 표고를 맛있게 넣고 수란을 떠 넣

고 탕을 금중탕 만들 듯하는데 이것이 왜관음식이라. 기생이

나 음악보다 낫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규합

총서』(정 1987)의 기록과 동일하였고,『임원십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이 등 2010)

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음식의 맛이 얼마나 좋으면 기

생이나 음악보다 맛있다고 하였을까? 또 왜관음식이라 하였

으니,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음식이라면 언제 어떤 경로로 한

반도로 전파되었는지가 궁금하다. 이학규(1770-1835)의『금

관죽지사(金官竹枝詞)』에 따르면 신선로로 끓여먹는 승가

기(勝佳妓)라는 고기국은 본디 일본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

고 하였다(이 1995). 궁중의 기록에서는 승기악탕(勝只樂湯)

이라고 적고, 1848·1877·1887년의 궁중 잔치에 차려졌으

며, 모두 냄비, 풍로, 주칠소원반을 사용한다고 표기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상에서 화로에 냄비를 올려서 직접 끓이면

서 먹는 음식인 듯하다. 궁중의 잔치에서는 승기악탕에 27-

34가지의 재료가 쓰였는데, 해물과 육류 및 내장고기, 채소

등 재료가 훨씬 많이 들어갔다. 또 양념 중에 왜토장(倭土醬)

이 있는 것이 다르다(황 등, 1997). 1900년대 초반의 기록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이용기, 1943)에는 선기야탕[勝妓

樂湯]으로, 『조선요리제법』(방신영, 1917)에는 승긔악탕으

로 기록되어 있었다. 재료로는 무·숙주나물·황화채·미

나리·파·표고버섯·계란·숭어·진간장·기름·물·쇠

고기·갖은양념·국수·흰떡 등으로 전골 형태로 먹는 것

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있다. 1800년대

중반까지의 기록에서는 주재료가 닭고기였으나, 이후 숭어로

바뀌었다.

금중탕은 궁중의 의궤에 약 10회(1719년, 1827년, 1828년,

1829년, 1848년, 1868년, 1873년, 1877년, 1887년, 1901년)

정도 기록되어 있다. 1719년의 잔치에는 金中湯으로 기록되

어 있으나, 이후에는 錦中湯으로 그 표기법이 바뀌었다. 재

료는 소안심·곤자손이·두골·등골·생육 등의 우육류와

연한 닭이나 묵은 닭 등이 쓰였고, 해물로는 전복·해삼이

쓰였고, 채소로 표고·참버섯·석이·무·외·미나리와 그

밖에 달걀·밀가루 등이 쓰였고, 양념으로 간장·후춧가루·

참기름·파 등이 쓰였다.『주찬』(윤 1998)에 기록된 ‘금중

탕(錦中湯)’은 “묵은 닭을 푹 삶아서 다시마·박고지·토

란·무를 손가락처럼 썰어 넣고 함께 지진다음 장을 넣고

간을 맞춘다.”고 하였다.

③ 완자탕은 다진 생선살에 쇠고기나 돼지고기, 꿩고기를

곱게 다져서 양념한 후 둥글게 만들고, 달걀이나 녹말을 씌

워서 만들었다.『규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이 등 2010)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생선살, 쇠고기, 돼지고기, 꿩고기나

닭고기의 동물성재료는 같았으나 양념할 때 넣는 부재료로

차이가 있었다. 『주식시의』에서는 완자를 먼저 지진 후 꾸

미국에 넣어 끓였는데, 전처리 가열 없이 다른 책에서는 장

국에 바로 넣어 익혔다. 밤과 대추, 호박고지나 미나리를 넣

지만, 다른 책에서는 후추, 생강, 파, 표고나 버섯을 기름과

장에 섞었다. 『주식시의』에서는 달걀지단을 부쳐 5푼

(1.5 cm)길이로 썰고, 후춧가루와 잣가루를 섞어 집을 만들었

다. 따라서 모든 책에 기록된 완자탕이지만,『주식시의』 방

법은 특별히 재료와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었다. 이와

같은 완자탕은 1700년대 이후 궁중의 잔치를 기록한 의궤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쇠고기, 두골(頭骨), 우내심육(牛內心肉),

부아, 전복, 해삼, 생선, 계란, 미나리, 표고, 청근(菁根) 등의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우설, 돼지다리고기, 숭어, 홍합, 양, 꿩

고기, 연계, 청과, 박고지 등은 1729-1829년까지의 기록에서

만 쓰였다. 양념으로는 밀가루, 녹말, 간장, 소금, 생강, 파,

후춧가루, 깨가루, 참기름, 잣 등이 이용되었다. 많은 재료들

에서 보는 봐와 같이 궁중의궤에 올려진 완자탕은 다양한 어

조육류의 살코기와 내장육, 채소류 등이 사용된 형태였다.

④ 전골채소는 음식명과는 달리 쇠고기와 갖가지 채소를

넣은 전골 만드는 법이었다. 음식명이 ‘전골채소’이나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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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생소하였다. 무·숙주·검은 버섯·표고·미나리·도

라지 등을 채 썰고, 달걀지단도 채 썬다. 대파를 담뱃대 길

이만큼 잘라 4등분하고, 여기에 쇠고기 양념한 것을 작게 빚

어 끼운다. 이것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전골

을 위한 재료의 전처리 작업인지 이후에 가열을 하는지에 대

한 기록이 없어 예측할 수 없어 안타깝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전골법이라 하여 전골에 들어가는 각종 수조

육류와 어패류의 손질법과 써는 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

다. 그 다음으로 전골에 들어가는 채소류와 고명을 준비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주식시의』의

전골채소 부분과 유사하다. 다만『주식시의』에서는 대파에

고기 완자를 만들어 끼우는 과정이『시의전서』(이 등 2004)

에서는 무를 지치로 물을 들여 홍색으로 만들어 고명으로 올

리는 과정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시의전서』(이 등 2004)

에는 수조육류 및 어패류, 그리고 채소류와 고명 등의 밑준

비가 끝나면 “소반에는 전골 합과 나물접시를 놓고 탕기에

날 장국을 탄다. 접시에 달걀을 2~3개 담고 기름을 종자에

놓고 풍로에 숯을 피워 전골틀이나 냄비에 지진다.”라고 기

록하고 있다. 따라서『주식시의』의 기록은『시의전서』(이

등 2004)의 기록처럼 전골을 만드는 과정 중 채소류와 고명

류의 준비과정만을 일부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있

는 파에 고기완자를 끼워서 만드는 것은 오늘날 ‘파만두’라

는 이름으로 전라남도 일부지역의 향토음식으로 아직 남아

있다.

(2) 찜

① 떡찜을 하는데 떡을 얇게 밀어 양념한 쇠고기를 소로

넣어 밀쌈처럼 만들어 굳히고, 여러 가지 고기와 채소를 넣

어서 만든 삶기형의 찜이다. 이 때 무는 탕에 넣는 것처럼

가늘게 채 썰고, 표고는 반듯반듯하게 썬다고 하였다. 겨자

꾸미는 두드려 쓴다고 하였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떡찜은 1800년대 책에는 찾을 수 없었다. 1900년대

의 기록에도 떡볶이는 유사한 형태로 있으나, 떡찜이라는 음

식명으로는 기록이 없었다.

② 숭어찜은 소를 넣은 숭어를 배춧잎과 종이로 여러번 싸

서 화롯불에 뭉근하게 숭어 자체의 수분에 의해 익도록 하

는 방법이었다. 이때 화로불은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

에 더운 재를 뿌리고 또 그 위에 숯을 피워 놓고 새벽에 안

치면 늦은 식후에나 완성된다고 하였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 숭어찜의 기록이 있으나, 토막 낸 숭어를 달걀을 씌

워 익힌 후 다진 쇠고기와 표고, 느타리, 석이, 파, 미나리,

후춧가루, 깨소금, 기름 등을 합한 소를 붙여서 지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다. 특이한 것은 접시에 숭어찜을 담는다는 것

인데, 책이 집필될 당시 접시라는 식기명을 쓰고 있었다.

③ 붕어찜은『규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이 등 2010)

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 당시 즐겨 먹었던 음식인 것을 짐작

할 수 있었다. 만드는 법이나 재료도 서로 유사했다.『주식

시의』『규합총서』(정 1987),『시의전서』(이 등 2004),『부

인필지』(이 등 2010)에서 붕어 속에 채우는 소는 어만두 속

처럼 한다고 했는데『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파, 생강, 후추, 버섯 등을 참기름에 볶아서 소를 만

든다고 하여 어만두 소를 만드는 법을 알 수 있었다. 붕어는

밀가루와 달걀을 풀어 누르미즙같이 국물이 있게 하여 쓴다.

④ 도라지찜은 다른 책에는 유사한 기록이 없는 독특한 조

리법으로, 그 자체가 완성품이 되기도 하지만, 갈비찜이나 반

상의 조치 등에 부재료로도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치는

도라지 부친 것을 토막 내고, 표고와 다시마를 반듯반듯하게

썰어서 끓이다가 밀가루와 집장을 넣어 생강과 파 양념을 넣

고 후춧가루와 잣가루를 뿌려 쓴다고 하였다.

⑤ 묵찜은 묵을 기름에 지져서 안에 고기소를 넣고 다시

밀가루와 달걀을 씌운 후 지져 찜을 하는데 돼지고기전을 함

께 넣어서 먹는 음식이다. 이때 어떤 묵을 이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다른 책에도 유사한 음식은 없다. 그러나『시

의전서』(이 등 2004)에 묵볶기라 하여 묵을 골패쪽으로 썰

어 쇠고기를 다져 넣고 물을 조금 붓고 양념하여 찌개처럼

끓여 먹는 음식이었다. 이름은 볶기이나 찌개처럼 한다고 하

였고, 완성이 되면 조치보에 담고, 위에 김을 부수어 얹는다

고 하였다. 묵에 고기소를 채우는 것은 비슷하나 지지는 과

정이나 돼지고기전을 넣지 않는 점은 달랐다. 또 『시의전

서』(이 등 2004)에는 녹두로 만드는 제물묵과 메밀로 만드

는 메밀묵을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어 녹두묵이나 메밀묵

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⑥ 송이찜은 송이를 얇게 저미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두

부를 넣고 양념하여 만든 고기반죽을 서로 겹쳐서 지진 후

다시 국물에 끓여낸 음식이다. 이 음식은 반상에도 쓰지만

주안상 같은 특별한 요리상에도 올린다고 그 쓰임이 함께 기

록되어 있었다.『규합총서』(정 198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이 등 2010)에 재료와 조리법이 유사하

게 기록되어 있었다. 다만『주식시의』와『시의전서』(이

등 2004)는 저민 송이를 가운데 끼우고 고기반죽을 양쪽으

로 싸는 형태인데『규합총서』(정 1987)과『부인필지』(이

등 2010)은 고기반죽을 소로 넣고 저민 송이를 바깥으로 겹

치는 형태였다. 완성된 음식의 고명을 올리는데, 달걀지단채,

후춧가루, 잣가루는 같았으며,『주식시의』에서만 석이버섯

채가 더 올라갔다.

⑦ 갈비찜은 갈비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파, 미나리 등을

넣어서 함께 익힌 음식이다. 갈비를 잘게 잘라 삶아내어 쇠

고기, 돼지고기 등과 파, 미나리도 데쳐 넣는데 떡볶이 모양

으로 썰어 넣고, 고명을 얹어 쓰라고 하였다.『시의전서』 (

이 등 2004)에는 양·부화·곱창 등의 내장고기와 통무·

다시마 등의 부재료가 더 많이 들어간 갈비찜이 기록되어 있

었다.

⑧ 연계찜은 병아리 같은 어린 영계를 이용하여 쇠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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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파를 병아리 뱃속에 넣고 고으도록 익혀서 먹는 음

식이다.『규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이 등 2007),

『시의전서』(이 등 2004)에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부재료의

종류가 달랐다.『규합총서』 (정 1987)에는 차조기잎을 넣어

야 좋다고 하였고,『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서는 생후

50~60일된 닭을 잡아 내장을 빼고,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다져서 감장(甘醬)을 체에 내리고 자소잎(紫蘇葉), 파, 후추,

생강, 참기름을 닭 염통, 간 등과 고루 섞어서 닭 안에 넣고,

물을 부어 문드러지게 삶는다고 하였다. 거의 익으면 소량의

밀가루와 유장을 넣고 다시 삶아 즙을 되직하게 하고, 달걀

황백지단을 채 썰어 얹어 10여 가지의 재료가 쓰였다.『시

의전서』 (이 등 2004)는 “연계를 백숙으로 푹 고와 건져서

뼈를 다 추리고 살을 뜯는다. 표고, 느타리, 석이, 파를 넣어

갖은 양념하고 가루즙을 넣어 갈비찜같이 한다.”하여 조리형

태가 달랐다.

⑨ 계란쌈은 음식명과는 달리 음식의 내용은 달걀에 조육

류와 양념을 많이 넣어 익힌 계란찜이었다. 양념한 달걀은

주머니 형태의 것에 넣어 익힌 후 동글동글하게 썬다고 하

였다. 이 방법은『부인필지』(이 등 2010)의 달걀찜과 유사

하나, 난황과 난백을 섞지 않고 하는 점이 다르다.

⑩ 낙지찜은 낙지에 쇠고기, 박고지, 도라지 등을 양념하

여 넣고 무르도록 끓인 후 달걀, 후춧가루, 파, 깨소금을 넣

은 음식이다. 오늘날의 매운 낙지찜과는 달리 사뭇 다르며,

다른 책에도 기록이 없었다.

(3) 볶음

① 떡볶이는 흰떡과 쇠고기를 볶고, 여기에 송이·도라지·

숙주나물·애호박·오이 등을 양념하여 넣고, 석이채·달

걀지단채·잣가루·김가루 등으로 고명을 얹은 음식이다.

『시의전서』(이 등 2004)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 기

록이 되어 있었다.『시의전서』(이 등 2004)의 조리법은 매

우 간략하였고, 흰떡을 탕무처럼 썬다고 하였다.『부인필지』

(이 등 2010)은 양념한 고기와 버섯을 먼저 볶은 후 썰어놓

은 떡을 넣고 다시 유장으로 2차 양념을 하여 볶은 후 그릇

에 담고 고명을 얹었다. 여기서는 숙육과 양깃머리, 등심살

등을 함께 사용하였다.

② 동아초는 동아를 썰어 기름에 한번 지져낸 후 한쪽 면

에 양념한 고기소를 채워서 녹말가루를 입혀 끓는 물에 잠

깐 삶아낸 것으로 먹을 때는 초장을 뿌리거나 찍어먹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기록에서는 양념한 고기를 속을 파낸 동아에

채우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이름이 초라고 하여 볶아내는

초(炒)일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볶는 과정은 없고 지지고 삶

아내는 조리과정만 있을 뿐이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

는 서리 맞은 동아를 잘게 썰어 기름에 지진 후 꿀을 넣은

겨자즙에 찍어 먹는 동화선이 기록되어 있다.

③ 묵초는 묵과 고기를 잘게 썰어 장과 물을 넣어 익힌 후

후추·계피·깨소금 등으로 양념한 음식이다. 조치로 반상

에도 낸다고 하였다. 역시 묵초라고 하였으나, 1차 볶는 과

정이 잠깐 있지만 장물에 끓여내는 조리법이었다. 유사한 기

록이『시의전서』(이 등 2004)에 묵볶기라는 이름으로 있었

다. 조치보에 담는다고 하여 찌개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같았지만, 김가루를 위에 얹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

④ 낙지볶기는 낙지와 고기를 따로 볶아 한데 합하여 익

힌 음식이다. 볶음이지만 장국물을 많이 하여 고기를 익히고

그것을 이미 익힌 낙지와 섞어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있는 형

태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 기록된 낙지찜에 비해 양념

이나 부재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책에서는 그 기록

을 찾아볼 수 없었다.

(4) 전/구이

① 제육전은 돼지고기를 곱게 다져서 양념하고, 달걀을 풀

어 양푼에 순서대로 담아 중탕하여 익힌 음식이다. 제육전이

라고 하였으나 지지는 전(煎)이 아니다. 다 익으면 네모지게

잘라 편육처럼 쓴다고 하였다. 이 책에만 기록된 독특한 조

리법이다. 요즈음에는 대량으로 달걀찜을 할 때 부재료를 다

져넣고 이와 같은 방법대로 하기도 한다. 다른 책에는 기록

되어 있지 않았다.

② 동아전은 동아를 썰어 기름에 볶아 겨자장에 재웠다가

먹는 음식이다.『주식시의』에서는 동아전이라 하였으나,

『규합총서』(정 1987)와『시의전서』(이 등 2004)의 동과선

과 같은 음식이었다. 다만 다른 점은『주식시의』에서는 동

아를 기름에 볶기 전 소금 간을 약간 하였고,『규합총서』(정

1987)와『시의전서』(이 등 2004)에서는 간을 하지 않았다.

또『주식시의』와『규합총서』(정 1987)에서는 겨자장에 꿀

을 섞었으나,『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그런 언급은 없

었다.

③ 집노리미는 고기와 채소를 양념하여 꼬지에 뀌워 익힌

후 밀가루즙을 하고, 각색고명을 얹은 음식이다. 집노리미로

되어 있으나, 집느르미일 것으로 생각된다.『이씨음식법』

(Kim & Lee 1990)에 기록되어 있으며, 궁중의 잔치상에 즐

겨 올랐던 음식이다.『주식시의』에서는 쇠고기·도라지·

검은버섯을 꼬지에 꿰었으나,『이씨음식법』(Kim & Lee

1990)에서는 도라지·황과·진이·황육·전복을 꼬지에 꿰었다.

느르미는 재료를 찌거나 구워서 즙을 친 것이다. 밀가루나

녹말로 농도를 주고 때에 따라 참깨나 잣을 즙으로 내어 섞

기도 하였다.『이씨음식법』(Kim & Lee 1990)의 느르미는

즙을 쓰지 않고 고명만을 얹었다.

④ 풋고추적은 풋고추에 고기소를 넣어 지진 음식이다. 고

추적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풋고추전이다. 시의전서

에는 고추선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풋고추를 잠깐

삶아 건져서 고추를 쪼개어 양념한 쇠고기를 채우고, 밀가루

와 달걀을 씌워서 부친 후 초장과 함께 먹는다고 하였다.

『주식시의』와 다른 점은 풋고추를 데치는 전처리를 하였

고, 고추를 쪼갠다고만 하여 쇠고기 소가 들어갈 수 있는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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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내어 다시 고추의 원래모양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반으로

갈라서 소를 채웠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었다. 또 달걀을 씌

워서 부친다고 하였다.

⑤ 생선 굽는 법은 생선에 꼬지를 끼워 화롯불 근처에서

익혀 즙이 나오게 한 후 토막내어 구운 생선구이법이다. 같

은 방법이『규합총서』(정 1987)와『부인필지』 (이 등 2010)

에 기록되어 있었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칡가지

로 입을 꿰어 화롯불을 쪼이라고 하였다.

⑥ 고기를 구을 때는 참깨꽃이나 가지꽃가루를 뿌려서 구

우면 기름이 흘러내리지 않아 좋다고 하였다. 참깨꽃이나 가

지꽃가루를 뿌리면 고기에서 나오는 지방성분을 꽃가루가 흡

수하여 표면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또 고기의

누린내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임

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참깨꽃과 가지꽃을 활용하는 것

은 같으나, 참깨꽃과 가지꽃을 넣은 양념으로 엷은 풀을 쑤

어 고기에 바르고 불에 구워서 말리고 또 이것을 노구에 넣

어 삶는다고 하였다.『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

(이 등 2010)에는 고기 굽는 법이 없었고,『규합총서』(정

1987)에는 중국에서 돼지고기를 굽는 법이 인용되어 있었다.

즉 “돼지고기에 쇠꼬창이를 꿰어 숯불에 굽는데 속뜨물에 여

러번 담갔다가 굽기를 반복하는데 기름장을 발라 가며 굽고

고기의 속까지 기름장이 배이도록 대꼬창이로 찔러가며 굽

는다.”고 하여『주식시의』법과는 달랐다.

⑦ 생치 굽는 법은 꿩고기를 물을 적신 종이에 싸서 굽다

가 반쯤 익었을 때 종이를 벗기고 유장을 발라가며 구운 음

식이다. 즉 꿩고기를 2차에 걸쳐 익히는데 첫 번째는 적은

종이에 싸인 꿩고기 자체 수분으로 익는 간접식 구이법이고,

두 번째는 종이를 벗기고 유장을 발라가며 불에서 직화구이

를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규합총서』(정 1987),『임원십

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

(이 등 2010)에 모두 같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꿩

고기의 소비가 많았고, 이와 같은 구이법이 일반적인 조리법

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꿩고기의 각을 떠서 하라고 하였고,『시의전서』(이 등

2004)에서는 꿩고기를 통으로 구우면 전치수라 한다고 하고,

자른 꿩고기에 다진 마늘, 깨소금, 기름, 후춧가루, 꿀, 소금

으로 간을 맞추어 주물러 재웠다가 같은 방법으로 굽는다고

하여 꿩고기에 밑간을 한 것이 달랐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꿩고기는 8월부터 2월까지 먹는데 뼈기 목에 걸

리면 약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5) 숙채(熟菜)

① 외상문채는 어린 오이를 4쪽으로 잘라 양념한 나물이

다. 오이는 생채로 무치지만 익혀서 만든 숙채로 다른 조리

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② 죽순채는 죽순에 고기와 버섯을 넣고 갖은 양념을 하

여 볶은 후 밀가루를 조금 넣어 다시 볶아서 만든 음식이다.

『규합총서』(정 198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

지』(이 등 2010)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조리법도 유사하

였다.『주식시의』에서는 죽순이 먼데서 오는 것은 물에 오

래 담갔다가 쓴다고만 하였으나, 다른 책에는 얇게 저며서

데치거나 또는 데친 후 1치 길이씩 썬다고 하였다. 또『규

합총서』(정 1987)에는 “만일 먼 데서 절여 온 죽순이거든 날

포 물 갈아가며 짠 맛 우려낸 뒤에 쓰라.”라고 하여 죽순을

따서 염장하여 비수기에 쓰거나 유통을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시의전서』 (이 등 2004)와 『부인필지』(이 등 2010)

에는 고춧가루 양념을 사용한 점이 차이가 있었고,『시의전

서』 (이 등 2004)에서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았다.

③ 호박나물은 호박에 고기를 넣고 새우젓국으로 양념한

음식이다. 새우젓국이 없으면 새우젓도 넣어도 좋고, 송이도

넣어도 좋다고 하였다. 이 호박나물은 술안주로 극품이라 하

여 음식명도 ‘호박나물술안주’라고 하였다.『규합총서』(정

198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이 등 2010)

에 기록되어 있었다.『주식시』의 조리법과 가장 유사한 것

은『시의전서』(이 등 2004)였으나 쇠고기나 돼지고기, 고추

양념을 사용하지 않는 점이 달랐다.『규합총서』(정 1987)와

『부인필지』 (이 등 2010)에서는 표고나 석이버섯을 넣었고,

돈짝만하게 만든 찰전병을 지져서 마지막에 넣었다. 주식시

의에서는 호박을 먼저 반쯤 익힌 후 고기와 양념을 넣어 다

시 익혔는데 다른 책에서는 호박과 고기를 먼저 기름을 두

르고 볶은 후 양념을 넣어 조리하였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월과채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6) 회(膾)

① 어채는 숭어나 송어살을 저며서 녹말을 묻히고 파, 국

화잎, 고추도 같이 하여 끓는 물에 데쳐낸 후 초장에 찍어먹

는 숙회이다. 각 재료의 색이 아름다우므로 켜켜로 담아 괴

여 눈으로도 즐기도록 배려한 음식이다. 이 책에서는 뒤편에

화채법이라 하여 유사한 형태의 조리법이 다시 기록되어 있

다. 아마도 후손에 의해 추가된 기록으로 생각된다.

② 화채는 주재료로 숭어나 각종 어육류와 채소를 채 썰

어 녹말을 묻혀서 끓는 물에 데쳐낸 후 고명을 얹어 먹는 음

식이다. 각색의 재료를 준비하는데 특히 붉은색을 보충하기

위해 무를 채 썰어 연지물을 들일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

는 화려한 음식이다. 그 맛이 청양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보

기에 오색이 찬란하고 희한하니 3월부터 7월까지 쓰고, 날이

추우면 너무 냉담하다고 하였다.『규합총서』(정 1987)와

『부인필지』(이 등 2010)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으나,

『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재료 중 고추만 빠져 있다. 앞

서 기록된 어채와 같은 조리법이나 부재료가 16가지나 추가

되었고, 모든 재료를 가늘게 채 써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 어

채에서는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 하였으나, 화채는 양념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③ 위어회는 위어를 풀잎같이 얇게 저며서 먹는 생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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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위에 놓아 물과 기름 뺀 후 회를 쳐야 좋다고 덧붙이고

있다.『규합총서』(정 1987)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었다. 위

어(葦魚)는 웅어다. 갈대 사이에서 산란하는 습성이 있어 이

름에 갈대 ‘위(葦)’자가 붙었다는 말이 있다. 산란은 바다와

만나는 강에서 하지만 바다에서 자라는 기수어(汽水魚)이다.

이미『세종실록지리지』와『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리나

라의 서남해안의 토산으로 기록되어 있다.『본초강목』『난

호어목지(蘭湖漁牧志)』『송남잡지(松南雜識)』『자산어보(

玆山魚譜)』등에서도 많은 기록이 있는데, 한강의 행주, 임

진강의 동파탄 상하류, 평양의 대동강에 가장 많고 4월이 지

나면 없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웅어를 잡아 진상하던 위어

소(葦魚所)라는 곳이 한강하류의 고양에 있었다. 웅어는 그

빛깔이 희고 맛이 좋아 회의 상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한

국민족문화백과사전).『주식시의』에서는 위어회만 기록되

어 있었지만,『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는 “회에 사용하

는 생선재료는 숭어, 준치, 쏘가리, 농어, 눌어, 은어, 밴댕이

등의 껍질과 뼈를 제거하고 흰 살만 얇게 저며서 흰 종이 위

에 잠시 놓았다 가늘게 썰어서 접시에 놓고 면포를 덮어 둔

다. 파와 생강을 각각 반촌(1.5 cm) 크기로 가늘게 채 썰어

서 회 위에 놓고 겨자장에 찍어 먹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생전복이나 대합으로도 회를 즐겼으며, 겨울에는 숭어를 얼

려 회로 먹거나 민물생선인 붕어를 초도(艸圖)와 마근실(馬

芹實), 소금과 기름으로 양념하였다가 법주 (法酒)에 담가 붉

은 색으로 변했을 때 회로 먹기도 하여 당시 다양한 회(膾)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7) 숙육(熟肉)

① 상한 고기를 삶을 때는 호두에 구멍을 뚫어 같이 삶으

면 상한 맛이 호두에 들어가 고기 맛이 살아난다고 하였다.

『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도 같은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

고, 맛이 변한 고기는 잘게 썬 볏짚을 함께 삶으면 볏짚이

그 냄새를 흡수한다고 하였다.

② 고기를 삶을 때 닥나무 열매를 넣으면 고기가 연해진

다는 것인데, 이것은『임원십육지』(이 등 2007) 와『부인

필지』(이 등 2010)에도 기록되어 있었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는 그밖에도 소금이나 울타리 주위의 오래된 대

나무껍질로 고기를 묶어서 삶으면 고기가 쉽게 무르게 된다

고 하였다. 또 “연꽃 받침을 넣으면 정육은 국물 위로 뜨고,

기름기가 있는 고기[肥肉]는 가라앉는다. 고기가 절반쯤 익

었을 때 꺼내서 깨끗하게 씻은 후 다시 넣어 익히면 맛이 특

별하다. 고기는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야 좋고, 찬물로 끓이

면 좋지 않다.”고 하였다.

③ 고기국을 끓일 때는 먼저 국을 끓인 후 고기를 넣어야

좋다고 하였다. 냉수나 국이 끓기 전에 고기를 미리 넣으면

그 맛이 아름답지 않다고 하였다. 이 방법은『임원십육지』

(이 등 2007)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 같은 방법이 기

록되어 있었다. 하지만『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는 “고

기로 국을 끓일 때는 고기를 썰거나 다져서 뜨거운 솥에 참

기름을 두르고 재빨리 볶다가 물, 간장, 양념을 넣고 끓인다.”

고 하여 다른 방법도 소개되어 있었다.

④ 황구·흑구 쓰는 법에는 누런 개의 눈청까지 누런 것

은 무기 토색으로 비장과 위장을 보호한다. 여자의 혈분에

좋은 약이고 배와 사족꼬리까지 검은 개는 임계 수색으로 신

장에 좋은 약이며 남자에게 유익하다고 하였다. 개고기를 이

용한 조리법이 아니라 황구와 흑구의 기미에 따른 효용을 설

명한 것이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도 같은 내용이 기

록되어 있었다.『동의보감』(동의과학연구소 편역, 2008)에

는 “개고기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를 충족시켜, 허리와 무릎을 온(溫)

하게 하고, 양도(陽道)를 일으켜 기력을 증진시킨다.”고 하

여 개고기의 효능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양오행설에 의하여 개고기는 화

(火)에 해당하고, 복(伏)은 금(金)에 해당하여 복의 금기(金

氣)를 화기(火氣)로 누름으로써 더위를 이겨내고, 또 더운 성

질의 개고기를 먹음으로써 이열치열(以熱治熱)로, 더위에 지

쳐 허약해진 몸을 회복시켜준다고 믿었다. 때문에 개고기는

여름철 복날의 시절식으로 즐겨왔다. 개고기는 숙육(熟肉),

찜[狗蒸], 느르미, 국[狗醬]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원

행을묘정리의궤』에도 개장찜에 대한 기록이 있어 조선시대

에는 일반 백성들은 물론 궁중에서도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수원시 1996).

『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개고기는 피를 씻으면 개

냄새가 나고, 피가 사람에게 유익하니 버릴 것이 아니라 개

잡을 때 피를 그릇에 받아 고기국에 넣어 차조기잎을 뜯어

넣고 고면 개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개고기 요리의 비법

을 기록하고 개고기 삶는 법을 소개하였다. 또 『규합총서』

(정 1987)에는 개고기 찌는 법 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동

아 속을 파서 그 속에 개고기를 넣어 찌는 법도 있었다.

(8) 전약

전약은『임원십육지』(이 등 2007)의 기록과 만드는 법이

같았다. 백강(白薑)은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말려 띄우지 않

은 것으로 그 빛이 희다. 폐(肺)와 위(胃)에 있는 한사(寒邪)

를 없애는데 좋은 약재로 쓰인다. 계심(桂心)은 수령(樹齡)이

10년 이상이 된 육계(肉桂) 나무의 껍질인 계피에서 한 단계

더 외층 부분을 벗겨 안의 가장 맵고 단맛이 나는 부분만 취

한 것이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는 정향(丁香)이 추

가되어 있었고, 계심의 양은 많으나 대추의 양은 적게 사용

되었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서는 백강 대신 건강(乾

薑)이 쓰였고, 녹각교가 쓰였다. 녹각교(鹿角膠)는 사슴의 뿔

을 고아서 풀처럼 만든 약으로, 보혈(補血), 지혈(止血), 안태

(安胎)의 작용이 있으며, 요통 임질 대하 등에 쓰인다. 전약

은 고아서 양푼에 엉긴 것을 퍼서 엉기면 써는데『임원십

육지』(이 등 2007)에는 체에 한번 받힌 후 그릇에 넣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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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록 하였다. 이 전약은 동지에 내의원에서 만들어 임금께

진상하는 보양식인데, 민간에서도 만들어 선물하기도 하였다

고 한다.

(9) 젓갈

장해법은 좋은 간장에 쇠고기를 넣어 끓인 후 장물을 만

들고 여기에 게를 넣어 익힌 것이다. 게젓에 꿀을 조금 치면

맛이 아름답고, 오래두어도 상하지 않으니 게와 꿀이 상극이

니 많이 치지는 말고 불을 비추면 장이 삭고 곯기 쉬우므로

혹시 밤에 내려거든 일절 등불을 비추지 말라고 하였다.

『임원십육지』(이 등 2007),『규합총서』(정 1987),『부

인필지』(이 등 2010)의 방법과 같았다. 다른 책에는 게젓을

담글 때 간장뿐만 아니라 소금, 술, 식초 등을 이용하여 담

그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였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서는 부재료로 수유나 다시마를 사용하고, 천초를 사

용하지 않는 점이 달랐다. 또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처음 부

은 장물을 따라서 달이는 기간을 이틀만이 아닌 3일만에 한

다고 하였다. 또 게장을 먹을 때는 “딱지를 떼 놓고 견지에

장을 훑어 딱지에 채워 접시에 담는다. 주둥이 양편을 가지

런히 다듬고 게 발은 접시 밑에 받치고 잣가루를 뿌려낸다.”

고 하여 먹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생 게를 그릇에 담고 닭을 생으로 튀하여 같

이 넣어 두면 게가 닭을 먹어 게장이 많아진다. 또한 닭이

없을 때에는 두부를 넣어 먹여서 게발 마디를 잘라 실로 동

여매 거꾸로 달고 그릇을 받쳐 놓으면 맑은 물이 흐른다. 다

익으면 게장이 된다.”하여 게의 내용물을 늘리기 위한 방법

을 모색하고 있었다.

(10) 마른찬

① 소반찬은 다시마에 잣과 후추를 1개씩 싸서 기름에 지

지는 것은 묶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매듭자반

과 같고, 두부에 파와 마늘을 조금 넣고 후춧가루로 양념하

여 지지는 것은 두부조림이다. 이 두부조림은 누른 빛이 나

게 하여 다시마튀각과 함께 담는다. 소반찬이라 하여 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밥반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조

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독특한 방법이었다.

② 약포는 별약포와 시체약포 두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

었다. 별약포는 쇠고기를 다져서 하는 방법이고, 시체약포는

쇠고기를 얇게 저며서 만드는 법이다. 시체(時體)라는 말은

그 시대의 풍습과 유행을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해먹는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쇠고기를 얼멍이에 내릴 수 있을 정도

로 곱게 다져서 만드는 별약포는 별식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규합총서』(정 1987),『시

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별약

포처럼 쇠고기를 다져서 양념하여 만든 약포가 기록되어 있

었다. 다른 책에는 연한 쇠고기라고만 하였으나,『주식시의』

에서는 쇠고기 우둔살이라고 구체적인 부위를 정확히 기록

하였고, 모두 쇠고기를 다져서 사용하였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생강을 함께 넣었으며, 약포는 모든 기록에

서 반건(半乾)하였고,『규합총서』(정 1987)에서는 노인의 반

찬으로 쓴다고 하였다. 다지고 양념한 쇠고기의 모양은『주

식시의』에서는 화전처럼 만든다고 하였고,『규합총서』(정

1987)에서는 반반한 잎에 꽂전처럼 얇게 펴서 만든다고 하

였다.

③ 시체약포는 쇠고기 우둔살을 씻지 말고 포를 떠서 참

기름, 검은 장, 후춧가루, 꿀로 간하고, 잣가루 뿌려서 말린

것이다. 별약포에서의 파 대신 참기름이 쓰였다.『시의전서』

(이 등 2004)에서 기록된 약포법은 시체약포처럼 쇠고기를

너비아니처럼 저며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시의전서』

(이 등 2004)에서는 고기양념에 좋은 장, 파, 후춧가루, 꿀을

사용하였는데, 고기를 유장에 재워 채반에서 1차로 말린 후

이것을 걷어 좋은 진장에 꿀, 깨소금, 기름, 후춧가루, 다진

파와 마늘을 넣어 다시 주물러 재워 또 채반에 펴 놓고 잣가

루를 많이 뿌려 말리는 2단계 건조를 하여 만드는 것이 달

랐다.

(11) 침채류(沈菜類)

① 장김치는 어린 외의 속을 내고 잠깐 볶아서 곱게 다져

양념한 쇠고기로 속을 채우고, 부추나 파로 잘 동여맨다. 여

기에 파, 생강, 후춧가루, 고추, 석이, 표고, 전복 등의 꾸미

를 많이 넣고 좋은 간장으로 장국을 끓여 식혀서 부어 만드

는 김치이다. 익으면 얼음과 잣을 넣어 먹고, 외김치는 반드

시 끓인 물에 하여야 쓰지 않아 좋고, 간장은 ‘다된 지령’에

절여야 좋다고 덧붙이고 있다.『규합총서』(정 1987)에는 장

짠지 만드는 법으로,『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장김치법

으로 기록되어 있었다.『규합총서』(정 1987)에는『주식시

의』에 기록된 방법과 같은 법도 있었고, 여름철에 어린 오

이와 무, 배추 등을 슬쩍 삶아 청장에 절여 숨이 죽으면 여

러 가지 꾸미를 넣어 담그는 두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

다. 부재료로 청각이 들어가고 건합(乾蛤)의 혀를 잘라 넣기

도 한다고 하였다. 또 장김치에는 젓이나 젓국을 넣으면 좋

지 않다고 덧붙이고 있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좋

은 배추와 무를 썰어 좋은 진장에 절여서 만드는데, 여름철

에는 어린 외를 절여 외김치소를 넣어 만든다고 하여 장김

치의 주재료가 오이에서 배추나 무로 바뀌고, 오이로 만드는

방법은 여름철의 한시적인 방법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꾸미로 넣는 재료도 전복이나 해삼 같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양지머리와 차돌박이 같은 쇠고기를 함께 넣었다. 또

장물에 좋은 꿀을 타서 김치국물로 붓는다고 하여 단맛도 추

가되고 있었다.

② 동김치는 무와 어린 외를 절인 후 유자, 배, 파, 생강,

고추 등을 넣고 잘 봉하여 숙성시켜서 먹는 겨울 동치미이

다. 동치미는 단독으로 김치로도 이용하지만 꿩고기를 익혀

서 넣으면 꿩고기 김치가 되고, 국수를 말고 고명을 웃어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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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도 활용되었다. 이 방법은『규합총서』(정 1987)과

『부인필지』(이 등 2010)에 모두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③ 생치김치는 잘 담근 동치미에 꿩고기를 백숙으로 고아

국물을 섞고 살코기를 찢어 넣은 것이었다.『주식시의』와

『규합총서』 (정 1987)에는 생치김치,『부인필지』 (이 등

2010)에는 명월생치채라 되어 있었다.『부인필지』(이 등

2010)의 출간 시기로 예상되는 1900년대 초 이미 이름난 식

당들이 있었고, 생치김치도 별미로 애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석박지는 배추와 무, 오이, 동아를 절여 넓적하게 썰어

서 여러 가지 고명에 젓국을 쳐서 한데 버무려 담은 뒤 조기

젓 국물을 약간 부어서 익힌 김치이다. 꿩고기, 낙지, 생복,

소라, 생굴 등을 넣고, 맛있는 조기젓과 굴젓국을 많이 넣으

라 하였다. 여기에 마늘, 생강, 고추, 파, 미나리, 갓, 청각,

배 등으로 양념을 하였으니 고급 중의 고급김치이다.『규합

총서』(정 1987)과『시의전서』(이 등 2004)는 여기에 준치

까지 넣는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⑤ 동아석박지는『규합총서』(정 1987)과『시의전서』(이

등 2004)에도 같은 조리법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다만『주

식시의』에서는 크고 상처가 없는 것으로 서리를 맞지 않은

동아를 사용한다 하였다.『규합총서』(정 1987)에서는 매우

크고 한 곳도 상하지 않은 서리 맞은 분빛같은 동아를 사용

한다 하였고,『시의전서』 (이 등 2004)에서는 크고 싱싱하

고 서리 맞은 분빛 같은 동아를 사용한다하여 차이점이 있

었다. 또한『주식시의』에서는 마늘을 사용하였으나,『규

합총서』(정 1987)과『시의전서』(이 등 2004)에서는 마늘

대신 생강을 사용하였다.

⑥ 동가침채는 겨울철에 먹는 가지김치를 담그는 법이다.

맨드라미꽃을 넣어 숙성된 가지침채의 색이 단사(丹砂)와 같

이 붉다고 표현하였다. 이 방법은『규합총서』(정 1987)과

『임원십육지』(이 등 2007)의 기록과 같았다.『임원십육지』

(이 등 2007)에는 가저방(茄 方)에 동원작가저법(冬月作茄

菹法)과 하월작가저법(夏月作茄菹法)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

고, 가지가 뜨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마석(水磨石)으로 눌러

두거나, 소금에 절인 토란줄기를 덮어두기도 하였다. 또 여

름철에 담그는 방법에는 마늘즙을 고루 섞어 부패를 장지하

기도 하였다.

먹을 때는 둥글게 썰거나 또는 길이로 찢거나 임의로 하

였다. 꿀을 많이 타면 맛이 기이하지만, 반찬으로는 부적합

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⑦ 용인과지는 누런 오이에 희석한 소금뜨물을 부어 담근

오이지였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였다 덧붙였다. 용

인오이지는 1700년-1900년대의 책에서 꾸준히 기록되어 있

어 그 유명세를 짐작할 수 있다.『주식시의』에 기록된 용

인과지의 오이는 누런 오이,『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

서는 늙지 않은 오이,『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황과

(黃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만드는 방법은『규합총서』(정

1987)과『부인필지』(이 등 2010)의 방법과 동일하였다.『임

원십육지』(이 등 2007)는『증보산림경제』(농촌진흥청 편역

2003)의 ‘용인담과저법(龍仁淡瓜 法)’을 인용을 하여 만드

는 법은 같으나, 맑은 뜨물과 냉수에 소금을 섞는 다른 책과

는 달리 감천수(甘泉水)에 소금을 타서 침지액을 만들었다.

또『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오이를 절이는 동안 위아

래를 뒤집어가며 소금물을 17번 반복하여 붓는다고 되어 있

으나,『규합총서』(정 1987)에 기록에 유추해 보건데 잘못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6-7번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

늘날에는 용인시 남사면 지역이 오이산지로 유명하지만 당

시에는 용인지역의 오이 생산이나 유통이 많았거나, 특정 가

문에서 담그는 오이지 비법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그

유명세에 대한 근원을 찾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200년 이상

조선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것은 분명하다.

(12) 기타

① 도화계란법은 달걀 여러 개를 깨서 가죽이나 유지로 만

든 주머니에 넣어 우물에 하룻밤을 달아두었다가 주머니째

삶아내는 조리법인데 그 크기가 자완만하다 하였다. 이것은

『규합총서』(정 1987)과『부인필지』(이 등 2010)에 조화게

란법으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었는데『부인필지』(이 등 2010)

에는 달걀찜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달걀의 난황과 난백이 깨

지지 않고 여러 개가 섞여서 익으면 썰었을 때 그 모양이 재

밌게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계란쌈이 난황과 난백을 깨트려

섞어서 고기와 양념을 넣어 찐 형태라면 조화계란법은 만드

는 법은 같으나, 계란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 다르다. 이 법

은 후대에 기록이 추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② 계란 삶는 법은 “달걀이나 오리알의 껍질을 위로 붕사

로 그림이나 글씨를 써 말리어 머리털을 태운 잿물로 싸서

삶아 벗기면 누런빛의 위에 그린 것이 흰자의 속까지 박히

나니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이『규합총서』(정 1987)

에도 기록되어 있었다. 달걀을 삶을 때 흰자에 글씨를 새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여 삶은 달걀의 용도는 알 수가 없었다.

붕사(硼砂)는 오늘날에는 유리나 비료 등의 공업용이나 의약

품의 제조 그리고 염색 성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3)『주식시의』에 기록된 병과(餠菓) 및 음청류(飮淸類)

『주식시의』에 기록된 병과 및 음청류는 <Table 6>과 같

이 총 19가지였다. 떡이 14종, 한과가 2종, 음청류가 3종이었

다. 그러나 약과를 만드는 법에서 만드는 모양에 따라 다식

과나 만두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복분자편은 앵두

편 만드는 법대로 하고, 매화차를 만드는 법대로 국화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으니 총 23종의 병과 및 음청류가 소개

되어 있는 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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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떡류

『주식시의』에 기록된 떡은 약식법, 소합떡법, 두텁떡, 갖

은두텁떡, 섭화전, 석이전, 승검초단자, 토란단자, 감저단자,

석탄병, 잡과전, 증편, 요기떡, 율강병법 등 14가지이다. 떡을

만든 법에 따라 분류하면 찐떡이 10종, 친떡이 1종, 삶은 떡

2종, 지진떡이 1종이었고, 만드는 법은 <Table 7>과 같다.

① 약식은 “찹쌀 1말이면 좋은 대추 1말, 밤 1말을 넉넉히

하여, 대추는 채를 치고, 밤은 3쪽씩 낸 후에 찹쌀을 너무 담

그지 말고 반나절만 담갔다가 쌀알이 막 익으면 즉시 내어

더운 김에 대추와 밤 1되를 섞어 황청(꿀) 1식기, 기름 1되,

귀한 검은 장 1종지를 치고 고루 섞는데, 대추와 밤은 사이

사이 쪄서 떡과 같이 놓아 안치고 찹쌀 가장자리로 덮어 찌

되 밑과 위에는 대추와 밤을 두지 말고, 쪄도 검붉으니 대추

씨 삶은 물이 좋으나 많이 치면 질기 쉽고, 건시를 넣으면

떫어 좋지 못하니라.”하였다.『주식시의』와『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약식,『규합총서』(정 1987)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약밥,『임원십육지』 (이 등 2007) 에는 약반

(藥飯)이라 기록되어 있었다.『주식시의』와『규합총서』(정

1987),『부인필지』(이 등 2010)은 만드는 방법과 재료의 배

합비가 일치하였다. 만드는 법은 찹쌀 1말→불리기→찌기(1

차)→+대추 1말, 밤 1말, 꿀 1식기(보시기, 주발), 참기름 1

되, 진간장 1종지→찌기(2차)였다. 찹쌀을 1차로 쪄서 밤, 대

추, 꿀, 참기름, 간장을 넣고 양념하여 다시 찌는데 이때 대

추씨 바른 것을 삶은 물을 넣어 찐다. 양념한 찰밥 위를 찹

쌀가루를 덮어서 찌면 위아래의 색이 고루 검붉게 되니 좋

다고 하였는데『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메밀 낙개미를

물에 버무려서 덮는 것이 달랐다. 또 간장을 함께 버무리지

않고 다 쪄낸 후에 집청을 하고 통잣을 뿌리는 것이 상이하

였다. 건시를 넣으면 맛이 떫으니 넣지 말라 하였으나,『임

원십육지』(이 등 2007)에서 인용한『한양세시기』(이 & 최

2003)에는 잡과반(雜果飯)이 찹쌀에 대추, 밤, 곶감, 잣, 꿀,

참기름, 간장을 넣어 찐 약밥이고 이것은 상원절식(上元節

<Table 5> Cuisine of S ide dishes in 『Jusiksiui』

분류 음식명 조리법

국/전골
(4)

열구자탕1

열구자탕: 꿩고기, 묵은 닭, 해삼, 전복, 양, 천엽, 곤자소니, 쇠골, 제육, 순무, 움미나

리, 파, 도라지, 표고, 대하, 쇠고기를 다 잘게 저미기→번철에 각각 지지기→미나리

도 달걀을 뿌려 지지기→나물은 그냥 지지기→열구자탕 끓이는 신선로에 모두 담기

→생선은 달걀을 황백으로 나누어 부치기→빛이 곱게 반듯반듯 썰어 담기→꿩고기 

소를 양념하여 찹쌀가루로 주악을 잘게 빚어 만들기→닭고기, 돼지고기, 나물을 모

두 색이 곱게 들여 찬합처럼 곁곁이 색 들인 것 담기→달걀 황백 다 빛나게 부치기

→(게의) 검은 장을 치고 부치면 그 빛이 주황색 같으니 귀지게 지어 썰기좋은 흰떡

을 엷게 저미기→가는 국수를 1치씩 썰기채소와 주악과 함께 담기달걀 장외 부친 

것 썰기→위에 뿌리기→열구자 끓이는 그릇 통 속에 숯불을 피고 지지기→돼지고기 

삶은 물에 쇠고기를 볶은 즙을 합하여 국을 끓인 것 열구자 탕그릇에 붓기→끓이기

→흰떡과 국수와 주악을 함께 넣어 끓이기→은행과 호두를 넣고 후춧가루도 넣기

돼지고기가 많으면 좋음

열구자탕2

열구자탕: 꿩고기, 묵은 닭, 해삼, 전복, 양, 천엽, 곤자소니, 쇠골, 제육, 순무, 미나리

, 도라지, 파, 표고, 대하, 쇠고기 다 잘고 얌전하게 저미기→번철에 기름을 쳐서 지

지기→미나리는 달걀을 씌워 지지기→나물은 그냥 지지기→돼지고기가 많이 넣기→

열구자탕 그릇에 곁곁이 돌려 담기→생선을 빛이 곱게 황백으로 전유어를 지지기→(

전유어를) 썰기→각각 기름을 쳐서 볶기→꿩고기 소를 양념하여 소를 넣어 찹쌀로 

주악을 잘게 빚어 지지기→닭고기와 어육과 나무새를 색을 □□ 그릇에 □□□□□

□ 치 담기→달걀 황백을 별노 빛나게 붓고 검은 장과 기름을 치고 달걀을 잠깐 섞

어 부치기(빛이 독홍갓 같으니)→귀지게 썰기→위에 뿌리기좋은 흰떡을 엷게 썰기→

가는 국수를 1치씩 썰기→채소와 주악과 함께 담기→열구자탕 그릇 통에 숯불을 피

우기→돼지고기 삶은 국에 쇠고기를 많이 넣고 고기 볶은 즙을 합하기→국을 끓이

다가 열구자 탕그릇에 부어 끓이기→흰떡과 국수와 주악을 함께 넣어 끓이기→후춧

가루 뿌리기

승기악탕

살찐 묵은 닭의 내장을 꺼내기→속을 말끔하게 씻기→+술 1잔, 기름 1잔, 식초 1잔 

치기→대나무침으로 질러박기→돼지 비계고기와 표고를 맛있게 넣기→수란을 떠 넣

기

탕을 금중탕 만들 듯하는데 

이것이 왜관음식이라. 기생이

나 음악보다 낫다는 말이라

완자탕

큰 생선을 빼 없이 하고 살만 가늘게 두드리기→돼지고기, 쇠고기, 꿩고기를 곱게 

두드리기→양념을 갖추어 검은 장에 주무르기→+밤과 대추를 넣고 환으로 만들기→

그 가운데 잣을 하나씩 박기→밀가루나 녹말을 씌우기→달걀 묻히기→잠깐 지지기

→꾸미국에 끓이기→말고집이나 어라 5푼씩 잘라 달걀과 부치기→너비를 반듯반듯 

썰기→후춧가루와 잣가루를 섞어 넣기

호박고지와 미나리를 데쳐 가

진 양념에도 쓰느니라.

전골채소

무, 숙주, 검은 버섯, 표고 채 치기→미나리, 도라지, 달걀지단 탕국에 넣는 것처럼 

하기→파는 통째로 담뱃대 사물부리만큼 대갱이 편을 자르기→파를 열십자로 가르

기→고기를 다져 콩알만큼 만들기→파에 고기완자 끼우기→완자 끝에 고춧가루 묻

히기→(전골틀에 준비한 재료들을)고이기→위에 실고추 놓기



568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7, No. 6 (2012)

<Table 5> Continued

분류 음식명 조리법

찜
(10)

떡찜

① 좋은 쌀을 옥같이 씻기→물에 담갔다가 빻기→깁체에 치기→반죽하여 찌기→치

기→둥글게 뭉치기→안반에서 전병처럼 얇게 밀기→+잘게 다진 쇠고기 양념 소 넣

기→밀전병 싸듯 하기→1치씩 자르기→굳히기

② 닭이나 꿩이나 겨자, 제육과 갈비, 나물, 무(탕무처럼 부쳐 귀지게 썰기→채로 가

늘게 썰기), 박, 오가리, 다시마, 표고(반듯반듯하게 썰기)를 넣어 끓이기→그릇에 푸

기→겨자 꾸미 두드려 쓰기

숭어찜

큰 숭어의 비늘이 상하지 않게 배 가르기→내장 제거하기→뱃속에 소 넣기→배 실

로 동여매기→숨죽은 배추잎으로 숭어 싸기→백지로 다시 싸기→단단한 유지에 싸

서 동여매기→화로 불에 굽기→그대로 썰어 초장 찍어먹기

소 만들기: 쇠고기, 묵은 닭, 후춧가루, 깨소금 다지기→+좋은 간장 넣기→섞기

붕어찜

큰 붕어 비늘 벗기기→등마루를 갈라 내장 꺼내기→+어만두 속처럼 만들어 배 속에 

넣기→고 좋은 초를 두어 숟가락 치기→붕어 입에 백반을 넣기→조그만 침 넣기→

녹말가루를 묻히기→달걀을 풀어 붕어 익히기→실로 맨 것을 풀기→밀가루를 씌워 

달걀에 부치기→꾸미국에 양념하여 쓰기

어만두소처럼

도라지찜

① 도라지 손질: 굵은 도라지 삶기→물에 담가 우리기→물기없이 짜기→간장 양념하

기→칼등으로 두드려 납작납작하게 하기

② 고기 손질: 고기 두르리기→볶기→각색 양념하기

③ 도라지+양념한 고기→마주 덮기→왼도라지 모양으로 만들기→밀가루를 묻히기→

달걀 묻히기→부치기

묵찜

① 묵전: 묵 도톰도톰하게 네모지게 썰기→부치기

② 고기소: 기름기 있는 쇠고기를 두드리기→양념하기→볶기

③ 묵전+고기소 넣기→녹말가루를 묻히기→달걀을 씌워기→지지기→+돼지고기전과 

함께 끓이기

송이찜

① 송이 손질: 좋은 송이의 껍질 벗기기→엷게 저미기

② 고기소 만들기: 쇠고기와 돼지고기 곱게 다지기→+두부, 유장, 각색 양념과 합하기

③ 고기소 임의의 크기로 만들기+송이 저민 것을 넣고 마주 덮기→밀가루를 묻히기

→달걀을 씌우기→지지기

④ 꾸미국(꾸미+밀가루와 달걀을 풀어서) 끓이기→지진 송이 넣기→끓이기→그릇 담

기→+달걀 황백지단 채, 석이 채 뿌리기→+후춧가루와 잣가루 뿌리기

갈비찜
갈비 잘게 자르기→삶아내기→+쇠고기, 돼지고기 넣어 갖은 양념하기→+파, 미나리 

데쳐 떡볶이 모양으로 썰어 넣기→고명 얹기

영계찜 병아리 내장 제거하기→양념한 쇠고기 넣기→미나리와 파 데쳐 넣기→고으기

계란쌈

① 달걀 깨뜨리기

② 꿩고기나 묵은 닭고기 삶기→곱게 다지기→+파, 생강, 후춧가루, 잣가루, 참기름

과 갖은 양념하기

③ ①+②+장→저어서 섞기→두꺼운 큰 가지잎을 붙여 실로 동여매어 그 속에 넣기

→푹 익히기→꺼내서 동글동글하게 썰기→초장이나 검은 장에 찍어먹기

낙지찜
낙지 갸름하게 썰기→박고지, 도라지와 갖은 양념하기→쇠고기 양념하기→낙지 무르

도록 끓이기→달걀, 후춧가루, 파, 깨소금 풀기

볶음
(4)

떡볶이

① 흰떡 자르기(5푼 길이씩 잘라 4쪽으로)→솥이나 퉁노구 달구기→기름 많이 두르

기→다진 쇠고기+떡 썬 것볶기

② 송이와 도라지 넙죽넙죽하게 썰기→석이 채치기→달걀지단 채치기→숙주나물+유

장 주무르기(→애호박, 오이, 갖은 양념 넣기)

③ ①+②→간 맞추기→+생강, 파, 후춧가루, 잣가루 넣기→구운 김 부수어 넣기

낙지찜

동아초

동아를 네모지게 반듯반듯하게 썰기→동아의 한쪽만 참기름에 부치기→동아 속 파

기→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두드리기→녹말가루 묻히기→잠깐 삶아내기→초장에 양념

하여 먹기

묵초

묵을 사면을 3푼 넓이로 썰기→고기 두드리기→노구나 새옹 달구기→참기름을 많이 

두르고 잠깐 볶기→고으기(물과 장을 조금 쳐서 자질자질하게 익혀내기)→후춧가루

와 계피가루, 반만 찧은 깨뿌리기

낙지볶기

① 낙지를 기름장에 주무르기→살짝 볶아 펴 놓기

② 고기 볶기→장국을 많이 하여 끓이기

③ ①+②→연하게 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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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이
(7)

제육전

돼지고기를 가늘게 두드리기→갖은 양념하여 염장에 주무르기→양푼에 기름을 바르

기→달걀 황백을 각각 잘 저어두기→(양념한 다진 돼지고기)양푼에 깔기→달걀 갠 

것으로 덮기→솥에 넣어 끓는 물에 중탕하기→매우 익히기→모지게 썰기(편육처럼)

동아전
동아 나박나박하게 썰기(나박김치보다 가름하게)→소금간이 있는 듯하게 기름에 지

지기→심심한 겨자집+꿀 화청하기→재웠다가 먹기

집노리미

연한 쇠고기, 도라지, 검은 버섯 씻기→갖은 양념에 재우기→색색이 갖춰 얹어 (꼬

지에) 꾀기→염점하여 잔칼질 하기→(전유어를 부치는 그릇에 누르지 말고)지져내기

→밀가루집(물+밀가루)에 익혔던 느르미를 담방담방 잠가 내기→웃고명(표고, 석이 

기름장에 볶은 것, 달걀지단채) 곱게 뿌리기

고추적
풋고추 배를 갈라 씨 제거하기→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연한 것 두드리기→고추 

속에 넣기→밀가루를 씌우기→쟁개비에 기름을 두르고 부치기

생선 굽는 법
긴 적 꼬치로 생선을 입부터 빗겨 지르기→화롯가에 멀리 들고 뒤적여 덥게 쬐여 

스스로 즙 나오게 하기→토막을 내어 굽기

고기 굽는 법 참깨 꽃이나 가지 꽃 말리기→가루내기→고기 위에 잠깐 뿌리기→굽기
기름이 흘러 내리지 않고 산적

도 이법으로 구워야 좋으니라.

생치 굽는 법
깨끗한 백지에 물을 적시기→고기를 틈이 없이 싸기→굽기(반이 익으면)→종이를 벗

기기→유장 바르며 굽기

숙채
(3)

외상문채
어린 외(창칼 자만한 것) 4쪽으로 쪼개기→잠깐 데치기→+마늘, 파, 생강, 후춧가루, 

참기름으로 양념하기→장에 잣가루를 뿌리기

죽순채
죽순 물에 담그기→고기와 꿩고기 다지기→표고, 석이 갖은 양념하기→참기름 많이 

넣기→밀가루 잠깐 볶기

호박나물

술안주

어린 호박 둥글게 썰기→+호박·기름·물(조금) 솥뚜껑을 빨리 덮기→불 떼기→반

술가락 정도 되면 저어 반만 익히기→새우젓국 치기파, 고추 양념을 갖추어 넣기→

저민 돼지고기 넣기→두드린 쇠고기 넣기

회
(3)

위어회 위어 풀잎같이 저미기

위어를 풀잎같이 저며 종이 

위에 놓아 물과 기름 뺀 후 

회를 쳐야 좋으니라.

어채

숭어나 송어의 등을 갈라 뼈 제거하기→탕무 같이 갸름갸름하게 썰기→녹말 묻히기

→끓는 물에 삶아내기→파는 뿌리쪽에 (녹말을) 묻히기→국화잎 녹말 묻히기→고추 

허리 잘라 녹말 묻히기→끓는 물에 삶기→어채 격지로 괴이기→초장에 찍어먹기

화채법

싱싱한 숭어 얇게 저미기→녹말을 묻히기→가늘게 채처럼 썰기→천엽, 양곤, 자소, 

부화, 꿩고기, 대하, 전복, 해삼, 삶은 돼지고기 다 얇게 저며 가늘게 채썰기→빛이 

푸른 외의 껍질 벗기기→미나리, 표고, 석이, 파, 국화잎, 생강, 달걀황백 지단, 고추 

모두 채치기→나무새, 고기, 생선 녹말 묻혀 한 가지씩 차례로 삶아내기→무 곱게 

채치기→연지물 들이기→삶기→어육과 나무새 등은 많이 놓기→양색 달걀, 석이, 대

하 국화잎 썬 것과 붉은 무채, 생강, 고추 썬 것 위에 담기

숙육
(4)

상한고기

삶는 법
호두에 구멍 뚫기→상한고기와 삶기

고기 삶는 법
(고기)+닥나무 열매 3-4알 넣기→종이로 뚜껑 덮어 틈을 봉하기→김을 나가지 않게 

삶기

쉽게 무르고 맛이 향기로우니

라.

고기 끓이는 

법

먼저 국을 끓이기→고기 넣기끓이기

(냉수와 국이 끓기 전에 미리 넣으면 맛이 아름답지 않다.)
 생선탕이 역시 그러하느니라. 

황흑구 쓰는 

법

황구는 눈까지 누런 것은 무

기 토생으로 비위를 보하니 

여자 혈분에 좋은 약이요, 배

와 꼬리까지 흑구는 임계 수

생으로 신경에 좋은 약이니 

남자에게 유익하느라.

전약
(1)

전약

아교 3보시기 고으기→+씨 발라내고 찐 대추 3보시기, 가루 낸 백강 5냥 중·계심 

1냥 중·후추 1냥, 연밀 3보시기→고루고루 저으며 끓이기→(엉길만 하면) 양푼에 

퍼 담아 굳히기→엉긴 후 저며 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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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음식명 조리법

젓갈
(1)

장해법

① 좋은 검은 장 항아리에 붓기→+쇠고기 큰 조각 두어 개를 넣기→흙으로 항아리

의 밑을 바르기→숯불에 오래 달이기

② 좋은 게를 깨끗하게 씻기→물기 말리기→항아리 속에 넣기→나무로 단단히 가로

지르기→①의 장 붓기→이틀 후에 그 장을 쏟아 고쳐 달여 식혀 붓기→씨를 없앤 

천초를 넣어 익히기

게젓에 꿀을 조금 치면 맛이 

아름답고, 오래두어도 상하지 

않으니 게와 꿀이 상극이니 

많이 치지는 말라. 불을 비추

면 장이 삭고 곯기 쉬우므로 

혹시 밤에 내려거든 일절 등

불을 비추지 말라. 

마른 

찬
(3)

소반찬
다시마+잣+후추 1개씩 싸기→기름에 지지기

두부+파, 마늘, 후춧가루로 양념하기→지지기

누른빛이 나게 하여 곁에 펴 

놓아 쓰나니라.

별약포

쇠고기 우둔살로 곱게 다지기→얼멍이에 걸러 심줄 없이하기→+기름, 장, 파, 후춧가

루, 꿀 넣기→같이 화합하기여 넣기→반듯한 잎에 화전처럼 펴 놓기→잣가루 뿌리기

→반건하기

시체약포
쇠고기 우둔살을 씻지 말고 포 뜨기→+참기름, 검은 장, 후춧가루, 꿀로 간하기→엷

게 잣가루 뿌리기(말리기)

김치/장

아찌
(7)

장김치

① 어린 외의 속 내기→잠깐 볶기

② 쇠고기를 곱게 두드리기→+생강, 파, 후추, 장에 볶기→+잣가루 넣기→갖은 양념 

하기

③ ①의 외 속에 ②의 고기를 넣기→+부추나 파를 허리를 동이기

④ 파, 생강, 후춧가루, 고추, 석이, 표고, 전복 준비하기→+장국을 꾸미 많이 하여 

끓이기→식히기

⑤ (③을 항아리에 넣고) ④를 부어 익기→얼음 넣기→잣 띄우기

외김치는 끓인 물에 하여야 

쓰지 않느니라. 다 된 지령에 

절여야 좋으니라.

동김치

잘고 모양이 예쁜 무의 꼬리 반듯하게 자르기→소금 간을 알맞게 절이기→3일만에 

씻기→독을 잘 묻고 군내 없이하기→어린 외를 쪼개기→절인 것을 퇴렴하기→무와 

같이 붓기→좋은 배와 유자를 통째로(껍질을 벗기지 말고) 놓기→파를 1치 길이씩 

자르기→생강도 얇게 저미기→고추 씨가 없이 곱고 가늘게 썰기→(파, 생강, 고추를)

위에 많이 넣기→좋은 물을 간을 맞추기(짜지도 싱겁지도 않게)→체에 받쳐 붓기→

두껍게 봉하기→겨울에 익은 후 먹기

생치김치와 냉면으로 활용

생치김치
배와 유자를 썰기→꿩고기를 백숙으로 고으기→그 국의 기름기를 없애기→얼음을 

넣어 동김칫국와 화합하기→꿩고기 살을 찌져 섞기

석박지

속 좋은 무와 어리고 푸른 외, 좋은 배추 소금에 절이기→푹 절여지면 물에 씻기→

건지기→(1독을 하려면) 마늘 1말, 생강 4되, 고추와 파는 식성대로 모두 가늘게 썰

기→꿩고기 잠깐 데치기→낙지 껍질을 벗기기→한치씩 썰기→잠깐 볶기→생복, 소

라, 맛있는 조기젓을 반듯반듯하게 저미기→생굴, 좋은 젓, 꿩고기가 없으면 기름기 

없는 수육을 채치기→미나리, 좋은 갓, 청각, 배 저미기→갖은 양념을 갖추어 모두 

섞기→배추통에도 넣고, 혹 무와 동아에도 조금씩 넣기→양념 뿌리기→단단히 놓아 

우거지를 많이 덮기→좋은 젓국 냉수 타 국물을 넉넉히 부기→익히기→한달 넘은 

후 젓국도 달여 붓기

동아석박지

동아(크고 상처가 없고 서리를 맞지 않은 것)얇게 꼭지 도려내기→씨와 속 내기→동

아속에 조기→젓국 붓기→+절구에 찧은 청각·마늘·파·고추 섞기→동아 속에 넣

기→도려낸 꼭지 덮기→종이로 봉하기→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곳에 두기→국물 

따르기→+동아 썰기(겨울에 열어 보아 맑은 물이 가득할 때)

동가침채

(9월 초순 한 곳도 상한 데가 없는) 가지 씻기→물기 제거하기→항아리에 차례로 켜

켜이 넣기→+계관화 넣기→수수잎이나 단단한 잎으로 위 덮기→좋은 물을 끓여 어

름같이 식힌 후 만든 소금물 붓기(동침이국처럼 잠깐 짠 듯하게)→두껍게 싸매기→

맞는 그릇으로 위 덮기

용인과지법

누런 오이 100개 꼭지 없애기→상한 것은 가려내기→항아리에 넣기→맑은 뜨물과 

냉수를 합한 연한 소금물 붓기→이튿날 꺼내어 아래위를 바꾸어 넣기→또 이튿날 

꺼내어 아래위를 바꾸어 넣기→날마다 6-7번을 하여 익히기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니라.

기타
(2)

도화계란법

가죽이나 유지로 입이 좁은 주머니 만들기→달걀의 황백이 흔들리지 않게 많이 깨

기→주머니에 달걀액을 쏟아 입을 단단히 묶기→주머니를 우물에 드리워 하룻밤 지

새기→(황백이 자연이 합해지면) 주머니째 삶기

계란 삶는 법
달걀이나 오리알의 껍질을 위에 붕사로 그림이나 글씨 쓰기→말리기→머리털을 태

운 잿물에 삶기→껍질 벗기기

누런빛의 위에 그린 것이 흰

자의 속까지 박히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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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인데 신라 소지왕의 일화에서 생겨났다고 하였다. 또『지

봉유설』 (남 1975)에는 유반(油飯)이라 한다고 인용하였다.

② 소합떡법은 “찹쌀가루를 꿀물에 반죽하여 꿀소에 후춧

가루를 넣어 네모지게 잘라 밤, 대추를 반듯하게 잘게 씻어

박아 꿀고물 반근 빛나게 볶아 호두, 계피가루를 넣어 떡시

루에 백지를 깔고 익게 쪄서 칼끝으로 내어 쓰라.”하였다. 이

것은『이씨음식법』(Kim & Lee, 1990)에 ‘소함병’이라는 이

름의 떡과 내용이 일치하였고, 다른 조리서에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기록의 내용으로 보면 두텁떡에 가깝다. 하지만

『주식시의』에는 소합떡 뒤에 바로 ‘두텁떡’과 ‘가진두텁떡

(갖은두텁떡)’에 대한 기록이 있어 분명히 이들과는 차별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된 바대로라면 찹쌀가루에 꿀물을

섞고, 볶은 팥에 꿀과 계피가루 등으로 소를 만들어 넣는 것

은 같으나, 두텁떡은 그 위에 밤·대추·석이 등을 고명으

로 뿌려 찌는 것에 비해 소합떡은 잘게 잘라 소에 함께 섞는

것이 달랐다.

③ ‘두텁떡’과 ‘가진 두텁떡’이라는 이름으로 두텁떡에 대

한 기록은 2번 있었다. 뒤에 기록된 가진 두텁떡은 “찹쌀가

루를 꿀물로 반죽하여 거피 팥소에 꿀을 섞어 붉게 볶아 계

피, 후춧가루를 섞어 꿀에 재워 대추만하게 뭉치고 체 밑에

꿀, 팥 볶은 것을 펴고 그 위에 찹쌀가루를 꿀에 버무려 화

전같이 늘어놓고 소 뭉친 것을 하나씩 그 위에 놓고 또 꿀

버무린 것을 얇게 꽃떡처럼 하여 소마다 넣어 놓고 또 밤, 대

추, 석이 채 처럼 썰어 자옥자옥이 뿌려 그 위에 꿀과 팥 볶

은 것 뿌리고 모시보자기를 물에 적시어 덮어 익게 쪄라.”라

고 기록되어 있었고, 두텁떡은 “.......대추만하게 뭉치고 체 밑

에 꿀, 팥 볶은 것을 펴고 그 위에 찹쌀가루를 꿀에 ...”가 생

략되어 있었다.『주식시의』의 이 방법은『규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

『부인필지』 (이 등 2010)에서 모두 동일하였다. 다만『주

식시의』와『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찹쌀가루에 꿀물을

탄 것을 이용한데 반해『규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

(이 등 2007),『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찹쌀을 불려서

멧돌에 곱게 갈아 수비하여 가라앉은 앙금 무리를 이용하였

다. 떡소로는『주식시의』에는 볶은 팥가루에 꿀물, 계피가

루와 후춧가루를 섞어서 만들고 밤, 대추, 석이를 곱게 채로

만들어 위에 뿌려서 찌는데,『규합총서』(정 1987),『임원

십육지』(이 등 2007),『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곶감이,

『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잣이 들어가는 것이 달랐다.

④ 석탄병(惜呑餠)이라는 이름은 “....감열한 맛이 생기고

먹기가 아까우니라”라는 데서 붙여졌다. 이 석탄병은『규합

총서』(정 1987)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 기록되어 있

었다.『주식시의』는 얇게 썬 감을 구득구득하게 말려서 사

용하였으나,『규합총서』(정 1987)와『부인필지』(이 등 2010)

에는 말린 감을 가루를 내어 사용하였다. 감을 가루를 내기

위해서는 당분 때문에 바싹 말려야만 가루내기가 가능하다.

『주식시의』에서는 ‘구득구득하다’라는 표현을 하여 완전히

바싹 마르지 않은 상태의 건조된 감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

된다. 세가지 책의 만드는 법은 동일하였으나,『부인필지』

(이 등 2010)에는 귤병과 민강, 사탕가루가 재료에서 빠져 있

었다.

⑤ 잡과전은 생률, 석이, 잣 다진 것을 고물로 하여 “찹쌀

가루+계피가루+꿀물”을 앉혀 지는 떡인데, 고물로 양념 가

지를 뿌리라 하였으나, 생률·석이·잣으로는 양념 4가지가

안되며, 석이를 찹쌀가루 묻혀 체에 놓는 것이 고물의 형태

인지, 아니면 석이가루를 찹쌀가루와 섞어 찹쌀가루에 계피

가루와 꿀물을 섞은 것과 두켜로 하여 찌는 것인지 명확치

가 않다. 또한 ‘잡과전’이라 이름하였는데 ‘잡과편’에 가깝

다. 앞서 ‘석이전’은 ‘석이단자’이였다. 그러므로 ‘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떡이 편인지 단자를 일컫는 것인지 모호하다.

『규합총서』(정 198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

지』(이 등 2010)에는 모두 잡과편이라는 이름으로 “대추와

곶감을 얇게 저며 말려서 머리털 같이 썰어 생률 채친 것을

한데 섞는다. 찹쌀가루는 골무떡을 만들어 삶아 내어 꿀을

넣고 황률을 삶아서 걸러낸 것과 계피, 호도를 섞어 소를 싸

고 실과채와 잣가루를 묻힌다.”라고 하여 잡과단자가 기록되

어 있었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는『증보산림경제』

(농촌진흥청 편역 2003)를 인용하여 “햅쌀을 물에 담갔다 건

져서 가루를 빻고 햇밤의 껍질을 벗기고 썬다. 씨를 뺀 햇

대추도 썬다. 감은 소금물에 하루 밤 담가 떫은맛을 빼고 껍

질을 벗겨 편으로 썬다. 쌀가루와 준비된 과일을 골고루 섞

는다. 과일을 섞은 쌀가루와 거피한 녹두 혹은 거피한 팥을

층층이 번갈아 시루에 안쳐 찐다. 풋콩을 넣으면 맛이 더 좋

다.”라는 잡과고방(雜果 方)과 “질이 좋은 찹쌀 1말을 물에

하루 담근다. 씨를 발라낸 대추, 껍질을 벗겨 삶은 밤, 잘게

썬 곶감 등을 찹쌀과 버무려 시루에 쪄서 안반에 놓고 떡메

로 쳐서 사방 1촌(3 cm)으로 썰어 참깨가루를 묻혀 먹는다.”

라는 잡과점병방(雜果 餠方)이 기록되어 있었다.

<Table 6> Rice cake, Korean cookies and beverages in 『Jusiksiui』

분류 음식명 소계 비고

떡류
약식법, 소합떡법, 두텁떡, 갖은두텁떡, 섭화전, 석이전, 승검초단자,

토란단자, 감저단자, 석탄병, 잡과전, 증편, 요기떡, 율강병법
14

한과류 약과 지지는법, 앵두편 2 만두과, 다식과, 복분자편

음청류 화면, 식혜방문, 매화차 3 국화차

합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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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증편을 만드는 방법은『규합총서』(정 1987),『임원십

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에 기록된 방

법과 같았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쌀가루를 발효시

키는 법은 같으나, 팥소를 넣지 않고, 고명만 얹어서 만들었

다. 요즈음은 증편을 만들 때 쌀가루에 막걸리를 넣은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하지만 당시에는 쌀가루를 먼저 익반죽하고

막걸리를 탄 물을 붓고 참기름을 넣어 반죽의 되기를 조절

하여 발효를 하였다. 증편의 소로는 볶은 팥에 꿀, 건강(乾薑),

후춧가루를 섞어 만들었는데,『규합총서』(정 1987)에는 여

기에 계피가루가 추가되어있고,『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건강이 없고 계피가루가 대신 있었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후춧가루가 없고 팥·꿀·계피·깨소금으로

소를 만들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소는『주식시의』와

『규합총서』(정 1987)에는 쥐기가 좋을 만큼이라 하여 된 정

도를 나타냈을 뿐 크기에 대한 묘사는 없으나,『임원십육

지』(이 등 2007)에는 도토리만하게,『시의전서』(이 등 2004)

에는 회오리밤만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떡의 고명으로는 대

추·석이·잣을 곱게 채쳐서 뿌렸는데, 이는『부인필지』

(이 등 2010)와 같았다.『규합총서』(정 1987)와『임원십육

지』(이 등 2007) 에는 대추·곶감·잣을 사용하였으며,『부

인필지』(이 등 2010)에는 대추·곶감·석이·잣을 모두 사

용하였다.『규합총서』(정 1987)에는 증편을 만들기 위해서

는 좋은 술이 있어야 하는데 “증편 하랴거든 이틀전 미리 흰

밥 1되나 7홉이나 지어 차게 식혀 좋은 누룩 섞어 빚었다가

맛이 막 달콤 쌉쌀하여 반은 되거든 걸러 기주하면 부풀기

도 아주 쉽고 맛이 또한 아름답다.”라고 강조하였다.

⑦ 석이전은 “석이를 튀하여 많이 두드려서 (찹쌀)가루에

섞으면 좋지 않으니, 석이를 볕에 말렸다가 나른히 빻아 겹

체에 쳐서 두었다가 쓸 때 물을 끓여 숟가락으로 개면 가루

만큼 부드러워지거든 기름을 잠깐 치고 꿀에 잠깐 재워 찹

쌀가루를 조금 넣어 대추, 밤을 잘게 채쳐 체에 보자기를 깔

고 석이가루를 펴고 대추, 밤 채친 것을 위에 뿌리고 쪄내면

오활한 빛이 기이하다. 잘라 쓰고 잣가루를 꿀을 발라 묻혀

쓰나니라.”라고 하였다. 이 방법은『시의전서』(이 등 2004)

의 ‘석이단자’와 동일한 방법으로『시의전서』(이 등 2004)

에는 밤은 넣지 않고, 대추를 가루같이 잘게 다져서 쓴다고

하였다. 음식명이 ‘석이전’이나 떡을 익히는데 기름을 전혀

쓰지 않아『시의전서』(이 등 2004)처럼 ‘석이단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승검초단자·토란단자·감저단자에는 단자라

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 차이에 대해선 알 수가 없다.『규

합총서』(정 1987)에는 말려둔 석이가루를 뜨거운 물에 불려

떡을 하는 ‘석이병’에 대한 기록이,『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는 ‘풍악석이병(楓嶽石耳餠)’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이 떡은 금강산 표훈사의 절미로 찹쌀이 아니라 고운 귀리

가루에 석이가루를 섞어서 만드는 법이었다.

⑧ 승검초단자는 “찹쌀가루와 승검초 생잎을 찧어 가루로

섞어 절구에 찧어 쑥꾸리 같이 삶아 꿀을 타서 볶은 것을 넣

어 꿀을 묻혀 만들어 잣가루를 묻혀 쓰나니라.”라고 하였다.

이 방법은『규합총서』(정 1987),『시의전서』(이 등 2004),

『부인필지』(이 등 2010)에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었

고,『임원십육지』(이 등 2007)에는 없었다. 다른 책을 참고

로 하였을 때 “..........꿀을 타서 볶은 것을 넣어 꿀을 묻혀

만들어 잣가루를 묻혀 쓰나니라.”에서 볶은 것은 거피팥고물

로 생각된다.『부인필지』 (이 등 2010)에는 잣가루를 묻혀

서 쓴다는 표현은 빠져있었다.

⑨ 감저단자는 “감저를 껍질을 벗기지 말고 물에 씻어 말

려서 가루로 내어 찹쌀가루와 섞어 떡을 하면 좋으니, 감저

를 말린 후에 바람을 쏘이면 단맛이 줄어들므로 왼이로 가

루내어 쓰느니라.”라고 하였다. 여기서 감저(甘藷)는 고구마

이다. 즉 말린 고구마가루와 찹쌀가루를 섞어서 찐 떡이다.

이 책에는 ‘감저단자’이자만,『규합총서』(정 1987)에는 남

방감저병,『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감저병으로 기록되

어 있었다. 만드는 법은『규합총서』(정 1987)과『시의전

서』(이 등 2004)에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남방

(南方)’ 또는 ‘남감(南甘)’이라 하여 고구마가 한반도의 남쪽

으로부터 유입된 외래작물임을 밝히고 있다.『임원십육지』

(이 등 2007)에는 고구마를 이용한 밥, 구이, 유과(油果), 장(

醬), 술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고구마를 이용한 떡은 기록되

어 있지 않았다.

⑩ 율강병법은 “생강을 갈아 집을 내어 여름이면 황률가

루로, 겨울이면 밤을 삶아 어레미에 걸러 찹쌀가루로 강즙을

되게 반죽하고, 삶아 손에 꿀물을 묻혀 율란보다 좀 크게 하

여 잣가루로 묻혀 쓰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율강

병은 찹쌀가루와 생강즙이 들어가는 것이 율란과는 다르다.

『이씨음식법』 (Kim & Lee 1990)에 율강편이 기록되어 있

었다. “생강을 갈아 즙을 내어 화청하고, 여름이면 황률가루

요 겨울이면 숙율 찐 것으로 찰가루 강즙에 반죽하여 밤 찐

것을 소 넣어 삶아 손에 꿀을 묻혀 조란보다 좀 크게 만들어

잣가루 묻혀쓰라.”라고 하여『주식시의』보다 더욱 명확하

게 그 형태를 추측할 수 있도록 묘사되어 있었다. 즉 율강병

은 찹쌀가루에 생강즙을 넣어 반죽하고, 여기에 밤소를 넣어

빚은 후 삶아 낸 후 꿀을 바르고 잣가루를 고물로 묻혀내는

경단과 같은 형태의 떡으로 생각된다. 다만『이씨음식법』

(Kim & Lee 1990)에는 생강즙에도 꿀을 섞었고, 떡을 빚을

때『주식시의』에서는 율란보다 조금 크게 만든다고 하였으

나,『이씨음식법』(Kim & Lee 1990)에서는 조란보다 조금

크게 만든다고 하였다. Kim & Lee(1990)는 분석 논문에서

떡의 크기 비유를 토란이라 보았으나 글자의 형태는 분명히

조란으로 되어 있었다. 이『주식시의』에는 율란은 음식명

만 있을 뿐 만드는 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율란은 “밤을 삶아 가루로 만들어 꿀과 계피

와 섞어 새알만하게 만들어 잣가루를 묻힌다.”라고 하였고,

밤주악은 “황률 가루를 깁체에 곱게 쳐서 흰 빛깔의 좋은 꿀

을 섞어 다식 반죽보다 질게 반죽한다. 잣가루, 계피, 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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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를 섞어 꿀과 버무린 것을 소로 넣어 작은 만두과처럼 가

장자리를 살잡아 빚어 모양을 만들고 꿀을 발라서 잣가루를

묻힌다.”라고 하였다. 이것은『부인필지』 (이 등 2010)에 동

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율란은 삶은 밤에 꿀과 계피가루

를 넣어 반죽하여 새알모양으로 빚은 후 잣가루를 묻힌 것

이고, 밤주악은 고운 황률가루에 계피가루, 생강가루, 잣가

루, 꿀을 넣어 반죽하여 만두과처럼 모양을 빚은 후 다시 꿀

과 잣가루를 묻힌 것이다.

⑪ 토란단자는 “토란을 익게 삶아 껍질을 벗겨 찹쌀가루

와 섞어 무르게 쪄서 뜸을 안 들이고 기름에 지지어 쓰나니

라.”라고 하였다. 단자라고 하였으나 기름에 지져서 만드는

법으로 기록되어 있었다.『규합총서』(정 1987)에는 토란병,

『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토련병,『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토련병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만드는 법은『주식

시의』와 동일하였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삶

은 토란 껍질 벗겨내고 으깬 것 1말과 찹쌀가루 2되를 잘 섞

어 안반위에 놓고 반죽해서 사방 1치(3cm)크기로 썰어 참기

름으로 지진다.”라고 하여 재료배합비와 떡의 크기도 제시하

였다.『주식시의』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찹쌀가

루와 토란반죽을 쪄서 모양을 빚어 지지지만,『규합총서』(정

1987)와『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찹쌀과 토란반죽

을 쪄서 치거나 안반에 놓고 반죽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있

었고, 두가지를 섞은 반죽을 찌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었다.

⑫ 섭화전은 “화전은 냉수로 반죽하면 빛이 누렇고 기름

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금물 간을 맞추어 끓여 더운 김으로

반죽하여 밤다식처럼 빚고, 또 화전 모양으로 빚고, 밤소를

넣어 족집게로 잘 집기도하고 다식판에 화전가루를 덮어 박

아 참기름에 지져 쓰느니라.”라고 하였다.『주식시의』뿐만

아니라『규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이 등 2007),

『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이 등 2010) 모두 찹

쌀가루의 호화를 돕기 위해 끓는 소금물로 익반죽을 해야 화

전의 색이 맑고 희게 됨을 강조하고 있었다. 화전을 빚는 법

은 밤다식처럼 빚기, 화전모양으로 빚기, 족집게로 집기, 다

식판에 박기 등 다양하게 만들었다. 다식판에 박는 법이 있

으나 밤다식처럼 하는 법이 따로 있어 서로 구분이 모호하

다. 또 이 책에는 밤다식은 이름만 있을 뿐 그 외의 기록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외에도『시의전서』(이 등 2004)에

는 화전 접시 굽에 명주 수건을 펴서 반죽의 모양을 만든다

고 하였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상수리모양으로

하거나 익힌 찹쌀에 소를 넣어 다시 국화꽃모양으로 빚는다

고 하여 화전의 형태가 둥근모양 뿐만 아니라 상수리열매처

럼 알모양이나 국화꽃처럼 꽃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규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이 등 2007)

『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두견화나, 장미, 국화를 섞거

나 당귀잎가루나 붉은 대추살을 섞어서 색을 내기도 하였다.

떡에 들어가는 소로 밤소나 팥소를 이용하였다.

⑬ 요기떡은 “찹쌀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살찐 대추를

발라 다져서 밤은 살만 삶아 새옹에 꿀을 치고 졸여 작작 개

어 찹쌀가루와 대추 다진 것, 밤 개인 것, 계피, 생강가루, 환

가로 함께 넣어 꿀로 반죽하여 뭉치기 좋을 만큼 절구에 찧

어 다식판에도 박고 만두과 모양으로도 만들어 꿀 발라 잴

때 잣가루를 묻혀 찬합에도 넣고 행차 때도 쓰느니라.”라고

하였다. 다른 책에는 기록되지 않은『주식시의』만의 독특

한 것으로 떡이다. 떡이라고는 하였으나 볶은 찹쌀가루를 이

용한 다식에 가깝다.

(2) 한과류

한과를 만드는 법은 약과 지지는 법과 앵두편으로 2가지

였으나, 약과 만드는 법에는 만두과와 다식과가 앵두편에는

복분자편이, 떡 중 율강병법에 율란보다 조금 크게 만든다고

하여 모두 6종이 소개되어 있었다. 한과의 조리법은 <Table

8>과 같다.

① 약과 지지는 법에는 “밀가루 1말을 하려면 기름 3되, 꿀

3되를 하되 꽤 집청이 많이 들고, 기름 반되, 소주 반보, 꿀은

반죽 되는대로 매우 쳐서 반대기를 지어 고운 도마 위에 놓

고 홍두깨로 밀어 다식과나 만두과를 반듯하게 만들어 큰 번

철에 기름을 붓고 차례로 놓고 숯불을 피워 기름을 놓아 지

지되 뒤적거려 과즐이 뜨면 숟가락으로 눌러 꽤 익어 쳐지지

않으면 꺼내어 조청이나 꿀이나 계피가루, 생강가루나 생강즙

을 합하여 재웠다가 하나씩 내어 놓아 굳은 후 잣가루를 놓

아 쓰나니라.”라고 하였다.『규합총서』 (정 1987),『임원십

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 (이 등 2004),『부인필지』

(이 등 2010) 모두 만드는 법은 같았다. 다만 약과반죽을 할

때 밀가루 1말에 대하여『주식시의』와『규합총서』(정 1987)

에서는 참기름과 꿀이 각 3되씩 필요하다고 하였고,『임원

십육지』(이 등 2007) 에서는 꿀 1되와 참기름 8홉,『시의

전서』(이 등 2004)에서는 꿀, 기름, 좋은 양주나 소주, 팔팔

끓인 물이 각각 1보시기씩 필요하다고 하여 반죽되기에 차이

가 있었다. 다식과와 만두과라는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약

과 반죽을 빚는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약과 반죽을

손으로 주물러 송편 모양으로 빚고 붉은 대추와 곶감을 다져

소를 만들어 넣으면 만두과(饅頭菓)라고 한다. 잣가루를 그 위

에 뿌린다. 또 약과의 반죽을 다식판 안에 넣어 찍어 꽃 모양

을 만들어 기름에 지져 꿀에 담그면 다식과(茶食菓)라고 한

다. 또 밀가루 1말, 꿀 3되를 섞어 물에 반죽한 후 밀어서 먹

모양으로 잘라 만든 후 뜨거운 기름에 누런색이 될 때까지 지

져내는 것을 중계(中桂)라고 한다.”라고 하여 약과반죽으로 만

들 수 있는 만두과, 다식과, 중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두께는 5푼으로 하고, 사방 1

치 8푼너비로 자른다.”라고 하여 약과의 크기가 약 6×6×1.5

cm 정도로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약과는 참기름을 이

용하여 튀기는데 숟가락을 이용하여 자주 뒤집어주고, 약과가

검은 빛이 나고 기름 위에 뜨면 다 익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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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uisine of rice cake in 『Jusiksiui』

분류 음식명 조리법 비고

찐떡
(8)

약식법

좋은 대추 1말 채 치기→밤 1말 3쪽씩 내기→찹쌀 1말 반나절 물에 담그기→(찌기) 

→쌀알이 막 익으면 즉시 내어 더운 김에 대추와 밤 1되를 섞기→+황청(꿀) 1식기, 

기름 1되, 귀한 검은 장 1종지 치기→고루 섞기→대추와 밤 사이사이에 떡과 같이 

안치고 찹쌀 가장자리로 덮어 찌기(밑과 위에는 대추와 밤을 두지 말 것)

대추는 쪄도 검붉으니 대추씨 

삶은 물이 좋으나 많이 치면 

질기 쉽고, 건시를 넣으면 떫

어 좋지 못하니라.

소합떡법

① 찹쌀가루+꿀물 반죽하기

② 꿀소+후춧가루 네모지게 자르기→밤, 대추를 반듯하게 잘게 썰어 박기

③ 꿀고물 반근 빛나게 볶기→+호두, 계피가루 넣기

④ 떡시루에 백지를 깔고 익게 찌기→칼끝으로 내어 쓰라. 

두텁떡

① 찹쌀가루+꿀물 반죽하기

② 거피팥소+꿀 섞기→붉게 볶기→+계피와 후춧가루 섞기

③ ①+꿀 버무리기→화전같이 하여 늘어놓기→소 뭉친 것을 하나씩 그 위에 놓기

→+밤, 대추, 석이 채 자옥자옥히 뿌리기→그 위에 꿀과 팥볶은 것 뿌리기→찌기

갖은두텁떡

① 찹쌀가루+꿀물 반죽하기

② 거피 팥소+꿀 섞기→붉게 볶기→계피, 후춧가루 섞기+꿀에 재워 대추만하게 뭉

치기

③ 체 밑에 꿀, 팥 볶은 것 펴기→그 위에 찹쌀가루+꿀 버무리기→화전같이 늘어놓

기→소 뭉친 것을 하나씩 놓기→꿀 버무린 것을 얇게 꽃떡처럼 하여 소마다 넣어 

놓기→밤, 대추, 석이 채 자옥자옥히 뿌리기→그 위에 꿀과 팥 볶은 것 뿌리기→물

에 적신 모시보자기 덮어 찌기

석탄병

감(물이 많고 좋은 것으로 살이 무르지 않은 것) 껍질 벗겨서 저미기→구득구득하게 

말리기→+멥쌀가루:찹쌀가루(1:1), 사탕가루, 저민 귤병과 민강 섞기→무떡을 하듯

(시루에) 안치기→+계피가루, 잣가루, 대추, 밤 삶은 것의 살을 채쳐서 위에 가득히 

뿌리기→백지 덥고, 다른 가루를 덮어 찌기

감열한 맛이 생기고 먹기가 

아까우니라. 

잡과전

생률, 석이, 잣 모두 다지기→체에 뿌리기→그 위에 찹쌀가루와 계피가루와 꿀물을 

내린 것을 얇게 펴기→그 위에 양념 4가지를 뿌리기→석이에 찹쌀가루를 묻혀 체에 

버무려 놓기→그 위에 양념을 뿌리기→백지에 기름을 발라 덮어 찌기

체나 어레미에 쪄서 쓰라. 

증편

① 좋은 쌀 옥 같이 씻기→담그기→빻기→깁체에 치기→+고부지게 끓인 물로 (송편 

반죽하듯) 익게 반죽하기

② 탁주+냉수 술맛이 있게 타기

③ ①의 반죽한 것 가운데 구멍을 뚫어 헤치기→5되를 하면 참기름을 넉넉히 치기

→방울 없이 낫낫히 치기→(술 맛이 시큼하거든 개인 것을 드리워 천천히 떨어지거

든) 그제야 유지로 바람이 들지 않게 봉하기→더운 방에 외풍 없이 덮어 두기→두

어치 오를 때까지 발효시키기

④ 꿀, 팥 볶은 것, 건강, 후춧가루 뭉쳐 소 만들기

⑤ 보자기를 펴 놓고 보자기 위에 방울처럼 줄을 지어 만들어 놓기→소 놓기→소가 

드러나지 않게 덮기→고명, 대추, 석이방울 봉의 큰 잣 쪽 내어 박기→익게 쪄내기

→방울마다 각각 베어 꿀과 기름 바르기

증편을 찔 때 기름을 잠깐 쳐

야 연하여 좋고 소금도 넣느

니라. 

석이전

① 석이 튀하여 많이 두드리기→볕에 말리기→나른히 빻기→겹체에 치기

② 끓는 물+석이가루 숟가락으로 개기→기름 잠깐 치기→꿀에 잠깐 재우기→+찹쌀

가루 넣기

③ 대추, 밤 잘게 채치기

④ 체에 보자기를 깔고 ②의 석이가루(반죽) 펴기→대추, 밤 채친 것 위에 뿌리기→

찌기→자르기→꿀 발라 잣가루 묻히기

오활한 빛이 기이하다.

삶은떡
(3)

승검초단자
찹쌀가루+승검초 생잎 찧기→(찰)가루 섞어 절구에 찧기→(쑥꾸리 같이) 삶기→꿀을 

타서 볶은 것을 넣기→꿀을 묻혀 (모양)만들기→잣가루 묻히기

감저단자
고구마(껍질을 벗기지 말고) 물에 씻어 말리기→가루로 내기→+찹쌀가루와 섞기→떡 

하기

고구마를 말린 후에 바람을 

쏘이면 단맛이 줄어들므로 왼

이로 가루내어 쓰느니라.

율강병법

① 생강 갈아 즙내기

② 밤(여름이면 황률가루로, 겨울이면 삶은 밤) 어레미에 거르기

③ 찹쌀가루+강즙+밤 되게 반죽하기→삶기→손에 꿀물을 묻혀 율란보다 좀 크게 만

들기→잣가루 묻히기

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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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튀겨진 약과는 집청을 하는데 조청이나 꿀에 계

피가루, 생강(생강즙, 건강, 생강가루)을 넣었다.『규합총서』

(정 1987)은 집청에 후추를 넣기도 하였다. 집청된 약과에

잣가루를 뿌리면 된다.

② 앵두편은 “앵도 익어 좋은 것을 많이 주물러서 즙을 내

어 새옹에 넣어 꿀을 넣고 졸이다가 녹말가루를 잠깐 넣어

펴 놓고 조금 있다가 엉기거든 저며 쓰는데 복분자편도 좋

은 것과 익은 것으로 앵도편같이 하면 좋으니라.”라고 기록

되어 있었다. 앵두편은『규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

(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이 등

2010)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다만『주식시의』와『부인

필지』(이 등 2010)에서는 잘 익은 앵두를 주무르거나 체에

걸러서,『규합총서』(정 1987)와『시의전서』(이 등 2004)

에는 앵두를 놋그릇에 담아 잠깐 찐 다음 걸러서,『임원십

육지』(이 등 2007) 에는 앵두에 물을 넣고 삶아 걸러서 각

각 앵두즙을 얻는 방법이 달랐다. 새옹에 앵두즙과 굴을 넣

어 졸이다가 녹말을 넣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뿌옇게 되고,

가열시간이 길면 빛이 검게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주

식시의』에서는 복분자편을 대한 만드는 법은 없지만 앵두편

과 함께 당시 많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음청류

차나 화채를 만드는 법은 화면, 식혜, 매화차로 3가지였으

나, 매화차법에 국화차도 같은 법으로 만든다하여 모두 4종

이 기록되어 있었다. 만드는 법은 <Table 9>와 같다.

① 화면은 “두견화의 꽃술이 없이 물에 씻어 녹말가루를

묻혀 잠깐 데쳐내어 오미자국에 꿀을 타서 잣을 넣어 먹느

니라.”라고 하여 두견화채였다.『규합총서』(정 1987)와『임

원십육지』(이 등 2007)에는 화면(花 )이라는 동일한 이름

으로 기록되어 있었고,『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두견화

채였다. 만드는 법은 기록된 책에서 모두 같았다.

② 식혜는 “찹쌀 3말을 하려면 엿기름 3되 반을 빻아서 물

에 담궈 두고, 쌀 한줌을 담궜다가 갈아서 풀을 쑤다가 채

익기 전에 엿기름 담근 물을 드리 부어 주걱으로 저어 불을

좀 넣어 따뜻하게 두었다가 퍼져 옹박이에 담아 더운 곳에

묻었다가 지에밥을 쪄 더운 김에 항아리에 퍼 놓고 엿기름

물이 가라앉으면 웃물을 따라 지에밥에 넣어 더운 곳에 두

고 덥게 싸두었다가 밥이 좀 삭인 듯할 때 내 놓아야 시지

않느니라.”라고 하였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밀 엿

기름이 더 달고 좋다. 멥쌀을 깨끗하게 찧고 씻어서 밥을 되

게 짓는다. 엿기름은 물에 빨아 담갔다가 가라앉혀 웃물을

따라낸다. 항아리에 밥을 넣고 따라낸 엿기름물을 부어 수저

로 저어 항아리 부리를 봉한다. 밥이 삭은 후 꿀을 넣고 유

자는 썰어 넣고 왜감은 쪽으로 넣으며 잣과 석류도 띄운다.”

라고 하여 엿기름물을 만드는 법이 상이하였다.『주식시의』

에는 찹쌀을,『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멥쌀을 사용하였

다.『주식시의』에서는 엿기름물을 만들 때 미리 쌀가루로

풀을 쑤어 엿기름물을 부은 후 따뜻하게 하여 엿기름 내의

전분분해효소의 활성을 최대로 높인 starter를 만들어 사용하

였고,『시의전서』(이 등 2004)에서는 밀엿기름에 물을 부어

놓았다가 그 윗물을 따라서 쓰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하권 뒤편에는 감주하는 법이라 하여 찹쌀을 이용하여 만

드는 법이 나오는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식혜를 감주 또는 단

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부기된 것으로 보인다.

③ 매화차는 “납월 후 대나무 칼로 반개한 매화봉오리를

따서 말려 꿀에 넣어 여름에 천기 방열하거든 끓는 물에 넣

으면 꽃이 즉시 뜨고 청향 가애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규

합총서』(정 1987)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 기록된 방

법과 동일하였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의 암향탕(暗香

湯)은 매화를 따서 항아리에 넣어 밀랍으로 봉하거나 매화 1

냥에 볶은 소금 1냥을 넣어 밀봉하여 보관하는 전처리 방법

이 달랐다. 이것을 마실 때 꺼내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꽃망

울이 터지고 향긋한 맛이 나서 좋다고 하여 매화가 없는 여

름철에도 매화차를 즐긴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④ 국화차는 매화차 만드는 법과 같다고 하였다. 즉 국화

를 따서 꿀에 재워 두었다가 끓는 물을 부어 마시는 것으로

생각된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3가지 방법으로

국화차를 마시는 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 감국 꽃송이를

<Table 7> Continued

분류 음식명 조리법 비고

지진떡
(2)

토란단자
토란 익게 삶기→껍질 벗기기→찹쌀가루와 섞기→무르게 찌기→(뜸을 안 들이고) 기

름에 지지기

섭화전
끓는 소금물로 반죽하기→밤다식처럼 빚기(또 화전 모양으로 빚기, 밤소 넣어 족집

게로 잘 집기, 다식판에 화전가루를 덮어 박기)→참기름에 지지기

냉수로 반죽하면 빛이 누렇고 

기름이 많이 듦

밤다식

친떡
(3)

요기떡

(찬합소입)

① 찹쌀→볶기→가루로 만들기

② 살찐 대추→씨 바르기→살 다지기

③ 밤 살만 삶기→새옹에 꿀을 치고 졸이기→작작 개기

④ 찹쌀가루+대추 다진 것+밤 개인 것+계피, 생강가루, 환가루(설탕)+꿀로 반죽하기

→뭉치기 좋을 만큼 절구에 찧기→다식판에 박거나 만두과 모양으로 만들기→꿀 바

르기→잣가루 묻히기

찬합에도 넣고 행차 때도 쓰

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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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물에 절여두었다가 마실 때 소금기를 씻어버리고 차와

함께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는 법, 둘째 감국을 볕에 말려

밀봉해두었다가 마실 때 꺼내 물을 부어 끓이는 법, 셋째 국

화꽃을 꿀에 재워두었다가 녹두가루를 묻혀 끓는 물속에 잠

간 데친 후 꿀물에 넣어 마시는 법이다. 앞의 두가지 방법은

차이고, 마지막 방법은 화채에 가깝다.『부인필지』 (이 등

2010)에는 “감국화 반쯤 피거든 푸른 꼭지 없이 따서 좋은

물에 달여 백청을 타 먹는다.”라고 하여 염장이나 당장 또는

건조법 같은 전처리가 없이 차로 끓여 마시는 법이 기록되

어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국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음료로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국화를 따는 시간은 하루 중 이

슬이 마르기 전이었으며, 반개한 국화를 이용하였다.

4)『주식시의』에 기록된 주류(酒類)

『주식시의』에는 7가지의 술을 빚는 법이 기록되어 있었

다. 그중 감향주법은 2번 기록되어 있었다.『주식시의』에

기록된 술을 빚는 법은 <Table 10>과 같다. 별별약주법에서

는 넣는 부재료에 따라 두견주나 과하주, 송순주로 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화향입주방에서 국화·매화·연화·유

자 등을 이용한 국화주·매화주·연화주·유자주가 소개되

어 있었다. 또 송순주법에서는 덧술로 소주를 내린다고 하였

고, 주류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즙지히를 만드는데 메줏

가루와 부재료를 모주처럼 반죽한다고 하여 모주를 만드는

법이 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주식시의』에

기록된 술은 모두 12가지였다. 이중 송순주는 오늘날까지 이

어져 현재 동춘당 송준길가의 12대 종부가 송순주 무형문화

재로 지정되어 그 명맥을 계승하고 있다.

술은 빚는 방법에 따라 양조곡주와 증류주, 외래주로 나눌

수 있다(이 1996). 양조곡주는 술을 빚는 곡물과 누룩 외 부

재료의 첨가 유무에 따라 순곡주류와 혼양곡주류로 나눌 수

있다. 혼양곡주에는 몸에 좋은 약재를 첨가한 약용곡주와 향

을 더하기 위한 꽃이나 과실을 첨가한 가향곡주, 술에 과실

을 넣어 맛을 낸 과실주, 소주를 섞은 혼성주 등이 있다. 이

들 양조곡주를 소주고리에 넣어 증류하면 순곡증류주와 약

용증류주가 된다.『주식시의』에는 감향주와 점감주는 순곡

주였으나, 약용주(藥用酒)로 구기자주와 송순주가, 가향주(佳

香酒)로 두견주·국화주·매화주·연화주·유자주가 소개

되어 있었다.

① 구기자주 만드는 법은 “정월 첫 인일(寅日)에 구기자뿌

리를 케어서 가루로 내어 1되 정도를 그늘에 말려 이월 첫

묘일(卯日)에 맑은 술 1말을 하려면 구기자 말린 것을 담가

7일된 후 먹을 때 찌꺼기는 다 버리고, 새벽에 먹고 식후에

는 먹지 않는다. 4월에 난 구기자 잎을 따서 오월 첫 오일(午

日)에 먼저 법대로 맑은 술을 담가 먹고, 7월 첫 신일(申日)

에 구기자 꽃을 따서 8월 첫 유일(酉日)에 전과 같이 맑은

술을 담가 먹고, 10월 첫 해일(亥日)의 구기자 열매를 따서

납월 첫 자일(子日)에 맑은 술을 담가 먹기를 전의 법대로 하

는데 이것이 신선주라.”라고 하였다. 구기자주는 구기자의 뿌

리, 잎, 꽃, 열매를 각각 채취할 수 있는 시기별로 술을 담그

는 데 이용하였다. 특히 구기자열매로 담그는 술은 신선주라

<Table 8> Cuisine of Korean cookies in 『Jusiksiui』

분류 음식명 소계 비고

약과류
(1)

약과 지지는 

법

밀가루 1말, 기름 3되, 꿀 3되+기름 1/2되, 소주 1/2보, 꿀 섞기→매우 쳐서 반죽하

기→반대기 짓기→도마 위에 놓고 홍두깨로 밀기→다식과나 만두과 만들기→큰 번

철에 기름을 붓고 숯불을 피워 지지기→뒤적거려 과즐이 뜨면 숟가락으로 눌러 꽤 

익히기→쳐지지 않으면 꺼내기→집청(조청이나 꿀+계피가루+생강가루나 생강즙)하기

→하나씩 내어 놓고 굳은 후 잣가루 뿌리기

만두과, 다식과

과편류
(1)

앵도편
잘 익은 좋은 앵두 많이 주물러서 즙 내기→새옹에 넣기→+꿀 넣기→졸이기→녹말

가루를 조금 넣기→(그릇에)퍼서 놓고 엉기도록 하기→저며썰기

복분자편도 좋은 것과 익은 

것으로 앵도편 같이 하면 좋

으니라.

<Table 9> Cuisine of beverages in 『Jusiksiui』

분류 음식명 조리법 비고

화채류
(1)

화면
두견화 꽃술 없애기→물에 씻기→녹말가루 묻히기→잠깐 데쳐내기→꿀을 탄 오미자

국에 넣고 잣 띄우기

식혜
(1)

식혜방문

찹쌀 3말을 하려면 

① 엿기름 3되 반을 빻기→물에 담궈두기

② 쌀 1줌 담구기갈기→풀을 쑤기(익기 전에 까지)

③ ②에 ① 붓기→주걱으로 젓기→불을 좀 넣어 따뜻하게 두기→옹박이에 담아 더

운 곳에 묻어두기→엿기름 웃물 따르기

④ 지에밥 찌기→더운 김에 항아리에 퍼 놓기→③ 붓기→더운 곳에 두고 덥게 싸두

기→밥이 좀 삭은 듯하면 밖에 내어놓기

완성된 식혜는 밖에 두어야 

쉬지 않음

차류
(1)

매화차
납월 후 대나무 칼로 반개한 매화봉오리 따기→꽃 말리기→꿀에 재워두기

여름철, 천기 방열할 때 끓는 물+꽃→꽃이 즉시 뜨고 청향가애함
국화도 이법으로 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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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구기자 외 쌀이나 누룩의 종류와 양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덧술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어 단양

주인지 이양주인지 모호하였다. 특이한 것은 이 술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식후에는 마시지 말라고 하여 술을 마시는 시

간을 제시하고 있다.『규합총서』(정 1987)와『부인필지』

(이 등 2010)에 구기자주가 기록되어 있었고,『주식시의』

방법과 동일하였다. 단『주식시의』에 맑은 술 1말을 하려

면 구기자뿌리 1되 정도를 섞으라는 표현이『규합총서』(정

1987)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청주 1말에 구지자

가루 1근을 섞는다고 하여 청주에 구기자 약재를 섞은 약용

곡주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규합총서』(정 1987)와『부

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청주에 섞는 구기자뿌리가루의

양이 무게단위인 근(斤)으로 기록되어 있으나,『주식시의』

에서는 부피단위인 되[升]으로 기록된 것이 달랐다. 구지자

의 뿌리, 잎, 꽃, 열매 등을 이용하여 정월부터 납월까지 1년

내내 술을 담그는데 3, 6, 9, 12월에는 술을 담그지 않았다.

『증보산림경제』에는 구기자술은 허약한 것을 보하고 정기

를 도와주며 냉풍을 제거하고 양도를 튼튼하게 해준다. 담그

는 방법은 씨앗을 싸서 문드러지게 빻아서 즙을 내어 누룩

과 섞어 술을 빚는다고 하였다.

② 감향주는 2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양주였다. 두 번

식이나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가문의 애용주였던 것으로 생

각된다. 2회 기록에서의 차이와 다른 문헌에 기록된 제법의

비교는 <Table 11>과 같다. 술밑을 만드는 찹쌀과 누룩가루

의 비율이 1되:1되와 1되:1되반으로 즉 1:1.5의 비율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덧술을 한 후 술의 완성시기에 대한 기록이

달랐다. 한쪽은 7일후 먹을 수 있다고 하였고, 다른 법은 4

일 후면 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앞의 기록에서는 밑술을 만

드는 과정이 상세한데 비해 뒤편의 기록에서는 덧술을 하고

술맛이 변하지 않게 보관하는 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

었다. 아마도 후대에 전기된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규합총서』(정 1987)에서는 찹쌀

4되에 누룩가루 1되를,『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찹쌀

3되에 누룩가루 1되를 쓰는 것이 달랐다. 모든 책에서 밑술

<Table 10> Rice wine brewing in 『Jusiksiui』

구기자주법 감향주법1 감향주법2

별별약주법

(두견주

과하주

송순주)

두견주 점감주 송순주

화향입주방

(국화주

매화주

연화주

유자주)

종류 단양약용주 이양주 이양주

이양가향주

이양혼성주

이양약용주

이양가향주 단양주
이양약용

증류주
단양가향주

밑술

곡물

청주

찹쌀 1되 찹쌀 1되 멥쌀 25되
백미가루

2말5되
찹쌀2되 찹쌀2말

술 1말

물 - -
끓인물

25식기

끓여식힌물

2말5되
- -

익힌 형태 구멍떡 구멍떡 죽 죽 무른 밥 밥

누룩
누룩가루

1되

누룩가루

1되반

누룩

1주발 1탕기

누룩

1되

묵은 누룩

4되

누룩가루

7홉

부재료 - -
밀가루

1식기

밀가루

1되
-

+밑술

송순2-3치

숙성일 3일 3일 20일 - - 7-8일

덧술

곡물

-

찹쌀 1말 찹쌀 1말
멥쌀 30식기 

찹쌀 30식기

백미2말4되

찹쌀2말5되
- - -

익힌 형태 밥 밥 밥 밥 - - -

배합
+밑술,

끓인물 2식기
+밑술, 새물

+밑술,

끓여식힌물

62식기

+밑술,

끓여식힌물

5말

- - -

부재료

두견화

소주

송순

두견화 - -

국화 2되

매화

연화

유자

구기자뿌리

구기자잎

구기자꽃

구기자열매

숙성일 - 7일 4일 - 수십일 - - -

가공 - - - - - - 소주 내리기 -

숙성 - - - - -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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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빚기 위한 찹쌀은 구멍떡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규합

총서』(정 1987)와『부인필지』 (이 등 2010)에서는 감향주

를 빚을 때 다른 술을 만드는 법과는 달리 찹쌀로 만든 구멍

떡에 좋은 누룩가루를 섞어 수저나 풀젓개를 이용하여 꽈리

가 일정도로 활짝 풀어지게 저은 후 밀봉하여 두기를 강조

하였다. 덧술을 위해 찹쌀밥을 지어 밑술과 섞었는데『주식

시의』에서는 덧술을 하는 과정에서 밑술이 적으면 끓인 물

이 아직 더울 때 섞는다고 하였고, 날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이 더 술맛을 좋게 한다고도 하였다. 하지만『규합총서』(정

1987)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밑술과 찹쌀밥만을

섞어 덧술을 빚는데 담근지 3일 만에 서늘한 곳으로 옮겨 세

이레(27일)가 지나면 술을 거른다고 하였다.

③ 별별약주는 멥쌀에 누룩과 밀가루를 넣어 밑술을 빚고,

덧술을 할 때 멥쌀과 찹쌀을 넣어 빚는 이양주를 기본으로

하여 가향 또는 약용의 재료를 섞어 빚은 술이다. 특이한 것

은 재료의 계량단위가 다른 술은 되(升)로 되어 있으나, 식

기로 작은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덧술을 할 때 시기에 따

라 봄에는 진달래꽃을 넣은 가향곡주인 두견주를, 여름에는

소주를 부어 혼성주인 과하주를, 송순이 있을 땐 술과 송순

을 섞어 약용주인 송순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규합

총서』(정 1987)에는 과하주, 두견주, 송순주를 빚는 법이,

『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과하주와 송순주를 빚는 법이

기록되어 있었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덧술을 할

때 송절다린 건지를 넣어 빚는 송절주가 만드는 법이 같았고,

가을의 황국, 봄의 두견화, 겨울의 유자껍질을 달아 익히면 약

주가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과하주는 봄과 여름사이 날씨가 더워질 때 쉽게 상하지 않

도록 덧술로 소주를 부어 빚은 술이다. 단양주 또는 이양주

에 소주를 부어 숙성시키는 혼성주인데,『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찹쌀과 멥쌀로 지은 고두밥에 누룩 우린 물

과 소주를 섞어 숙성하여 20일 후에 마시는 방법도 있었다.

또 단양주나 이양주에 소주를 섞을 때 1차례가 아니고 2-3

차례 나누어 섞기도 하였다.『주식시의』에는 별도의 제법

은 없었으나,『규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이 등 2010)

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2-3가지의 별법도 부가되어 있

어 널리 애용한 술임을 알 수 있었다.

④ 두견주는 멥쌀가루와 끓는 물을 동량으로 반죽하여 식

힌 후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밑술을 빚고, 여기에 메밥

과 찰밥 그리고 진달래꽃을 한켜씩 번갈아 놓아 빚는 이양가

향주이다.『규합총서』(정 1987),『시의전서』 (이 등 2004),

『부인필지』(이 등 2010)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술을 빚는

법이나 재료의 양이 모두 동일하였다. 정월 해일(亥日)에 빚

어 쓴다는 것도 같았다. 다른 책에 비해『규합총서』(정 1987)

에는 물을 끓이는 법, 항아리를 소독하는 법, 지에밥을 짓는

법, 지에밥과 누룩 섞는 법, 두견주에 적합한 술병 고르는

법, 술 익은 정도를 아는 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

시 두견주를 빚는 기술력이 높았음이 짐작된다.

⑤ 점감주는 “찹쌀2되를 깨끗하게 씻어 밥을 무르게 지어

묵은 누룩가루 4홉을 체로 쳐 버무려 더운 곳에서 두껍게 덮

어 자주 보아 거품이 끼어 있으면 내라. 꿀같이 달다.”고 하

였다. 맛이 꿀같이 달다고 한점으로 미루어보아 점감주는 점

은 점미(粘米) 즉 찹쌀을 말하는 것이고, 감(甘)은 달다는 의

미로 생각된다. 그런데 물에 대한 언급은 없고, 덧술을 위한

곡물의 2차 준비도 없으니 단양주인 것으로 생각된다.『규

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

(이 등 2004)에는 점감주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다만『부

인필지』(이 등 2010)에는 청감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찹쌀

1말로 밥을 지어 누룩가루 5홉을 물은 넣지 말고 전술 병반

(1병반)에 고루고루 빚으면 맛이 꿀 같다.”고 하여 같은 술인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의 책인『음식디미방』 (황 1980)

에 점감주는 “찹쌀 2되 밥 지어 누룩가루 4홉을 섞어 더운

곳에 싸두고 자주 보아서 거품이 나거든 내서 식히면 꿀같

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⑥ 송순주는 찹쌀로 지에밥을 찌고 누룩가루와 삶은 송순,

밑술을 섞어 빚은 후 익으면 소주를 고은 이양약용증류주이

다. 송순주는『규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이 등

2007),『부인필지』(이 등 2010) 등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주식시의』와 내용이 조금 달랐다. 이들의 비교는 <Table

12>에 실었다.『주식시의』에는 문주술이라고 표현한 밑술

을 섞어서 술을 빚은 후 소주를 내려 10일 정도 숙성하여 먹

는다. 그런데 이 문주술이 곡주인지 증류주인지 명확치가 않

다.『고사신서(攷事新書)』(서울대천연물과학연구소 편역 1994)

에 삼양주(三釀酒)인 백로주(白露酒)가 속칭 문주(文酒)라고

<Table 11> Gamhyangju (甘香酒) brewing in the literature

주식시의 1 주식시의 2 규합총서 부인필지

밑술

곡물 찹쌀 1되 찹쌀 1되 찹쌀 4되 찹쌀 3되

익힌 형태 구멍떡 구멍떡 구멍떡 구멍떡

누룩 누룩가루 1되 누룩가루 1되반 누룩가루 1되 누룩가루 1되

숙성일 3일 3일 3일 3일

덧술

곡물 찹쌀 1말 찹쌀 1말 찹쌀 1말 찹쌀 1말

익힌 형태 밥 밥 밥 밥

배합 +밑술, 끓인물 2식기 +밑술, 새물 +밑술 +밑술

숙성일 7일 4일 3일 후 서늘한 곳에서 27일 3일 후 서늘한 곳에서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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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규합총서』(정 1987),『임

원십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밑술

을 담글 때 멥쌀이나 찹쌀을 의이처럼 죽을 쑨다고 하였다.

그러나『주식시의』에서는 찹쌀을 푹 쪄서 밥을 하였다.『규

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

(이 등 2004)에서 덧술을 할 때는 모두 밥을 하였다.『임원

십육지』(이 등 2007)에서는 송순주를 빚기 전 미리 멥쌀로

삼해주를 빚어 증류하여 백색노주를 내려 잘 두고 송순이 필

무렵 본격적으로 술 빚기를 시작하였다. 따라서『주식시의』

에 기록된 문주술이 일반 곡주로 만든 밑술일 수도 있지만,

소주일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송순은 잘라서 잠깐 삶

아서 물기를 뺀 다음 사용하였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서는 4-5월경 소나무의 새순을 5-6촌 가량 자랐을 때 잘라

서 쓰는데 쓴맛을 없애기 위해 끓는 물에 삶아서 건진다고

하였고,『시의전서』(이 등 2004)에서는 송순이 막 필 때 많

이 따서 숨이 죽을 정도로 삶아서 식혀서 쓴다고 하였다.

『규합총서』(정 1987)에는 덧술이 익으면 독한 백소주를 섞

어 다시 숙성하여 먹는다고 하였으나, 『임원십육지』(이 등

2007)와『시의전서』(이 등 2004)에서는 덧술이 익으면 소

주를 섞어 다시 숙성하여 먹는 법과 덧술을 증류하여 소주

로 내려 먹는 두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부인필지』

(이 등 2010)에는 송순주는 없고, 송절주가 기록되어 있었다.

⑦ 화향입주방은 술에 향을 주는 방법으로 국화가 필 때

주머니에 꽃을 넣어 술독에 달아두고 그 향이 술에 베이게

하는 법이었다. 늦가을 유자가 나올 때도 같은 방법을 이용

하는데 유자껍질이 술에 들어가면 쉰맛이 나니 역시 술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규합총서』(정 1987)

에는『주식시의』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으나,『임

원십육지』(이 등 2007)의 화향입주법에는 내용은 같으나,

『주식시의』에서는 술 1말에 꽃 2되를 넣는다고 하였는데

『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감국 2냥을 넣는다고 하여

꽃의 양이 부피단위가 아닌 무게단위로 기록된 차이가 있었

다.『부인필지』(이 등 2010)의 국화주법에는 황국이 필 때

꽃 2되를 넣는다고 하였다.『주식시의』에는 꽃이나 유자를

주머니에 넣는다고 하였는데『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

는 명주주머니에 넣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5) 『주식시의』에 기록된 장류(醬類)

『주식시의』에 장(醬)의 만드는 법은 4가지였다. 그리고 고

추장을 볶아서 이용하는 법과 장담는 길일에 대한 기록이 있

었다. 만드는 법 <Table 13>과 같다.

① 집장은 “콩 1말로 메주를 쑤어 잘 재워서 옷이 입으면

말렸다가 빻아서 가루를 곱게 하여, 풋고추를 꼭지를 따지

말고 어린 외와 어린 가지, 무와 네 가지을 소금에 절여서

숨이 죽으면 물을 빼서 모두 보자기에 싸서 돌로 눌러 물기

를 없애두고, 양지머리와 수육을 넣고 차돌박이를 굵게 썰어

서 넣고 또 콩메주가루 곱게 하여 2되만 함께 섞어 항아리

에 넣어 입구를 유지와 보자기로 김이 나지 않게 단단히 봉

하여 집장 넣은 항아리를 옹배기로 물을 숨을 죽여서 많이

덮어 익히되 날이 좋으면 7일만에 내고 날이 좋지 않으면 10

일만에 내나니라.”라고 하였다.『주식시의』에는 ‘집장’이라

고 기록되어 있었으나,『규합총서』(정 1987)『임원십육지』

(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즙장(汁醬)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즙장용 메주

는 일반 간장용과는 다르다. 콩에 밀기울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주식시의』에는 밀기울에 대한 언급이 없

다. 밀기울을 넣지 않은 것인지 기록이 누락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조리서에는 모두 콩과 밀기울로 메주를 쑤

었으며, 심지어 그 비율을 강조하고 있다.『규합총서』(정

1987)에는 콩 5되:밀기울 1말을 썼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옛날에는 콩 1말에 밀기울 3말을 썼으나, 지금은

콩 1말:밀기울 5-6되를 쓴다고 하였다. 즉 1800년대 초기까

지는 즙장용 메주는 콩보다 밀기울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하

지만 점차 콩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시의전서』(이 등 2004)

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콩 1말: 밀기울 5-6되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메주를 띄울 때는 뽕잎, 닥나무잎, 솔잎,

콩잎 등을 깔았다. 즙장에 들어가는 재료로는『주식시의』

에서는 풋고추, 오이, 가지, 무 외에 양지머리 숙육과 차돌박

이를 넣었으나,『규합총서』(정 1987)에는 오이와 가지를,

『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오이, 가지, 동아를,『시의

전서』(이 등 2004)에는 찰밥에 어린고추를 기름에 볶아서 오

이와 가지를 함께 넣었다.『부인필지』(이 등 2010)에서는

오이와 가지만을 넣었다.『주식시의』에서는 메주가루와 부

재료를 섞으면 항아리에 넣고, 유지와 보자기로 덮고 옹배기

로 덮어 익힌다고 하였는데, 다른 조리서에서는 황토, 기왓

장가루, 말똥, 풀 등을 이용하여 밀봉하였다.『임원십육지』

(이 등 2007) 에는 “전주(全州)식 비법은 가을 보리쌀 1말을

볶고 콩 5되를 볶아 껍질을 벗기고 함께 가루로 빻아 쌀뜨

물을 넣어 반죽해서 호두 크기의 덩어리를 빚는다.”라고 하

여 전주가 즙장을 담그는 솜씨가 특별함을 기록하였다. 즙장

을 담그는 시기는 7월, 8월, 하절 등으로 대부분이었으나,

『부인필지』 (이 등 2010)만 가을철이라고 하였다.

② 고추장은 “1말로 메주를 쑤려면 쌀 2되를 가루 내어 흰

무리떡을 쪄서 삶은 콩을 찧을 때 함께 넣어 절구에 찧어 메

주를 □□(줌) 안에 들어가게 작게 쥐어 띄우기를 법대로 하

여 빨리 말려서 곱게 가루 내어 체에 쳐서 메줏가루 1말이

거든 소금 4되를 좋은 물에다 버무리되 질고 되기는 의이만

큼 하고 고추가루를 곱게 가루 내어 5홉이나 7홉이나 식성

대로 섞고, 찹쌀 2되로 밥을 질게 지어 함께 고루 버무리고,

혹 대추 두드린 것과 포육가루와 합하고 꿀물 1보시기만 쳐

서 하는 이도 있나니라. 소금과 고추가루는 식성대로 임의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 방법은『규합총서』(정 1987)과 동일

하였다. 고추장용 메주에는 삶은 콩에 백설기를 넣어 만들었

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고추장 만드는 법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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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았다. 각 문헌에 기록된 고추장의 재료는

<Table 14>와 같다. 메줏가루 1말에 대한 재료의 분량이 기

록되어 있었고, 대추, 포육가루 등은 재료는 있으나 그 양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깨가

루, 두부, 마른생선, 미역, 다시마 등의 부재료가 들어간 고

추장 만드는 법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또 고추가 남

초, 만초, 번초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외래로부터 도입된 작

물의 이름이 1800년대 전반까지 완전히 하나로 정착되어 불

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증보산림경제』(농

촌진흥청 편역 2003)의 내용을 인용한 ‘급조만초장법(急造

蠻椒醬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대두 1말을 누렇게 볶아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기고, 물에 삶아 건져내어 즙은 버리

고 멍석 속에 꼭꼭 싸서 온돌에 3일을 두어 곰팡이가 피면

꺼낸다. 볶은 콩 가루 3말과 같이 절구에 넣어 잘 찧는다. 찧

은 콩 1말에 고춧가루 3홉의 비율로 하여 소금물을 타서 간

을 맞추어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넣어 볕을 쪼인다. 7일이면

먹을 수 있고 15일 지나면 더욱 좋다.”라고 하여 고추장이

상용되고 있었으며, 고추장이 떨어져 없을 때는 급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③ 청국장은 “콩을 볶아 탄 것이 없게 하여 까불어 가라앉

은 껍질이 없게 하여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어 달여서 그

즙은 항아리에 잘 두고, 삶은 콩은 오장이나 큰 열박에 담아

수건으로 두껍게 여러 번 싸서 더운 곳에 두면 3-4일 후에는

실이 날 것이니 다시 솥에 볶고 두었던 즙을 함께 부어 달이

되 쇠고기 많이 넣고 무 썬 것과 다시마와 고추를 함께 넣어

달여서 쓰라.”고 하였다. 여기서 오장이는 오쟁이의 방언으

로, 짚으로 만든 작은 섬을 의미하고, 열박은 바가지이다. 이

방법은『부인필지』(이 등 2010)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

으며,『규합총서』(정 1987)와『임원십육지』(이 등 2007)

에는 청국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시의전서』(이 등

2004)에는 콩이 띄워진 후 “....콩 건지와 해삼, 전복, 건대구,

북어, 홀떡이, 다시마, 통무를 넣고 푹 달인다. 그 다음에 청

국장을 펴서 찬데 두고 먹을 때에 간장을 타고 고춧가루를

넣어 먹는다.”라고 하여 쇠고기 대신 다양한 해산물을 넣어

만들었다. 또 먹을 때 간장과 고춧가루를 넣어 다시 양념하

는 것이 달랐다. 이와 같이 청국장 만드는 법은 오늘날의 방

법과는 달리 삶은 콩이 띄워진 다음 육류나 어패류 그리고

다시마나 무를 넣고, 콩삶은 물을 부어 가열하여 두고 먹었

던 장이었다.

④ 즙지히는 “가을보리를 곱게 대껴서 물에 일어 건져 볕

에 부득부득하게 말려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맷돌에 갈아 왼

보리가 없이 한다. 좋은 콩을 잡물과 돌을 가려내고 물을 넉

넉하게 부어 메주를 쑤다가 제 몸이 과히 퍼지거든 큰 그릇

에 물 채 퍼서 보리 간 것을 고루고루 섞어 시루에 담아 매

우 찐다. 절구에 나른하게 찧어 주머니 안에 들어가게 단단

히 쥐여 생솔잎을 켜켜이 두어 송편같이 안쳐서 바람 없는

데에 둔다. 7일만에 뒤집고, 또 7일만에 솔잎을 없애고 도로

시루에 담아 쪄서 엎었다가 또 7일만에 곱게 가루낸 후 물

가지, 외, 젼동과, 풋고추 함께 간을 하여 절여지면 보자기에

싸서 날물기를 없이 하고 말린다. 메주가루 1말에 꿀 5홉, 참

<Table 12> Songsunju (松荀酒) brewing in the literature

주식시의 규합총서 임원십육지 시의전서

술의 종류 이양약용증류주 이양약용혼성주
이양약용혼성주

이양약용증류주

이양약용혼성주

이양약용증류주

술의 분량 10말 1말 15말 -

전처리 밑술(문주술 빚기) -
백색 노주 빚기

(멥쌀10말로 삼해주 빚기)
-

밑술

곡물 - 멥쌀 2되 찹쌀 5되 찹쌀 8되

익힌 형태 - 의이죽 죽 의이죽

누룩 - 누룩가루 1되 누룩가루 3되5홉 누룩가루 4-7홉

부재료 - - - -

숙성일 - 4-5일 3-4일 맛보아 달고 쓴맛 없으면

덧술

곡물 찹쌀 2말 찹쌀 1말 찹쌀 4말5되 찹쌀 4말

익힌 형태 밥 지에밥 고두밥 밥

배합
+밑술, 누룩가루 7홉,

삶은 송순 2-3가지
+밑술, 솔순 +밑술, 삶은 송순 +밑술, 삶은 송순

숙성일 7-8일 7일 5-6일 달고 쓴맛이 들면

부재료
종류 - 독한 백소주 30복자 노주 소주

숙성일 - - 10일 -

가공
증류 소주 내리기 -  또는 소주 내리기 또는 소주 내리기

숙성일 1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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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3홉, 달인 장 3홉, 물은 요량하여 아주 된 모주같이 반

죽하여 항아리에 절인 나무새(채소)와 켜켜로 담아 떡을 안

치듯이 항아리에 고루 넣고 유지로 단단히 싸매고 알맞은 그

릇으로 항아리의 입구를 덮어 두엄을 헤치고 생풀을 많이 넣

고 항아리를 깊이 묻었다가 7일만에 꺼내어 좋은 조청을 예

비하였다가 두어 탕기를 위를 약간 걷고 부어 두면 마르지

않고, 맛이 변하지 않으니 외는 통째로 절이고, 가지와 고추

는 꼭지만 없애고, 동아는 잘라서 절이되 크면 썰고, 가지와

고초는 많을수록 좋고, 동아는 많으면 맛이 시다. 콩 1말이

면 대낀 보리쌀 2말씩 만드니 다소를 이로 참작하되 콩과 보

리를 극택하나니라(특히 좋은 것을 선택하나니라). 두엄이 더

워야 잘 되니 만일 두엄이 없으면 향양처를 넓고 깊게 파고

생풀을 많이 넣고 묻어라.”라고 하였다. 이는『규합총서』(정

1987)의 만드는 법과 유사하였다. 다만 가을보리와 콩을 삶

아 메주를 만든 후 말리고 쪄서 메줏가루를 만드는 기간이

달랐다.『주식시의』에서는 삼칠일만에 가루를 만드나,『규

합총서』(정 1987)에서는 이칠만에 가루를 내어 사용하였다.

가을보리는 곱게 대끼기→물에 불리기→볕에 말리기→노릇

노릇하게 볶기→맷돌에 갈기를 하여 가루를 낸다. 콩은 돌이

나 잡티가 없는 것을 골라 물을 부어 메주를 쑤다가라고 하

<Table 13> Making soy sauce in 『Jusiksiui』

분류 음식명 조리법 비고

장류

집장

콩 1말로 메주 쑤기→잘 재우기→(옷이 입으면)말리기→빻아서 곱게 가루내기→풋고

추의 꼭지를 따지 말고, 어린 외와 어린 가지, 무 4가지를 소금에 절이기→숨이 죽

으면 물을 빼서 모두 보자기에 싸서 돌로 눌러 물기를 없애기→양지머리와 수육을 

넣고 차돌박이를 굵게 썰기콩 메주가루 만들어 곱게 하여 2되만 함께 섞기→항아리

에 넣기→입구를 유지와 보자기로 김이 나지 않게 단단히 봉하기→집장 넣은 항아

리를 옹배기로 물을 숨을 죽여서 많이 덮어 익히기

날이 좋으면 7일만에 내고 날

이 좋지 않으면 10일만에 내

나니라.

고추장법

① 1말로 메주를 쑤려면 쌀 2되를 가루내기→흰 무리떡을 찌기→삶은 콩을 찧을 때 

함께 넣어 절구에 찧기→메주를 줌 안에 들어가게 작게 만들기→띄우기→빨리 말리

기→곱게 가루 내기체에 치기

② 메줏가루 1말+소금 4되+좋은 물에 버무리기(질고 되기는 의이만큼)→고운 고추가

루 5-7홉이나 식성대로 섞기→찹쌀 2되로 밥을 질게 짓기→버무리기→익히기

혹 대추 두드린 것과 포육가

루와 합하고 꿀물 1방울만 하

는 이도 있나니라. 소금과 고

추가루는 식성대로 넣으라. 

청국장법

콩 볶기→탄 것이 없게 까불어 가라앉은 껍질이 없게 하기→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어 달이기→그 즙은 항아리에 잘 두기→삶은 콩은 오쟁이나 큰 열박(바가지)에 담

아 수건으로 두껍게 여러 번 싸기→더운 곳에 두기→(3-4일 후에는 실이 날 것이니)

다시 솥에 볶기→콩 삶은 즙+쇠고기 많이 넣고, 무 썬 것, 다시마와 고추를을 함께 

부어 달이기

즙지히

① 가을보리를 곱게 대끼기→물에 일어 건지기→볕에 부득부득하게 말리기→노릇노

릇하게 볶기→맷돌에 갈아 왼 보리가 없이 하기→좋은 콩을 잡물과 돌을 가려내기

→물을 넉넉하게 부어 메주 쑤기→제 몸이 과히 퍼지거든 큰 그릇에 물 채 퍼 담기

→보리 간 것을 고루고루 섞기→시루에 담아 매우 찌기→절구에 나른하게 찧기→주

머니 안에 들어가게 단단히 쥐어 메주 만들기→생솔잎을 켜켜이 두어 송편같이 안

쳐서 바람 없는 데에 두기→7일만에 뒤집고 또 7일만에 솔잎을 없애기→다시 시루

에 담아 따뜻하게 엎었다가 또 7일만에 곱게 가루내기

② 물가지, 외, 동과, 풋고추 함께 간을 하여 절이기(외는 통째로 절이고, 가지와 고

추는 꼭지만 없애고, 동아는 잘라서 절이되 크면 썰고, 가지와 고추는 많을수록 좋

고, 동아는 많으면 맛이 시어짐)→보자기에 싸서 날물기를 없이 하기→말리기

③ 메주가루 1말에 꿀 5홉, 참기름 3홉, 달인 장 3홉, 물은 요량하여 아주 된 모주

같이 반죽하기→항아리에 절인 나무새(채소)와 켜켜로 담아 떡을 안치듯이 항아리에 

고루 넣기→유지로 단단히 싸매기→알맞은 그릇으로 항아리의 입구를 덮기→두엄을 

헤치고 생풀을 많이 넣고 항아리를 깊이 묻기→7일만에 꺼내어 좋은 조청을 예비하

였다가 두어 탕기를 위를 약간 걷고 부어 두기(마르지 않고, 맛이 변하지 않으니)

콩 1말이면 대낀 보리쌀 2 말

씩 만드니 다소를 이로 참작

하되 두맥을 극택하나니라. 두

엄이 더워야 잘 되니 만일 두

엄이 없으면 향양처를 넓고 

깊게 파고 생풀을 많이 넣고 

묻어라.

장 볶는법

고기 두드린 것을 노구바닥에 먼저 편 후 장을 위로 놓되 장만 볶으면 맛이 너무 

짜니 물을 타서 붓기→+맛이 좋은 고추장 넣기→꿀은 식성대로 치고, 파와 생강을 

두드려 조금 넣기→기름은 많이 볶는 그릇 가에 고이게 치기→숯불에 뭉근한 불로 

볶되 자주 저어 눌지 않게 끓이기→스스로 자즐만 하면 고운 실깨 넣어 섞어 볶기

장담그는 길일

병인 정묘일, 제길신일, 정월 

우수일, 입동일, 황도일, 삼복

일, 장을 담글 때 벌레가 생

기지 않고, 일출시에 장을 담

그면 벌레가 생기지 않고, 장

독을 태세방향으로 앞을 두면 

벌레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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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그 다음 ‘몸이 과히 퍼지거든’이 나와 콩에 물을 부

어 불리는 과정을 ‘메주를 쑤다가’로 쓴 것으로 생각된다. 즉

콩1말+가을보리2말→섞기→시루에 찌기→절구에 빻기→손

으로 단단히 쥐어 메주 만들기→생솔잎 깔고 메주 띄우기→7

일 후 뒤집기→띄우기→7일 후 솔잎 걷고 시루에 앉치기→

찌기→엎어서 띄우기→7일 후 가루내기를 하여 즙지히용 메

주가루가 완성되었다. 즙지히를 할 채소의 전처리는 수가지

(물가지)·오이·동아·풋고추+소금→절이기→물기 없애기

→말리기를 한다. 메줏가루에 꿀 5홉·참기름 3홉·달인 장

3홉·물을 섞어 반죽하여 항아리에 넣고 준비해둔 채소를 번

갈아 넣어 항아리를 밀봉하여 두엄에서 발효시키면 된다. 발

효를 돕기 위해서는 두엄이 더워야 하는데 여의치가 않으면

볕이 잘 드는 곳에 항아리를 묻으라 당부하고 있다.『임원

십육지』(이 등 2007),『시의전서』(이 등 2004)『부인필지』

(이 등 2010)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⑤ 장 볶는 법은 “맛이 좋은 고추장을 고기를 두드려 거른

거시장과 고기 슛치 같게 하고 고기를 노구바닥에 먼저 편

후 장을 위로 놓되 장만 볶으면 맛이 너무 짜니 물을 타서

붓고, 꿀은 식성대로 치고, 파와 생강을 두드려 조금 넣고 기

름은 많이 볶는 그릇 가에 고이게 쳐서 숯불에 뭉근한 불로

볶되 자주 저어 눌지 않게 해야 끓어서 스스로 자즐만 하면

고운 실깨를 저어 넣어 섞어 볶아 쓰라.”하였다.『부인필

지』 (이 등 2010)에는 만드는 법은 같고, 마지막에 잣을 더

넣었다.

⑥ 장 담그는 길일은 “병인 정묘일, 제길신일, 정월 우수

일, 입동일, 황도일, 삼복일, 장을 담글 때 벌레가 생기지 않

고, 일출 전에 장을 담그면 벌레가 생기지 않고, 장독을 대

세방향으로 앞을 두면 벌레가 없느니라.”라고 하였다.『주

식시의』와 함께『규합총서』(정 1987)와『부인필지』(이 등

2010)에는 장 담그기 좋은 날은 병인일(丙寅日)·정묘일(丁

卯日)·제길신일(諸吉神日)·정월우수일(正月雨水日)·입동

일(立冬日)·황도일(黃道日)이고, 나쁜 날은 수흔일(水痕日)·

육신일(六辛日)이라 하였다. 또 해가 돋기 전이나 그믐날 얼

굴을 북으로 두고 장을 담그거나 장독의 태세방향(太歲方向;

그 해의 간지 방향)으로 두면 벌레가 안 생긴다고 하였다. 또

한, 여름에 비가 그친 직후의 우물물은 쓰지 말고 장 담그고

세이레 안에는 아기 낳은 곳과 초상난 집에 가지 말고 낯선

잡인을 가까이하지 말라 하였다.

예로부터 간장 담그는 일은 가정의 중요한 연중행사였다.

장을 만들기 위한 메주 만들기와 띄우기, 장 담그기와 숙성

하여 장 뜨기, 장 관리 등은 계속되었다. 장은 그 집안의 음

식솜씨는 물론 집안의 평안함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므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므로 장을 담글 때는 반

드시 길일을 택하고 부정을 금하였으며, 재료의 선정 때는

물론이고 저장 중의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따라

서 고조리서들에는 장의 제조법뿐만 아니라 장 담는 날의 택

일법·금기사항·보관관리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6)『주식시의』에 기록된 기타

① 게 오래두는 법은 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게를

담은 그릇에 조협 쥐엄나무 가지와 함께 넣으면 해가 지나

도 죽지 않는다고 하였다. 쥐엄나무는 가시가 있는 가지로

거담(去痰)과 소염(消炎)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어 약재료도

쓰였다. 이 쥐엄나무의 열매가 조협( 莢)이다. 예로부터 조

협은 풍담(風痰)·습독(濕毒)을 제거하고 기생충을 구제하는

효능이 있는 약재로 쓰였다. 이들 재료를 게와 함께 두면 항

균작용 때문에 저장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시의

전서』(이 등 2004)에서는 무릇도 조협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고 하였다.

② 세어법은 생선을 씻는 방법이다. 미끄러운 생선을 씻을

때는 기름을 한방울 떨어뜨리면 미끄럽지 않다고 하였다. 이

는『규합총서』(정 1987)의 기록과 동일하였다.

③ 분골니법은 잉어의 뱃속에 후추와 파 등을 넣고 항아

리에 넣어 입구를 봉하고 뭉근하게 고아 생선살과 뼈를 분

리하는 법이다.『고사신서(攷事新書)』(서울대천연물과학연

구소 편역 1994)에 ‘분골어(粉骨魚)’로 똑같은 기록이 있었

다. 우리나라에서 잉어는 자양식품 또는 준약용으로 옛날부

터 귀하게 여겨왔다. 잉어는 “씻기는 법대로 하되 토막을 짓

지 말고 생선 배에 후추와 파 등을 넣고 실로 동여매어 물에

술 반잔을 부어 생선을 넣고 항아리 입구를 세 번이나 싸 기

운이 나가지 않게 하고 뭉근한 불로 반나절을 고은 후 그릇

에 퍼 담으면 그 뼈가 가루 같으니라.”라고 하면서 “『본초』

에 이르기를 산속의 물에 있는 잉어는 가히 먹지 말고, 잉어

굽는 냄새가 눈을 쏘이면 눈이 크게 상하나니라.”라고 덧붙

이고 있다. 잉어는 오래 전부터 보양식으로, 찜을 하거나 죽,

탕을 끓여서 먹으며, 밤과 대추 등과 함께 끓인 물을 먹기도

<Table 14> Ingredient and mass of Gochujang (hot red pepper paste) in the literature

메줏가루 소금 고춧가루 찹쌀 간장 대추 포육가루 꿀 기타

주식시의 1말 4되 5-7홉 2되 - O O 1보시기 -

규합총서 1말 4되 5-7홉 2되 - O O 1보시기 -

임원경제지1 O O O O - - - O 참기름

임원경제지2 1말 - 3홉 1되 O - - -
깨가루, 두부, 마른생선, 

미역, 다시마

임원경제지3 1말 O 3홉 - - - - - -

부인필지 1말 3되 1되 2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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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동의보감』과『재물보』에서는 니어(鯉魚),『난호

어목지』와『전어지』에서는 리어(鯉魚)라고 하였으며, 잉어

가 十자 무늬[文理]가 있기 때문에 이(理)에서 리(里)를 취해

어(魚)와 덧붙여 리(鯉)자를 만든 것이라 설명한다. 잉어 양

식은 역사가 오래되어서, 기원전 약 500년경의 중국문헌『양

어경(養魚經)』과 우리나라의 문헌인『장경』에 잉어 양식

이 기록되어 있다. 잉어 꿈은 수태를 알리는 길몽이라 하였

으며, 겨울에 잉어를 구하여 병든 어머니를 공양했다 하여

유교 덕목의 효와 부합되어『오륜행실도』 등에 수록되어 전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식시의』에는 음식을 만드는 법 외에도 저장법과 세척

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식생활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세탁

법과 양육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세탁법과 아기 베고 탈이

있을 때 약 쓰는법, 산모젖내는 법 등 양육법에 관련한 내용

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7)『주식시의』에 기록된 식품분류

『주식시의』에 나타난 식품을 분류하면 <Table 15>와 같

다. 분류는 곡류·서류·두류·채소류·과실류·해조류·

종실류·견과류의 식물성식품과 육류·조육류·알류·어

패류의 동물성식품군 그리고 양념류와 화훼류, 분류가 모호

한 기타군으로 나누었다. 각 식품군에는 원재료 상태에서의

이용과 건조나 발효, 가루내기, 착즙, 혼합, 가열 등의 방법

으로 전처리하여 가공한 형태로 소비되었다. 채소류가 20여

종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어패류가 15종으로 다음이

었다. 육류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살코기뿐만 아니라 내장

육도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곡류는 멥쌀·찹쌀·밀·보리

정도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들을 이용한 가루, 밥, 떡의 형태

로 가공되어 주식류 외에도 술이나 병과류의 재료로 이용되

었다. 또 엿기름이나 누룩으로 가공하여 장(醬)을 담거나 술

을 담구었다. 서류에서는 감자는 도입 전인지 없었으며, 한

반도에서 일찍부터 사용되었던 마[薯 ]의 기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두견화나 국화는 화전에 아름다운 수를 놓아 계절

감을 느낄 수 있는 재료로 이용되었다. 또 구기자꽃, 연꽃,

매화 등과 함께 술을 담을 때 가향(佳香)의 목적으로 활용되

었다. 가지꽃과 참깨꽃은 냄새와 기름기 제거용으로, 맨드라

미는 착색제로 활용되어 천연의 재료를 활용한 조상들의 지

혜를 엿볼 수 있었다.

8)『주식시의』에 기록된 조리방법

조리방법은 일반 조리방법, 써는 법, 가열하는 법으로 나

누어 정리하였다.

(1) 일반 조리방법

일반 조리방법은 <Table 16>에서와 같이 세척·침지·분

쇄·여과 및 압착·교반 및 혼합·냉각·발효·성형·저

장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씻기는 ‘백세하여’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침지는 찬물이나 더운물에 쌀과 같은 건조

된 식품을 담구어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쓰였

다. 그 외 나쁜 맛을 빼기 위해 우리는 목적으로 쓰였고, 소

금으로 간을 절인 후 식품의 수분을 빼는 방법에 사용되었다.

분쇄는 ‘작말하여’라는 표현의 가루내기가 가장 많았다. 그 외

갈기·찧기·빻기 등의 순이었다. 여과나 압착법에서는 체치

기가 가장 많았는데 고운체나 깁체를 이용할 때는 채친다는

표현을 하였고, 어레미나 얼멍이처럼 비교적 굵은체를 이용할

때는 체에 거른다는 표현을 하였다. 교반과 혼합방법으로는

섞기·반죽하기·버무리기·무치기·젓기·풀기·개기 등

이 방법이 쓰였다. 간장·식초·꿀·참기름 등을 넣어 섞은

후 재워두어 맛이 들게 하는 양념하는 법이 쓰였다.

장류·침채류·주류를 만들기 위해 메주나 누룩을 띄우

거나 침채를 익히고, 술을 빚어 숙성시키는 화학적인 조리인

발효과정도 있었다.

성형을 하는 방법으로는 뭉치기·빚기·밀기·말기·굳

히기·작게 쥐기·완자 만들기·숟가락으로 누르기 등이

있었다. 섭화전을 만들 때 반죽에 밤소를 넣고 소가 나오지

않도록 꼭꼭 쥘 때 족집게를 이용하여 집으라고 다식판에 박

아 모양을 내기도 하였다. 저장을 위해서는 말려서 보관하는

법이 가장 많이 쓰였으며, 뚜껑이나 우거지, 종이 헝겊 등을

이용하여 두껍게 덮는 법, 항아리를 땅에 묻어 온도를 일정

하게 유지하려는 법 등이 이용되었다.

켜켜이 놓기·펴놓기·늘어놓기 등 조리를 하는 과정 중

익히기 위해 솥이나 시루에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안치는 법

등이 있었다. 열구자탕을 만들기 위해 어육류와 채소류를 각

각 익힌 다음에는 색을 맞추어 곁곁이 돌려 담았고, 전골을

위해 각색 채소를 준비한 다음에는 재료를 괴이기도 하였다. 

쓿기는 도정을 한다는 의미의 고어로 쌀이나 잡곡을 이용

할 때는 쓿기→백세하기→작말하기의 순으로 전처리 과정이

있었다.

(2) 써는 방법

써는 방법은 모두 27가지였다. 의미상 구분이 모호한 썰기

법도 있었으나, 원문에 표현된 상태로 구분을 하였을 때

<Table 17>과 같았다. 두드리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오늘

날 다지기의 표현이다. 그 외 저미기·채썰기·썰기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모양내어 써는 법으로는 채썰기·네모나

게 썰기·동글동글 썰기 등이 있었고, 두께를 얇게 써는 법

으로 갸름갸름 썰기·가늘게 썰기·납작하게 썰 등이 있었

다. 누르미를 만들 때는 꼬지에 여러 가지 재료를 끼운 후

염접하였는데 이는 길이를 맞추어 재료를 가지런하게 자르

는 것을 이른 것이다. 생선을 토막내지 않은 상태에서 내장

을 꺼낼 때는 등마루를 째서 꺼낸다고 하였다.

(3) 가열방법

가열 조리하는 방법은 <Table 18>에서와 같이 총 1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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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중 습식가열법이 11종, 건식가열방법이 6종, 구분이

모호한 2종이 있었다. 습식가열은 찌기가 23회로 가장 많았

고, 삶기 22회, 끓이기 21회였다. 그 외 데치기·고으기·죽

쑤기·달이기(조리기)·밥짓기 등이 있었다. 죽은 무리죽이

나 옹근죽을 쑤기도 하였지만, 술을 담그기 전 곡물을 익혀

누룩가루와 섞기 위해 죽을 쑤기도 하였다. 튀하기·중탕하

기·뜸들이기는 각각 1회씩 기록되어 있었다. 튀하기는 석

이전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물에 석이를 잠깐 담그어 손질

을 하는 과정에서 쓰였다.

건식가열은 볶기가 23회로 가장 많았고, 부치기가 15회,

지지기가 11회였다. 튀기기와 화롯불 재를 덮어 익히기는 각

각 1회씩 기록되어 있었는데, 튀기기는 동아전을 만들 때 소

금 간을 한 동아를 기름에 튀긴다고 하였으나, deep frying이

아닌 pan frying이나 saute 정도의 기름을 사용한 조리법으로

생각된다. 화롯불 재를 덮어 익히기는 숭어찜을 할 때 숭어

에 고기소를 채워 넣고, 숨 죽은 배춧잎→백지→기름종이 순

으로 싸서 불을 피운 화롯불의 재를 덮어 익혀서 먹는 방법

에 소개되어 있다. 그 외 익히기와 달구기가 있었다.

9)『주식시의』에 기록된 계량단위와 조리도구

『주식시의』에 기록된 계량단위와 조리도구는 <Table 19>

와 같다. 계량단위는 부피단위, 무게단위, 길이단위,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부피단위에는 홉[合], 되[升], 말[斗] 같은 약

속된 계량기구와 함께 잔, 종지, 그릇, 식기, 보시기, 항아리,

숟가락 같이 일상의 조리도구도 이용되었다. 길이단위로는

치[寸]와 푼[分]이 있었고, 무게단위는 푼[分]과 냥[兩]이 쓰

였다. 그 외 단, 방울, 줌, 보, 쪽 등이 식품의 종류에 따른

독특한 계량의 단위들도 쓰였다. 그 외 일(日), 날포, 하룻밤,

반나절 등이 시간의 단위를 확인 할 수 있었고, 덥지도 춥지

도 않게, 온기 있는, 더운, 따뜻하게, 고부지게, 찬 등의 표현

으로 음식의 온도를 나타내었다.

조리도구로는 일반 조리소도구, 가열기구, 분쇄기구, 저장

용구,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일반 조리소도구에는 체,

숟가락, 주걱, 홍두깨, 양푼, 열박(바가지), 옹배기, 찬합, 보

시기, 탕기, 그릇 등이 쓰였다. 이 중 체는 체, 깁체, 고운체,

어레미, 얼멍이 등으로 메쉬(mesh)의 크기별로 다양하게 활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 얼멍이는 한자로는 철죽

사( 竹篩)라고 쓰고, 모두 구리나 철로 만드는데, 자손대대

로 전해가며, 쓰기도 한다고 하였다(백 등 2011). 가열기구에

는 솥, 탕관, 번철, 노구(통노구), 새옹, 쟁개비, 시루, 신선로,

전골틀 등이 있었고, 화로와 숯불을 이용하여 가열하였다. 노

구는『소문사설』에 자당자(煮 子)라고 하여 “무쇠에 생동

을 섞어 도롱이모양처럼 주조한다. 무릇 지지거나 끓이거나

볶거나 불에 말릴 때 극히 편하다. 성한 화력을 편안하게 이

기기 때문에 토봉로가 편하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토봉로

(土烽爐)란 벽돌로 사각기둥을 올리고 H모양으로 만들어 솥

이나 지짐철판을 올려놓고 아래에서는 잡목이나 석탄으로 불

을 놓아 쓰는 가열기구를 말한다. 분쇄기구로는 맷돌과 절구

<Table 15> The food ingredient and the processed of in 『Jusiksiui』

식재료 가공품

곡류 쌀, 백미, 찹쌀, 가을보리

밀가루, 찹쌀가루, 멥쌀가루, 흰떡, 가는 국수, 

묵, 밀가루집, 엿기름, 구멍떡, 찹쌀밥, 멥쌀밥, 

누룩

서류 토란, 고구마

두류 콩, 녹두 녹말가루, 두부, 거피팥소

채소류
마늘, 파, 생강, 숙주나물, 미나리(움미나리), 배추잎, 부추, 갓, 자소, 나무새, 

가지(물가지), 외, 동아, 애호박, 고추(풋고추), 죽순, 도라지, 순무, 무

우거지, 박고지, 실고추, 배추김치, 호박고지, 

붉은 무채, 민강, 생강즙, 생강가루

버섯류 버섯, 표고버섯, 석이버섯, 

과실류 배, 감, 밤, 유자, 대추, 앵두, 복분자, 구기자 황율가루, 귤병, 오미자국

해조류 다시마, 청각 구운 김

육류
쇠고기, 양, 천엽, 곤자소니, 쇠골, 갈비, 아교, 우둔살, 부아, 차돌박이 돼지

고기, 돼지비계
포육가루

조육류 꿩고기, 닭고기(묵은 닭), 병아리

알류 달걀 수란

어패류
붕어, 잉어, 숭어, 송어, 위어, 생선, 전복, 생복, 홍합, 소라, 생굴, 해삼, 낙

지, 대하, 게

종실류 흑임자, 깨 실깨, 깨소금

견과류 잣, 호두, 밤, 은행 잣가루

양념류

소금, 간장(검은장, 묵은장, 묵은 검은장, 달인장), 참기름(기름), 고춧가루, 후

춧가루, 술, 식초, 계피가루, 겨자, 조기젓, 새우젓국, 젓(젓국), 꿀, 사탕가루, 

환가루, 조청, 고추장, 청국장, 천초, 집장

겨자집, 유장, 초장, 기름장, 집청

화훼류 가지꽃, 계관화, 참깨꽃, 두견화, 국화, 매화, 연꽃, 구기자꽃

기타
연지, 계심, 얼음, 구기자잎, 송순, 국화잎, 생솔잎, 조협, 쥐엄, 승검초 생잎, 

닥나무 열매, 백반
소주, 모주,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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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고, 독, 장독, 술독, 항아리가 저장기구로 이용되었다.

그 외 백지와 유지 등의 종이류와 주머니, 보자기(모시보자

기), 수건, 실 등의 섬유류, 오쟁이나 줌 같은 가마니도 이용

되었다. 또 안반, 용수, 대나무 침, 꼬지, 돌, 대나무칼, 칼,

수숫잎, 다식판 등 모두 40여종이 쓰였다.

III. 결 론

1800년대 후반의 조리서인『주식시의』에 기록된 음식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식시의』에 기록된 주식류는 모두 12종으로, 죽이 5종,

국수가 3종, 만두가 4종이었다. 부식류는 총 49가지였다. 그

중 찜이 10가지로 가장 많았고, 전과 구이 그리고 김치와 장

아찌가 7가지, 국과 전골, 볶음, 숙육이 각각 4가지, 숙채,

회, 마른 찬이 3가지씩이었다. 그밖에 전약과 젓갈이 각각 1

가지씩 기록되어 있었다. 병과 및 음청류는 총 19가지였다.

떡이 14종, 한과가 2종, 음청류가 3종이었다.『주식시의』

에는 7가지의 술을 빚는 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감향주와 점

감주는 순곡주였으나, 약용주(藥用酒)로 구기자주와 송순주

가, 가향주(佳香酒)로 두견주·국화주·매화주·연화주·유

자주가 소개되어 있었다. 장(醬)의 만드는 법은 집장, 고추

장, 청국장, 즙지히로 모두 4가지였다. 그리고 고추장을 볶아

<Table 16> Cooking method in 『Jusiksiui』

구분 세부사항

일반

조리방법
(161)

세척

씻기(11)

돌 없게하기(1)

쌀(일기)씻기(1)

닦기(1)

헹구기(1)

침지

(물, 더운물)담그기(11)

우리기(1)

물 적시기(1)

불리기(1)

우려내기(1)

담박하게 잠가내기(1)

절이기(6)

배춧잎 숨죽이기(1)

분쇄

가루내기(10)

갈기(8)

찧기(7)

빻기(6)

깨기(3)

김 부수기(1)

여과·압착

(고운체,깁체)체치기(19)

(어레미,얼멍이)거르기(7)

돌로 누르기(3)

물빼기(4)

짜기(3)

즙내기(2)

(체에)받치기(3)

교반·혼합

섞기(27)

반죽하기(20)

버무리기(9)

무치기(7)

젓기(7)

풀기(6)

개기(4)

치기(2)

양념하기

양념하기(17)

참기름 치기(3)

소금간 하기(8)

주무르기(9)

꿀치기(3)

식초치기(1)

집청하기(1)

기름치기(1)

재우기(4)

냉장·냉각

식히기(6)

성형

숟가락으로 누르기(1)

뭉치기(5)

빚기(4)

(다식판)박기(2)

말기(3)

굳히기(1)

작게 쥐기(1)

밀기(4)

완자 만들기(2)

집기(2)

(반 듯이)치기(1)

칼등으로 두드리기(1)

발효

(술)담그기(2)

(김치, 오이지)익히기(5)

(술)익히기(2)

띄우기(2)

저장

말리기(10)

봉하기(8)

두껍게 봉하기(1)

우거지 덮기(1)

묻기(4)

기타

안치기(5)

켜켜이 놓기(4)

펴놓기(3)

담기(3)

늘어놓기(2)

얹기(2)

괴이기(1)

곁곁이 담기(1)

깔기(1)

문지르기(1)

꽃봉오리 따기(1)

꼬지로 찌르기(1)

동여매기(4)

푸기(1)

나무로 가로지르기(1)

구멍 뚫기(1)

물을 타기(1)

뒤짚기(2)

잡물 고르기(1)

잣박기(1)

속 넣기(3)

비늘 거스르기(1)

속내기(1)

씌우기(3)

묻히기(5)

떨어뜨리기(1)

덜기(7)

덮기(11)

꿀 바르기(1)

뿌리기(10)

물축이기(1)

기름 두르기(1)

입구를 매기(1)

가라앉히기(1)

웃물 따라내기(1)

건지기(2)

꼭지따기(3)

손질하기(1)

바르기(6)

흣이기(1)

기름기 없애기(3)

밀가루집하기(1)

주머니에 넣기(1)

술독에 달기(1)

메주 쑤기(1)

(물, 냉수)타기(3)

쓿기(6)

붓기(14)

짚내 쏘이기(1)

용수박기(1)

찔러 박기(1)

물들이기(3)

꿰매기(1)

싸기(9)

단단히 싸매기(1)

묻히기(2)

취육하기(1)

뼈 빼기(1)

내장 꺼내기(7)

속 파기(1)

껍질 벗기기(12)

털 없애기(1)

긁기(1)

발라내기(2)

고추씨 없애기(1)

씨 발라내기(2)

힘줄 없애기(1)

까불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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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용하는 법과 장담는 길일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주식시의』에 나타난 식품으로 채소류가 20여종으로 가

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어패류가 15종으로 다음이었다. 육류

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살코기뿐만 아니라 내장육도 다양

하게 이용되었다. 곡류는 멥쌀·찹쌀·밀·보리 정도가 기

록되어 있었고, 이들을 이용한 가루, 밥, 떡의 형태로 가공되

어 주식류 외에도 술이나 병과류의 재료로 이용되었다. 또

엿기름이나 누룩으로 띄워서 장(醬)을 담거나 술을 담구었다.

『주식시의』에는 음식을 만드는 법외에도 게 오래두는

법, 세어법, 분골니법 등의 식품저장법과 세척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반 조리방법은 세척·침지·분쇄·여과 및 압착·

교반 및 혼합·냉각·발효·성형법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써는 방법은 두드리기·저미기·채썰기·썰기 순으로 빈도

수가 높았으며 모두 27가지였다. 가열 조리하는 방법으로, 습

식가열법이 11종, 건식가열방법이 6종, 구분이 모호한 2종이

있었다. 계량단위와 조리도구는 홉[合], 되[升], 말[斗] 등과

잔, 종지, 그릇, 식기, 보시기, 항아리, 숟가락 같이 일상의 조

리도구도 이용되었다. 조리도구로는 일반 조리소도구, 가열기

구, 분쇄기구, 저장용구, 성형용구 등 모두 40여종이 쓰였다.

이상과 같이『주식시의』를 살펴본 결과 다른 조리서와의

<Table 17> Cutting method in 『Jusiksiui』

구분 세부사항

써는 방법
(27)

썰기(13)

잘게 썰기(2)

가지런히 썰기(2)

갸름갸름 썰기(1)

가늘게 썰기(1)

칼끝으로 썰기(1)

채썰기(14)

반듯하게 썰기(4)

네모나게 자르기(4)

동글동글 썰기(3)

모나게 썰기(1)

납작하게 썰기(1)

각이 지게 편육처럼 썰기(1)

염접하기(1)

저미기(16)

포뜨기(1)

두드리기·다지기(31)

자르기(7)

베기(1)

가르기(1)

잔칼집 내기(1)

조각내기(1)

끊기(1)

토막내기(1)

짜개기(1)

열십자로 어이기(1)

등마루 째기(1)

<Table 18> Heating method in 『Jusiksiui』

구분 세부사항

가열방법
(19)

습식가열

찌기(23)

삶기(22)

끓이기(21)

데치기(9)

고으기(8)

죽쑤기(6)

달이기(조리기)(4)

밥짓기(3)

튀하기(1)

중탕하기(1)

뜸들이기(1)

건식가열

볶기(23)

부치기(15)

지지기(11)

굽기(4)

튀기기(1)

화롯불 재를 덮어 익히기(1)

기타

익히기(3)

달구기(1)

<Table 19> Metering units and Cookware in 『Jusiksiui』

대분류 소분류 계량단위 조리도구

주식류

죽 되 고은 체, 솥, 탕관, 숯불, 맷돌

국수 깁체

만두 깁체

부식류

국/전골 치, 잔, 푼 번철, 신선로(열구자탕 그릇), 전골틀, 대나무침

찜 치, 숟가락 깁체, 안반, 화로, 백지, 유지, 침, 실

볶음 푼, 쪽 솥, 통노구(노구), 새옹

전/구이 양푼, 솥, 쟁개비, 꼬치, 화로, 백지

나물 쪽 솥

회 종이

수육 종이

전약 보시기, 냥 양푼

젓갈 항아리

마른 찬 얼멍이, 반듯한 잎

김치/장아찌 치, 말, 되 독, 종이, 항아리, 수수잎이나 단단한 잎

병과류

떡류 말, 되, 식기, 종지
칼, 숟가락, 겹체, 체, 어레미, 절구, 유지, 백지, 모시보자기, 보자기, 찬합,

떡시루, 새옹, 다식판, 족집게

한과류 말, 되, 보 도마, 홍두깨, 번철, 숯불, 숟가락, 새옹, 다식판

음청류 말, 되, 줌 옹배기, 주걱, 항아리, 대나무 칼

주류 말, 1되, 주발, 탕기, 치,홉 항아리, 용수, 바구니, 술독

양념류 장류 말, 되, 방울, 홉
보자기, 돌, 항아리, 유지, 옹배기, 절구, 줌, 체, 솥, 오쟁이, 열박(바가지), 수건, 

맷돌, 그릇, 시루, 절구, 주머니, 항아리, 탕기, 노구, 그릇, 숯불, 장독

기타 그릇, 단, 점, 잔, 항아리, 그릇 실



『주식시의』에 기록된 조선후기 음식 587

차이점은 크게 세가지였다. 첫째,『주식시의』에 기록된 음

식 중 전골채소, 도라지찜, 낙지볶기, 외상문채 등은 다른 조

리서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조리법이었다. 두 번째, 1800

년대 궁중의 의궤에 기록된 음식과는 10여 가지가 중복되었

다. 부식류로 열구자탕·완자탕·금중탕·숭어찜·붕어찜·

연계찜·어채 등과 약식·두텁떡·승검초단자·약과 등이

그러하다. 특히 약과는 당시 연약과·소약과·대약과·방

약과·만두과·소만두과·대만두과·다식과 등으로 그 크

기와 모양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만들진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김 2000).『주식시의』에서도 다식과나 만두과처럼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 은진 송씨

가문은 많은 왕후를 배출한 가문으로서 궁중과 서로 음식의

교류가 있었고, 그 음식들은 사대부가(士大夫家)가에서도 만

들어져 즐겨먹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그간 영남지

역에 집중되었던 조선시대 식생활 자료가 충청지역에서 확

인되어 연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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