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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changes in Jeon. The Korean dictionary was analyzed to analyze the modern definition

of Jeon.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the type and cooking methods of Jeon, 36 cookbooks from the late 1800s to 1999 were

analyzed. The cooking method for Jeon, such as the ingredient, quantity and how to cooking were presented systematically

since 1935. The main ingredients of jeon in modern cookbooks are seafood 36.0%, vegetables 30.2% and meat 20.3%.

Jeon made with seafood or vegetables, chopped meat put in each main ingredient or meatballs with minced meat, etc. meat

was used to make Jeon in a variety of ways. The cooking method for Jeon in a frying pan is the most basic method. After

trimmed materials, adding flour, eggs and oil are the most common way. Making dough with grain flour or ground potatoes,

green beans, legumes, etc., and mixing the ingredients in a pan-frying methods appeared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other

countries recipes. Modern food culture, introducing new ingredients and cookware, has changed. As a result, jeon cooking

methods and the application of the material have varied. The type of jeon and cooking method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nd become more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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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음식은 주식과 부식의 구분이 뚜렷하다. 주식은 밥,

죽, 국수 등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영양분을

보완하는 의미의 부식은 다양한 반찬을 이용하였다. 부식은

육류, 어류, 채소류, 해조류, 과실 등을 식재료로 하여 구이,

찜, 선, 조림, 국, 찌개, 장아찌, 젓갈, 나물 등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을 섭취하였다(최 2012). 특

히, 소량의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전(煎)은 기름을 사용하

는 음식이 적은 전통 한식밥상에서 지방을 섭취하기에 유용

한 찬물로써 다양한 재료가 이용되어 왔다(김 2012). 전은 육

류, 어패류, 채소류 등을 기름에 지지는 조리법으로 전유아,

전냐, 전야, 전 등으로 불렸으며, 궁중에서는 전유화(煎油花)

라고 하였고, 제사 때는 간남(肝南) 또는 간납, 갈납이라 한

다. 또한, 전유어(煎油魚)라고 하여 글자 그대로 생선을 기름

에 지지는 조리법을 말하는데 차차 변하여 생선만이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사용하여 얇게 저미거나 다져서 반대기를 지

어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지져내는 음

식을 말한다(왕 1977; 염 1993; 한 & 황 2010).

전(煎)의 조리법이 수록된 문헌은 1600년대에 들어와서 나

타나고 있다. 1609년「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의 중

국사신을 위한 조반상에 간남(어육)으로 기록되어있고, 1670

년경의「음식디미방」에서 어패류에 밀가루만 묻혀 기름에

지진 것을 ‘어전’이라 하여, 전의 조리법이 구이, 찜, 선 등

의 조리법에 비해 비교적 늦게 개발된 조리법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Ma 1997). 전은 반상, 일반 요리상, 면상, 떡국

상 등 어디든지 쓰이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해 생

선, 고기, 채소 등 그 재료도 광범위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정 1975). 이러한 전은 더욱 다양해진 재료를 응용하여 그

종류와 만드는 여러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전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생기고 인터넷 판매나 대형 유

통시장에서 전을 판매하기도 하고 있으며 전에 사용되는 부

침가루 믹스도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에 대한 연구 분야는, 학생, 주부, 성인남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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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의 전류에 대한 기호도 조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Lee

& Oh 1995; Kim 1995; Kim & Yoon 2003; Kim &

Choi 2005; Hwang 2005; Kim 등 2011)와 냉장 냉동한 부

침류의 이화학적 특성과 관능검사를 통해 전류의 식품 연구

를 한 Kim(1996; 1998)의 연구와 같은 전류 식품 분석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음식디미방」(정부인 안동장씨, 1670

년경),「시의전서」(저자미상, 1800년대 말),「규합총서」(빙

허각이씨, 1815) 등 특정 고문헌을 중심으로 한 전류 조사연

구(Lee 1981; Kim & Ko 2006; Kim & Han 2008; Kim

& Han 2009)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문헌

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전의 종류를 나열하고 파악한 연구

가 진행 되었다(Ma 1997; Lee & Park 2008). 그러나 근대

이후의 조리서를 중심으로 전의 조리학적 변화를 조사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00년대 말

「시의전서」(저자미상, 1800년대 말)를 시점으로 하여 근대

이후의 조리서에 나타난 전(煎)의 조리법을 분석하고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근, 현대에 전의 변화 흐

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의 조리방법이 어떤 식으

로 변화하여 왔는지를 분석하여, 이러한 기초 분석을 통해

전의 역사적 변화를 재조명 하며, 앞으로 전을 이용한 산업

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문헌

본 연구는 근대 이후의 조리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근

대의 시대적 설정 기준은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연구(Lee &

Cho 2008; Lee 2009; Lee & Cho 2010)와 사전적 정의(두

산동아 백과사전 2012; 국립국어원 2012)들을 검토하여 19

세기 이후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1800년대 말

(19세기 말) 이후의 조리서 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전의 근대 이후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적인

작업으로 국어사전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사전은 1947년

「표준 조선말사전」 부터 2009년「고려대한국어대사전」까

지 그 사이에 발간된 사전 30권의 국어사전에서 ‘전’과 ‘저

냐’의 두 단어를 대상으로 개념과 시대별 어떠한 변화가 보

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의 재료와 조리법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기 위

해 1800년대 말부터 1999년까지의 근대 이후에 발간된 조리

서를 살펴보았다. 1800년대 말「시의전서」를 시작으로 하여

「부인필지」,「조선요리제법」,「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간

편조선요리제법」,「사계의조선요리」,「조선요리법」,「증

보조선요리제법」,「우리음식」,「조선요리대략」,「이조궁

정요리통고」,「가정요리」,「궁중음식」,「한국의 요리」,

「한국요리백과사전」,「한국요리」,「한국음식A」,「한국

의 가정요리」,「계절과 식탁」,「한국가정을 위한 가정의

기본요리」,「한국요리·반찬백과」,「한국요리백과」,「한

국음식 역사와 조리」,「한국조리: 이론과 조리실습」,「우

리의 맛 하숙정 요리전집」,「우리의 맛 한국요리전집」,「세

계의 가정요리」,「한국의 맛」,「한국요리백과 부식류」,

「한국인의 보양식」,「조선왕조궁중음식」,「세계의 가정요

리(한국의 요리)」,「한국조리」,「한국음식B」,「한국음식

대관 제6권」,「한국의 상차림」 등 36권의 문헌을 조사대상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문헌은 선행논문연구에서

조사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발취하여 조사하였다(Kim 등

1990; Kim & Kim 2000; Lee 2009; Lee & Cho 2008;

2010; Park 등 2011).

2. 자료 분석 방법 및 주제 분류

1)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근대 이후 조리서의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연구방법

론으로 채택하였다(Kassarjian 1977; Oh 2000; Lee & Cho

2008). 또한, 내용분석은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병행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커뮤니케

이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연구방법이다(Oh 2000; Han

& Shin 2010).

2) 유목 분류 및 세부주제

내용분석을 선택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중 가장 중요

한 절차가 유목 분류이며(Oh 2000), 수집된 자료를 개관적

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Oh 2000;

Lee & Cho 2008; Kook 등 2011). 또한, 내용분석을 이용

하여 연구를 수행할 경우, 유목을 구성하는 것이 연구의 중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Oh 2000; Lee & Cho 2008;

Kook 등 2011). 본 연구의 유목 분류 및 세부주제는 선행연

구들을 활용하여(Kim 등 1990; Kim & Kim 2000; Lee &

Cho 2010; Park 등 2011) 분류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국어

사전에 제시된 전의 사전적 의미<Table 1>, 근대 이후 조리

서에 나타난 전의 종류와 변화 연구<Table 2, 3, 4>, 근대

이후 조리서에 나타난 전 재료의 변화 양상<Table 5>, 근대

이후 조리서에 나타난 전 조리법의 변화 양상<Table 6>로

분류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국어사전에 제시된 전의 사전적 의미

전의 근대 이후의 개념과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 국어사전

에서는 ‘전(煎)’과 유의어 중에서 전을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저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Table 1>을 통

해 정리하였다. 1947년 초판이 나온「표준조선말사전」과

1947년 발간을 시작해 195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행된

「큰사전」을 시작으로 ‘전’과 ‘저냐’의 사전적 의미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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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ctionary meaning of Jeon defined in the Korean dictionary

년도 서명 명칭 사전적 의미

1947 표준조선말사전
전 번철에 기름과 간장을 바르고 지진 음식의 총칭.

저냐 소의 간, 천엽, 생선 들을 밀가루,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

1957 큰사전
전 번철에 기름과 간장을 바르고 무슨 재료에나 밀가루를 묻히어 지진 음식을 통틀어 일컬음.

저냐 물고기나 쇠고기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서 번철(燔鐵)에 지진음식.

1958 표준국어사전
전 전유(煎油)의 준말.

저냐 표기 없음.

1963 민중 국어대사전
전

재료를 얇게 썰어서 밀가루를 묽게 반죽한데 넣어 묻히고 이를 기름 바른 번철 위에 지져 만든 음

식의 총칭.

저냐 얇게 저민 물고기나 쇠고기에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 전유어, 전유화.

1972
신콘사이스

국어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 음식의 총칭.

저냐 쇠간·생선 따위 고기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가루나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음식.

1974
원색도해

신국어대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 음식의 총칭.

저냐 쇠간·생선 따위 고기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가루나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 전유어.

1977 새 우리말 큰사전

전 (재료를 얄팍하게 썰어서 밀가루를 묻히어) ‘기름에 지진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들볶임.

저냐
물고기나 고기붙이를 얇게 저미거나 다져서, 반대기를 지어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서 번철에 

지진 음식.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음. 전유어, 저냐, 전유화.

1981 국어대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 음식의 총칭.

저냐 쇠간·생선 따위 고기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가루나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 전유어, 전유화.

1983
동아

신 크라운 국어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 음식의 총칭.

저냐 쇠간·생선 따위 고기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가루나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음식.

1984 동아국어대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 음식의 총칭.

저냐 쇠간·생선 따위 고기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가루나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음식.

1986
신콘사이스

국어사전

전 쇠간·생선 따위 고기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가루나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

저냐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 음식의 총칭.

1987 국어대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져내는 음식의 총칭. 들볶음.

저냐
얇게 저미거나 다진 물고기나 고기붙이를 반대기를 지어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서 번철에 지

진음식. 재료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음. 전, 전유어, 전유화 fried meat.

1988 국어대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 음식의 총칭(煎).

저냐
쇠간, 생선 따위 고기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가루나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음식, 전유어(煎油漁), 

전유화(煎油花).

1990
금성

뉴에이스 국어사전

전 재료를 얇게 만들어 기름에 지진 음식의 총칭.

저냐
생선이나 고기를 얇게 저며 동글납작하게 만들고,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 전유어, 

전유화.

1991 국어대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져 내는 음식의 총칭. 들볶음.

저냐
얇게 저미거나 다진 물고기나 고기붙이를 반대기를 지어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서 번철에 지

진음식,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음. 전유어, 전유화, fried meat.

1992 우리말 큰사전 3(~)

전 얇게 썬 재료를 밀가루에 묻혀 번철과 기름에 간장을 바르고 지진 음식.

저냐
물고기나 쇠고기 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서 번철에 지진 음식. 전 / 전

유어, 전유화.

1992
뉴에이지

새 국어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 음식의 총칭.

저냐
쇠간·생선 따위 고기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가루나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 Fried fish or 
meat.

1992 그랜드 국어사전

전 재료를 얇게 만들어 기름에 지진 음식의 총칭. 전유의 준말.

저냐
생선이나 고기를 얇게 저며 동글납작하게 만들고,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 전유어, 

전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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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두 사전에서 전은 ‘번철에 기름과 간장을 바르고 지

진 음식’이라 하였고, 저냐는 ‘생선이나 쇠고기 등을 밀가루,

달걀에 씌워 지진음식’이라 하였다. 국어사전의 이론적 차원

의 연구보다 실무적 차원의 편찬을 중심으로 출판되기 시작

한 신기철·신용철(1958)의「표준국어사전」에서(Heo 2009)

전이 ‘전유(煎油)의 준말’이라고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다. 그

이후로 ‘전’과 ‘저냐’에 대한 표기가 어느 정도 자세하게 제

시되었는데, 1963년「민중 국어대사전」에서 전은 재료를

썰어 ‘밀가루를 묽게 반죽한데’에 묻혀서 번철에 지지는 것

의 총칭으로 표기되어 있어 밀가루 반죽을 지짐옷으로 사용

하여 전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고, 저냐는 ‘얇게 저민 물고

기나 쇠고기에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

식’ 이라 하여 전과 달리 밀가루를 재료에 입히고, 달걀을 씌

워 지지는 것으로 표기되어있다. 1972년「신콘사이스 국어

사전」에서부터 1997년「한 국어사전」까지 전에 대한 표기

는 일반적으로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 음식의 총칭’이

라고 표기되어 번철이라는 조리도구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

음식을 일반적으로 전이라 설명하고 있다. 1977년「새 우

<Table 1> Dictionary meaning of Jeon defined in the Korean dictionary (Continued)

년도 서명 명칭 사전적 의미

1992 조선말대사전

전

고기, 생선, 남새를 얇게 저미거나 다져서 양념에 재웠다가 밀가루를 묻히고 닭알물을 씌워 지진 고

유한 조선료리, 재료에 따라 고기전, 생선전, 남새전으로 나누며 만드는 방법에 따라 돈저냐와 구별

된다.

저냐
물고기나 고기붙이, 남새 같은 것을 얇게 저미거나 또는 다져서 반대기를 지어가지고 밀가루나 닭알

을 씌워서 지진음식.

1993 새국어대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음식의 총칭.

저냐 쇠간, 생선 따위 고기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가루나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음식.

1993 겨레말 갈래 큰사전

전 표기없음.

저냐
물고기나 고기붙이. 남새 같은 것을 얇게 저미거나 다져서 반대기를 지어 가지고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서 지진음식.

1994 새한글사전
전 번철에 기름과 간장을 바르고 무슨 재료에나 밀가루를 묻히어 지진 음식을 통틀어 일컬음.

저냐 물고기나 쇠고기 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서 번철에 지진음식.

1995 최신 국어대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진음식의 총칭.

저냐 쇠간·생선 따위 고기붙이를 얇게 저민 뒤에, 가루나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

1997 한국어사전

전 얇게 썬 재료를 밀가루에 묻혀 번철에 기름과 간장을 바르고 지진 음식. = 저냐.

저냐
물고기나 고기붙이를 얇게 저미거나 다져서, 반대기를 지어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서 번철(燔

鐵)에 지진음식.

1999
밀레니엄

새로나온 국어대사전

전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지져내는 음식의 총칭. 들볶음. =저냐.->지짐질. 지짐이.

저냐
얇게 저미거나 다진 물고기나 고기붙이를 반대기를 지어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서 번철(燔鐵)

에 지진음식. 재료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음. 전(煎). 전유어(煎油漁). 전유화(煎油花). Fried meat.

1999
뉴에이스

국어사전

전 생선이나 고기를 얇게 저며 동글납작하게 만들고,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

저냐 재료를 얇게 만들어 기름에 지진 음식의 총칭.

2000 표준국어대사전
전

생선이나 고기, 채소 따위를 얇게 썰거나 다져 양념을 한 뒤,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지진 음식을 통

틀어 이르는 말. =전유(煎油), 저냐.

저냐 얇게 저민고기나 생선 따위에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입혀 기름에 지진음식.=전유어, 전유화.

2000 조선말대사전

전

고기, 생선, 남새를 얇게 저미거나 다져서 양념에 재웠다가 밀가루를 묻히고 닭알물을 씌워 지진 고

유한 조선료리, 재료에 따라 고기전, 생선전, 남새전으로 나누며 만드는 방법에 따라 돈저냐와 구별

된다.

저냐
물고기나 고기붙이, 남새 같은 것을 얇게 저미거나 또는 다져서 반대기를 지어가지고 밀가루나 닭알

을 씌워서 지진음식.

2005 연세 한국어사전
전 생선이나 고기를 얇게 썰어서 밀가루 따위를 묻혀서 기름에 지진 음식.

저냐 표기 없음.

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전

야채나 생선, 고기 따위를 얇게 저며 소금과 후춧가루 따위로 간을 한 다음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기름에 부친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원어)전유어, 전유화 (유의) 저냐, 너냐, 전병, 누름적 따위를 

기름에 두른 번철에 부치어 익히는 일 (원어) 전유.

저냐
생선이나 고기를 얇게 저민 뒤에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음식 (유의) 생선전, 전, 전유어, 

전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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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말 큰사전」에서는 재료를 얇게 저미는 조리법 외에 ‘다져

서 반대기를 지어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씌워’라는 반죽

완자 형태의 조리법이 표기되고 있어 국어사전 표기로도 전

의 다양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어사전에서 저냐에 대한

영문표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987년「국어대사전」,

1999년「밀레니엄 새로나온 국어대사전」에서는 Fried meat,

1992년「뉴에이지 새국어사전」에서는 Fried fish or meat라

는 영문표기를 통해 저냐음식은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에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저냐는 생선과

고기, 채소 등 한정적인 재료가 아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

하여 기름에 지진 음식을 말하는데, 1990년 이전 저냐의 사

전표기를 보면 ‘쇠간, 생선 따위의 고기붙이’, ‘생선이나 고

기’, ‘물고기나 쇠고기’ 등 생선과 고기로 재료가 한정적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1년「국어대사

전」에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음’이라는 표현이 제시

되어 재료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의 표기는 1999년

「밀레니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까지 ‘번철(燔鐵)에 기름

을 바르고 지져내는 음식의 총칭’ 정도의 간단한 표기로 되

어있으며, ‘번철’이라는 조리도구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번철(燔鐵)’은 ‘지짐질할 때에 쓰는, 솥뚜껑을 잦

힌 것처럼 생긴 무쇠 그릇’(이 2011)으로 현대에는 잘 사용

하지 않는 조리도구이다. 그리하여 2000년「표준국어대사

전」에서 부터는 ‘번철’에 지진다는 표기가 거의 사라졌다.

또한, ‘전’의 표기에도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는

데 ‘생선이나 고기, 채소 따위를’라 표기하여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나타냈다. 1992년, 2000년의「조선말대사전」을 보

면 ‘고기, 생선, 남새를 얇게 저미거나 다져서 양념에 재웠다

가 밀가루 묻히고 닭알물을 씌워 지진 고유한 조선료리’라고

하여 우리의 사전적 표기와 매우 유사한 반면 ‘만드는 방법

에 따라 돈저냐와 구별된다.’라는 표기로 보아 고기류를 혼

합해 동글납작하게 지져내는 돈저냐를 북쪽은 남쪽과 달리

전과 따로 구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근대 이후 조리서에 나타난 전의 종류와 변화 연구

전의 종류와 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근대 이후

조리서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1800년대 말

「시의전서」를 시작으로 1999년 강인희 등 11인 저서의「한

국의 상차림」까지 총 36권에서 746여종의 전류를 분석하였

다. 이들 조리서에서 전에 사용된 재료의 수가 172가지로 조

사되어 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리서에 재료와 만드는 법이 따로 명시되고 분량이 체계

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 발행된 조리서 부

터인 것으로 나타났다(Park 등 2011). 본 연구에서도 1800년

대부터 1934년도까지 편찬된「시의전서」,「부인필지」,「조

선요리제법」,「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간편조선요리제

법」까지 조리서에는 조리법만 작성되어 있거나 대략의 분량

만 제시되는 등 조리서의 체계가 명확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1935년에 편찬된「사계의조선요리」부터 조리법에 재

료 표기, 분량, 만드는 법으로 체계적인 표시가 되어 있다.

1970년 이후 조리서의 저자들은 식품 관련 학계 연구자뿐만

아니라 요리학원을 운영하며 실무조리교육을 담당하는 요리

연구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Park 등 2011). 국제행사와

함께 식생활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1980년대(Yoo 2002)

시기의 조리서의 대부분은 영양학 및 식품학, 위생학 교육을

받은 신지식인들에 의해 저술되었다. 또한, 해방 이후 1970

년부터는 문예출판사에서 발간한「가정요리」부터 시작해

가정조리서의 출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6

<Table 2> Jeon recorded modern cookbooks 

년도 서명 집필자
전 표

기수

1800년대 말시의전서 저자미상 16

1915 부인필지 빙허각이씨 3

1917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6

1924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30

1934 간편조선요리제법 이석만 9

1935 사계의 조선요리 령목상점 5

1939 조선요리법 조자호 12

1942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

1948 우리음식 손정규 18

1950 조선요리대략 황혜성 24

1957 이조궁정요리통고 한희순 외2 16

1970 가정요리 문예출판사편집부 21

1971 궁중음식 동아일보사 18

1975 한국의 요리 정순자 27

1976 한국요리백과사전 황혜성 36

1977 한국요리 왕준련 22

1980 한국음식 황혜성 11

1980 한국의 가정요리 하선정 50

1980 계절과 식탁 유계완 32

1982
한국가정을 위한 가정의 

기본요리
하숙정 26

1982 한국요리·반찬백과 황혜성 20

1983 한국요리백과 왕준련 33

1984 한국음식 역사와조리 윤서석 18

1984 한국조리: 이론과 조리실습하순용 외2 11

1984 우리의 맛 하숙정 요리전집 하숙정 27

1986 우리의 맛 한국요리전집 하숙정 23

1986 세계의 가정요리 김경진 외4 10

1988 한국의 맛 강인희 20

1990 한국요리백과 부식류 왕준련 29

1992 한국인의 보양식 강인희 44

1993 조선왕조궁중음식 황혜성 13

1993
세계의 가정요리

(한국의 요리)
황혜성 16

1993 한국조리 정순자 28

1993 한국음식 염초애 외2 17

1997 한국음식대관 제6권 황혜성 외3 24

1999 한국의 상차림 강인희 외11 12

합계 36(권)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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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한국요리백과사전」에서는 경기도에 ‘홍해삼’, 제주도에

‘고사리전’, ‘미스전’ 등 우리나라 8도에 따른 향토음식의 전

을 명시하기 시작하였고, 1988년「한국의 맛」에서도 향토

음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내용으로 보았을 때 최근 한국

학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향토음식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광문화상품화하려는 노력(Lee, 2008)이 진행 중이어서 향

토음식의 전 또한 중요한 연구적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

다. 1934년「간편조선요리제법」에서는 음식이 먹기 알맞은

계절을 간단히 명시했으며, 1980년「한국의 가정요리」,「계

절과 식탁」에서 계절을 중심으로 조리법을 분류하여 봄, 여

름, 가을, 겨울에 알맞은 전의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어, 계절

별 전에 대한 소개가 좀 더 심도 있게 계승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또한 제철음식을 기준으로 한 조리법들로 건강식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전 뿐만 아니라 다른 조리에 활용될 수

있는 제철 식재료의 연구적 자료로 생각된다. 현대의 웰빙트

랜드에 따라 한식의 건강성을 강조하면서 식물성 기름을 사

용한 건강식품으로서 재료에 따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기본 영양소 이외 비타민, 무기질 같은 미량영양소까지 보유

한 전 조리방법(Hwang 2005)과「한국인의 보양식」(강 1992)

과 같은 건강 지향적 한식 조리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근대 이후의 조리서에 나타난 전 재료의 변화 양상

본 연구에서 조사한 근대 이후의 조리서에 나타난 전에 사

용된 재료의 수가 무려 172가지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재료에 따라 전의 종류를 분석한 결

과 <Table 3>과 같이 어패류 62종(36.0%), 채소류 52종

(30.2%), 육류 35종(20.3%), 두류 8종(4.7%), 버섯류 6종

(3.5%), 가금류 4종(2.3%), 곡류 3종(1.7%), 난류 2종(1.2%)

으로 조사가 되어 이들 전에 사용된 주재료를 보면 대체로

어패류, 채소류, 육류를 이용한 전 음식이 전체의 86%를 자

치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종류만

으로 따지면, 주재료 중 어패류의 사용이 전체의 36.0%로 가

장 많았지만 풋고추전, 해삼전과 같이 어패류나 채소류를 이

용한 전의 경우에도 고기를 저미거나 다져서 소를 만들고 각

각의 주재료에 붙여 지지거나 또는 속에 넣고 지지는 등 육

류를 재료로 한 매우 다양한 전 음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소의 도살법과 조리법

이 발달하여 쇠고기 음식을 즐겨먹었으므로, 고려 말부터 시

작하여 ‘고기’는 쇠고기를 칭하는 것이 되었다. 농경에 피해

를 줄 정도로 소의 도살이 이루어져 ‘쇠고기 금지령’이 생길

정도의 조선시대 쇠고기의 선호성은 1670년~1945년대 조리

서에 쇠고기에 대한 조리법이 많이 등장하는 것과 관계가 깊

다(Ryu & Kim 1992). 그리고 1920년대 서울과 진주에서

우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왔고, 우시장의 설치와 도축으로

도시에서 쇠고기 육회까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전에 비

해 증가하여, 전류에도 육류를 이용한 음식이 다양해 졌을

것으로 사료된다(주 2011). 1670년대부터 1995년까지 간행

된 조리서 중 해산물을 이용한 전의 기록을 조사 나열한 마

영순」이효지의 연구(1999)를 보면 1924년「조선무쌍식요

리제법」이전의 문헌에는 어패류 중 주재료가 굴, 조개와 같

은 패류가 많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굴, 조개와 같은 패류는

많이 등장하는 재료인 반면 생선은 드물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바다생선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식재료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1924년「조선무쌍

식요리제법」을 시작으로 ‘대구전’, ‘도미전’, ‘민어전’, ‘숭어

전’ 등의 바다생선을 이용한 전류 음식이 등장하게 된다. 이

는 과거에 바다생선은 주로 소금에 절여서 말린 후 유통시

키다가 목제 냉장고와 얼음 제조기술이 등장한 20세기 초반

이후 바다생선도 횟감으로 먹기 시작할 정도로 유통이 잘 되

었다. 특히, 민물생선은 디스토마라는 ‘지방병’이 있었고, 흙

을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고, 냄새가 많이 나 일제 말기에

들어와서는 바다생선의 식용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주

2011). 이로 인해 20세기 초부터 바다생선의 활용도가 높아

지면서 근대 이후의 조리서에서도 어패류 전 종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1935년「사계의조선요리」를 보면 재료에 ‘아지노모토’가

나오기 시작 한다. ‘아지노모토’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맛의

근원이란 뜻으로 일본에서 발명된 화학조미료이다. 1908년

설립된 스즈키 제약소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시중에 판매

한 상품으로 처음에는 일본인들도 생소했으나 점차 익숙해

졌고(노 2009),「사계의조선요리」에 ‘배추전’, ‘고추전’, ‘굴

전’에 아지노모토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에도 일

제강점기 이후로 수입이 되어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한국요리」,「한국의 가정요리」,「한국가정을 위

한 가정의 기본요리」,「식생활을 개선하는 한국 요리」,「한

국요리백과」,「한국요리백과 부식류」의 1977년도부터 1980

년대까지 조리서에 화학조미료가 계속 나온다. 이는 1956년

대상그룹에서 일본의 아지노모토 주식회사에서 기술을 배워

와 한국식 이름인 ‘미원’이란 상표로 화학조미료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므로, 1977년도부터 1980년대까지의 조리서에 표

기된 화학조미료는 국내산 조미료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

<Table 3> Classification of the main ingredients in the Modern

cookbooks

분류 종류(%)

주재료

어패류 62 (36.0)

채소류 52 (30.2)

육류 35 (20.3)

두류 8 (4.7)

버섯류 6 (3.5)

가금류 4 (2.3)

곡류 3 (1.7)

난류 2 (1.2)

합계 1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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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화학조미료의 사용은 전통적인 양념과 손맛이라

는 것이 후진적이며 비위생적인 반면, 화학조미료가 위생적

이며, 근대화의 표징으로 여겨져 화학조미료가 사용되었으

나, 1980년대 들어와 ‘화학’이란 근대화의 상징은 해롭다는

자연주의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다(Joo 2003). 그리하여 전

류 음식에서 1990년「한국요리백과 부식류」이후 조리서에

는 화학조미료의 표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

리서에서 전을 찍어 먹기 위한 장이 나오는 것은 1948년

「우리음식」의 ‘초장을 찍어 먹는다’하여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 주로 어패류와 곁들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조궁정

요리통고」는 ‘양념장’, ‘겨자’, ‘초간장’이 나오고,「궁중음

식」에 ‘초장’, ‘겨자장’이 조사되었으며,「한국요리백과사

전」에 ‘초간장’이,「계절과 식탁」에서 ‘초간장’, ‘겨자’,「우

리의 맛 하숙정의 요리전집」,「우리의 맛 한국요리전집」에

서는 ‘양념간장’,「한국의 맛」에서 ‘초간장’, ‘겨자즙’,「조

선왕조궁중음식」에서 ‘초간장’,「세계의 가정요리」에서 ‘초

간장’, ‘양념장’,「한국조리」에서 ‘초간장’이 나타나 전 음

식에 주로 곁들이는 장류는 ‘초간장’, ‘양념간장’, ‘겨자장’으

로 조사되었다. 1980년「한국의 가정요리」의 ‘삼색전’과

‘새우전’에 파슬리를 장식으로 곁들여 사용한다는 기록이 나

온다. 또한, 1983년「한국요리백과」에서도 ‘돈전’과 ‘천엽

전’에 마무리로 파슬리 장식을 한다고 되어 있다. 1982년

「한국가정을 위한 가정의 기본요리」에서는 처음으로 ‘피망

전’에 대한 조리법이 나와 서양의 재료로 인식되고 있는 피

망을 주재료로 한 ‘피망전’의 조리법이 처음 나타나고 있으

며, 1983년「한국요리백과」에서도 ‘피망전’이 나타나며, ‘표

고전’에서는 피망이 장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1986년「우리

의 맛 한국요리전집」에서도 ‘피망전’이 제시되었다. 1984년

「한국음식의 역사와 조리」에서는 ‘토마토전유어’가 나타나

처음으로 토마토를 이용한 전음식이 조리서에 등장하기 시

작하였고, 1992년「한국인의 보양식」에도 ‘토마토저냐’가

나타났는데, 토마토는 본래 남방식품으로 중국에서 종자를

가져다가 재배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 즐겨 먹게 된 것은 10

세기 후반부터이다(윤 1999). 이처럼 서양에서 들어온 작물

로 서양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파슬리(Parsley), 피

망(Pimento), 토마토(Tomato)를 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과 더

불어 서구화된 음식과 식재료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양의

재료까지 이용한 전의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980년「계절과 식탁」의 ‘봄’편에서는 ‘통조림

고등어’를 이용한 ‘통조림고등어 전유어’가 나타나면서 전 음

식에도 주재료에도 가공식품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후반에 와서 ‘소시지전’, ‘참치통조림

전’, ‘옥수수콘전’ 등 가공식재료를 이용한 전음식이 더욱더

다양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4. 근대 이후 조리서에서 나타난 전 조리법의 변화 양상

근대 이후 조리서에 나타난 전류 음식의 조리법상 변화 양

상을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전의 조리법은 총 7개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 조리형태 중 가장 많은 ‘지짐’ 방법이 411개

(55.9%)로 나타났고, ‘고기 소 넣어 지짐’ 방법이 100개

(13.6%), ‘완자 지짐’ 방법이 75개(10.2%), ‘반죽 지짐’ 방법

이 59개(8.0%), ‘고기 소 붙여 지짐’ 방법이 36개(4.9%), ‘쌈

형식’ 방법이 29개(3.9%), 마지막으로 ‘누름적’ 방법이 25개

(3.4%)로 그 조리형태를 나누어 분석되었다.

1) 지짐법

현재와 같은 조리법을 구성하는 전류 중에서 문헌상에 나

타나는 순으로 볼 때 재료 손질 후 곡물가루를 입혀 기름에

지지는 조리형태가 먼저 발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곡

물가루에는 주로 밀가루를 사용하고 찹쌀가루, 메밀가루 등

도 이용하였다(최 2012). 전 하면 대표적인 것이 재료를 저

민 후에 밀가루, 달걀을 옷으로 입혀서 번철에 기름을 두르

고 지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조사된 조리 형태이다. 밀가루를 먼저 바르고 달걀을 씌워

지지는 형태는 재료의 맛을 더욱 살리고, 습기를 걷고 달걀

이 잘 붙어 전을 완성한 후 달걀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

해서 이다(황 1976). 지짐에는 크게 ① 재료손질→곡물가루

→달걀→지지기가 일반적이며, ② 재료손질→곡물가루→

지지기로「시의전서」의 ‘호박전’에서 볼 수 있으며,「한국

조리: 이론과 조리실습」의 ‘간전유어’에도 나타난다. 특히,

간전의 경우 달걀을 묻히지 않고 지지는 경우가 많다. ③ 재

료손질→밀가루즙→지지기는 ‘연근전’에 자주 쓰이는 조리

법이다.

2) 고기 소 넣어 지짐법

‘고추전’, ‘해삼전’, ‘표고전’에 주로 쓰이는 조리법으로 보

통 반으로 가를 수 있거나 포개어 넣을 수 있는 주재료에 쇠

고기를 다져서 만든 속을 넣고, 고기 부분에 밀가루를 바르

고 달걀을 입혀서 기름에 지지는 방식이다. 그 외에 1977년

「한국요리」 ‘우설전’, 1980년「한국의 가정요리」의 ‘궁화

전’의 경우 주재료를 저미고 그 사이에 고기 속을 넣고 맞붙

여서 밀가루 바르고 달걀을 입혀서 지지는 조리법이 있으며,

「한국의 가정요리」에 ‘오징어 완자전’, ‘생새우저냐’ 같이

고기소를 완자처럼 만들어 그 주위를 주재료로 두르거나

1982년「한국의 가정을 위한 가정의 기본요리」의 ‘애호박

전’과 같이 가운데 구멍을 내어 소를 넣고 밀가루, 달걀을 씌

워 지지는 형태와 같은 조리법 등이 있었다.

3) 완자 지짐법

대표적으로 ‘육전’, ‘양동구리’와 같은 음식이 있다. 이는

재료를 다진 후에 밀가루, 달걀 등과 함께 반죽하여 동그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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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 and cooking methods of Jeon in the Modern cookbooks

서명 년도 전의 종류 조리법 방식

시의전서

1800

년대 

말

고기전,양전,천엽전,간전,쇠골간랍,생선

전,대하간랍,조개간랍,굴간랍
저미기→메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간깨간랍 저미기→깨소금→지지기

호박전 저미기→밀가루→지지기

게간랍, 쌈 재료손질고기→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참새전유어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육간랍 재료다지기→빚기→지지기

알쌈법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부인필지 1915

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생선게장전유화 게장 긁어내기→생선에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꿩게장전유화 게장 긁어내기→꿩고기에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조선요리

제법
1917

애호박전,등골전유어,양전유어,천엽전유

어,간전유어,조개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조선무쌍식

요리제법
1924

생선전유어,버섯전유어,간전유어,고기전

유어,골전유어,양전유어,천엽전유어,낙

지전유어,제육전유어,이리전유어,대구전

유어,도미전유어,민어전유어,비웃전유어

,새우전유어,숭어전유어,웅어전유어,잉어

전유어,조개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석이전유어,게전유어,굴전유어,밴댕이전

유어,뱅어전유어
재료 손질기→밀가루→달걀→지지기

북어전유어 두두린 후 불리기→밀가루→달걀→지지기

배추전유어,애호박전유어,선지전유어 재료손질기→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고초보찜 재료손질기→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비빔밥전유어 재료 손질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간편조선

요리제법
1934

호박전유어,간전유어,등골전유어,양전유

어,천엽전유어,조개전유어,생선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감자전유어 재료 다지기→다진 삶은 달걀함께 섞기지지기
반죽지짐법

초대 밀가루묽은 반죽지지기→미나리 얹기지지기

사계의

조선요리
1935

굴전유어,새오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채소전유어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풋고초전유어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미나리초대 밀가루묽은 반죽미나리 섞기→지지기 반죽지짐법

조선요리법 1939

조개전유어,생선전유어,간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두릅전유어,묵전유어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고추전유어,미쌈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자충이전유어,게전유어,조개전유어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양전유어 다지기→밀가루→달걀→지지기 반죽지짐법

알쌈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조선요리

제법
1942

우육전유어,양전유어,천엽전유어,조개전

유어,호박전유어,등골전유어,새우전유어

,제육전유어,생선전유어,굴전유어,낙지전

유어,비웃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북어전유어 두두린 후 불리기→밀가루→달걀→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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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 and cooking methods of Jeon in the Modern cookbooks (Continued)

서명 년도 전의 종류 조리법 방식

조선요리

제법
1942

채소전유어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풋고추전유어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버섯전유어,미나리전 재료손질→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반죽지짐법

파전 재료손질→밀가루+달걀+물 반죽파 넣기→지지기 반죽지짐법

우리음식 1948

간전,천엽전,골전,민어전유어,되미전유

어,숭어전유어,대구전유어,조개전유어,

새우전유어,대구이리전유어,굴전유어,

호박전,가지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풋고추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육전 재료다지기→빚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빈자떡 녹두된반죽채소 섞기→지지기 반죽지짐법

알쌈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밀쌈 밀가루묽은 반죽지지기→속 만들기→속 넣고 둘둘말기 쌈형식법

조선요리

대략
1950

간전여 저미기→메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양전여 저미기→녹두녹말달걀지지기

백어전 저미기→찹쌀가루달걀지지기

신새 저미기→녹말지지기

육전유어,생선전유어,낙지전,

천엽전유어,가지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호박전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해삼전여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양동구리 재료 다지기→녹말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게전유어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고추전,채소전여,버섯전여,미나리전여,

마전여,굴전,대합전,북어전여,비웃전여,

새우전유어,대하전

표기 없음  

이조궁정

요리통고
1957

가진전,간전유아,등골전유아,대합전유아

,뱅어전유아,대화전유아,뱅어전유아,양전

유아,천엽전유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굴전유아 헹구기→메밀가루→달걀→지지기

호박전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호박마주붙이기→밀가루→달걀→

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풋고추전,해삼전유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게전유아 게살 바르기→쩌내기→밀가루→달걀→지지기

양동구리 재료 다지기→녹말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알쌈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가정요리 1970

간전,너비아니전,등골전,처녑전,굴전유

어,낙지전유어,생선전유어,뱅어전유어,

병어전유어,대하전유어,새우전유어,

조개전유어,패주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북어전유어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해삼전유,풋고추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고기완자전,게전유어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움파전 재료손질→밀가루+달걀반죽과 함께 섞기→지지기 반죽지짐법

박고지누루미,우육누루미 재료손질→꼬치에 꿰기→밀가루→달걀→지지기 누름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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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 and cooking methods of Jeon in the Modern cookbooks (Continued)

서명 년도 전의 종류 조리법 방식

궁중음식 1971

가지전유아,등골전유아,양전유아,천엽전

유아,굴전유아,대합전유아,뱅어전유아,

대하전유아,생선전유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간전유아 저미기→메밀가루→달걀→지지기

달걀지단 노른자지지기, 흰자지지기

애호박전유아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호박마주붙이기→밀가루→달걀→

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풋고추전유아,해삼전유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양동구리 재료 다지기→녹말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게전유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알쌈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미나리지단 꼬치에 꿰기→밀가루→달걀→지지기 누름적법

한국의요리 1975

양파전,연근전,간전,제육전,등골전,

천엽전,굴전,낙지전,민어전유어,

새우전(2),조개전,패주전,송이전(2)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송이전(1),두릅전,버섯전,북어전유어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애호박전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호박마주붙이기→밀가루→달걀→

지지기

풋고추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해삼전

양동구리,뱅어전유어,새우전(2)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완자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채소전 썰기밀가루+달걀+물+소금반죽과 함께 섞기→지지기 반죽지짐법

깻잎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접기→지지기

쌈형식법
알쌈전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한국요리

백과사전
1976

생선전유아,뱅어전유아,등골전,대합전유

아,부아전,대하전유아,가지전,처녑전,

애호박전,북어전,황해도고기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표고전,두부전,묵전 저미기→녹말지지기

간전 저미기→메밀가루→달걀→지지기

연근전 저미기→밀가루즙지지기

감자전 찌기→썰기→밀가루→달걀→지지기

두부전 저미기→달걀지지기

달걀전 달걀 풀기→번철에 놓고 으깬고구마 올리기→지지기

동태고명지짐
무 채썰기→쇠고기 볶기→동태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

기→무, 고기 얹기→찌기

해삼전유아,고추전,초기전(표고)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게전유아

찌기→게살바르기→껍질에 게살 소 넣기→밀가루→달걀→지

지기

홍해삼
재료다지기→홍합, 해삼 각각 반죽→밀가루→달걀→각각 지

지기
완자지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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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 and cooking methods of Jeon in the Modern cookbooks (Continued)

서명 년도 전의 종류 조리법 방식

한국요리

백과사전
1976

콩부침,감자부침,감자지짐 갈기→반죽→지지기

반죽지짐법

장떡 반죽→반데기→지지기

고사리전 달걀 풀기→번철에 놓고 고사리 올리기→지지기

미스전 고기다지기→녹두넣고 반데기→달걀지지기

파전 멥쌀가루반죽→지지기→재료 얹기→멥쌀가루반죽→달걀 얹기

잡곡전 잡곡반죽→지지기→재료얹기→지지기

알쌈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총떡 메밀반죽→지지기→재료얹기→돌돌 말아 지지기

한국요리 1977

도미전,대구전,두릅전,민어전,굴전,김치

전,대합완자전,간전,동태전,쇠고기전,

새우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광어전 저미기→김에 말기→밀가루→달걀→지지기

호박전,가지전 썰기→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해삼전,풋고추전,양파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우설전

저미기→고기 소 사이에 놓기→혀 저민 것 맞붙이기→밀가루

→달걀→지지기

돈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빈대떡 녹두+쌀 갈기→채소+고기 손질→함께 섞기→지짐
반죽지짐법

감자전 감자갈기→+밀가루+달걀→지지기

달걀지짐 달걀김지→지기말기→달걀→지지기 쌈형식법

한국음식 1980

각색전,천엽전,생선전,새우전,부아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간전 저미기→메밀가루→달걀→지지기

연근전 저미기→밀가루즙→지지기

고추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양동구리전 재료 다지기→녹말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빈대떡 녹두+쌀 갈기→채소+고기 손질함께 섞기→지짐
반죽지짐법

파전 재료손질→밀가루+쌀가루+달걀+물 반죽파 넣기→지지기

한국의

가정요리
1980

생태전,병어전,대합전,돼지간전,가자미

전,민어전,제육전,호박전,어묵전,처녑전,

등골전,간전,돼지고기전,김치전,양전,제

육전,대합완자전,낙지전,광어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간전,고구마전,감자전 저미기→밀가루+달걀 지짐옷→지지기

돼지삼겹살전 저미기→풋고추 놓기→밀가루+달걀 반죽→지지기

표고버섯전 저미기→밀가루→고추고명→달걀→지지기

채소전 채썰기→고기+배추→밀가루→달걀→지지기

풋고추전 채썰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왕새우전 저미기→밀가루+녹말→고기 소 붙이기→밀가루→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둥근파전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호박완자전,새우전,오징어완자전,오징어

야채전,생새우저냐,해삼전,새우저냐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궁화전 재료손질→소 넣기→반으로 접기→밀가루→달걀→지지기

꽃게전,게살전,두부전,홍합전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버섯전 재료 채썰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대하전 대하를 짓이겨 둥글 납작하게 빚기→밀가루→달걀→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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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 and cooking methods of Jeon in the Modern cookbooks (Continued)

서명 년도 전의 종류 조리법 방식

한국의

가정요리
1980

쑥갓전 찹쌀가루→반죽+쑥갓, 고추→지지기 반죽지짐법

깻잎전 재료손질→깻잎→고기 소 넣기→깻잎 맞붙이기→지지기 쌈형식법

고추마늘전,삼색전,쇠고기삼색전 각재료손질→꼬치→밀가루→달걀→지지기

누름적법완자새우말이전
쇠고기 반죽→새우,표고,오징어,달걀지단에 각각 말기→꼬치에 

꽂기→지지기

표고전 표고, 고추, 마늘→꼬치에 꿰기→밀가루+달걀 반죽→지지기

계절과

식탁
1980

등골전유어,처녑전유어,간전유어,뱅어전

유어,다시마전,제육전유어,패주전유어,

허파전유어,숭어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광어풋고추전유어,통조림고등어전유어
야채 썰기→달걀 묻히기→생선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

기→야채달걀 얹기→지지기

삼치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풋고추채 얹기→지지기

미나리초대 달걀→밀가루 묻힌 미나리→달걀지지기

송이전,양전유어(a) 썰기→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양전유어(b) 썰기→고기, 야채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풋고추전유어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생홉합산적전유어,조개전유어,느타리전

유어,생새우동구리,토끼고기전유어,

쇠지라전유어소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양동구리전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어채전
민어, 새우 다지기→반죽→야채 채썰기→반죽→밀가루→야채

얹기→달걀→지지기
반죽지짐법

움파전유어 썰기→쇠고기+밀가루+달걀→반죽과 함께 섞기→지지기

미나리움파전유어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알쌈,굴알쌈,채소달걀쌈,패류달걀지짐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깻잎전유어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접기→지지기

한국가정을 

위한

가정의

기본요리

1982

홍합전,굴전,간전,천엽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두부쌍합전 두부 사이에 고기 놓기→밀가루→달걀→지지기

더덕전 두두리기→밀가루→달걀→쑥갓, 고추 고명→지지기

묵전 저미기→지지기

두부전 썰기→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오징어완자전,새우전,고추전,피망전,

표고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옥파전 재료손질→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어육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둘둘 말기→밀가루→달걀→지지기

애호박전 호박 가운데 구멍내기→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모듬전
채소 채썰기→+밀가루 반죽→깻잎에 펴 바르기→접기, 어슷

썬 가지에 가운데 넣기→맞붙기→밀가루→달걀→지지기

두부전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깻잎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접기→밀가루→달걀→지지기 쌈형식법

파전,삼색야채전,고사리전, 미나리전 재료손질→꼬치→밀가루→달걀→지지기

누름적법

두릅전 재료손질→꼬치에 꿰기→달걀→지지기

쇠고기더덕전 고기+각 재료→꼬치→밀가루→달걀→지지기

오색마늘전
마늘,표고,붉은고추,피망,옥파 같은 크기로 썰기→꼬치→밀가

루→달걀→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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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 and cooking methods of Jeon in the Modern cookbooks (Continued)

서명 년도 전의 종류 조리법 방식

식생활을

개선하는

한국요리

·

반찬백과

1982

애호박전,생선전,민어전,굴전,돼지고기

전,돼지간전,간전,오징어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가지전 칼집내기→고기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표고전,고추전,피망전,새우전,양파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파전
재료손질→밀가루+달걀+물 반죽→파 넣기→지지기→달걀물 

얹기→지지기
반죽지짐법

깻잎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접기→밀가루→달걀→지지기 쌈형식법

다시마전,고추마늘전 재료손질→꼬치→밀가루→달걀→지지기
누름적법

쇠고기삼색전,쇠고기더덕전 고기+각 재료→꼬치→밀가루→달걀→지지기

한국요리

백과
1983

우설전,도미전,간전,쇠골전,대구전,홍합

전,새우전,민어전,양송이전,연근전,참치

전,쇠고기전,김치전,가지전,조개전,굴전,

천엽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고사리전,쑥갓전 재료손질→밀가루→달걀→번철에 펴놓기→지지기

감자전 썰기→삶기→밀가루→달걀→지지기

두릅전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피망전,해삼전,표고전,풋고추전,양파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호박전 재료손질→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돈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간동구리,게살전,양동구리전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빈대떡 녹두갈기→채소+고기 손질→함께 섞기→지짐 반죽지짐법

깻잎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접기→지지기 쌈형식법

한국음식 

역사와

조리

1984

애호박전유어,양파전,토마토전유어,간전,

너비아니전,두골전,등골전,처녑전,생굴

전유어,조개전유어,대하전,생선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표고버섯전,해삼전유어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완자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게살전유어 재료 다지기→섞기→지지기

고물전유어
생선 부스러기+소금+후추+녹말갠 것→빚기→밀가루→달걀→

지지기

채소갈납전 재료를 꼬치에 꿰기→밀가루→달걀→지지기 누름적법

한국조리:

이론과

조리실습

1984

생선전유어,생굴전유어,패주전유어,

호박전유어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간전유어 저미기→밀가루→지지기

대하전유어 썰기→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풋고추전유어,양파전유어,

표고버섯전유어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돈전유어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알쌈전유어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우리의 맛 

하숙정의 

요리전집

1984

가제미전,가지전,간전,처녑전,허파전,

홍합전,조개전,청포묵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호박전,양파전 저미기→밀가루→달걀고명 얹기→지지기

고사리전 재료손질→달걀 나눠 풀기→지지기→고사리 얹기→지지기

고추전,새우전,오징어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돈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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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 and cooking methods of Jeon in the Modern cookbooks (Continued)

서명 년도 전의 종류 조리법 방식

우리의 맛 

하숙정의 

요리전집

1984

달래 녹말지짐 재료손질→밀가루+녹말가루+물 반죽→함께 섞기→지지기

반죽지짐법

빈대떡 녹두+쌀 갈기→채소+고기 손질→함께 섞기→지짐

감자빈대떡 감자갈기→+밀가루→지지기→고명얹기→지지기

굴파전
재료손질→밀가루+달걀+물 반죽→함께 섞기→지지기→굴 얹

고 지지기

김두부전
재료다지기→야채+두부반죽→반데기→한쪽에 김 붙이기→두

부에 밀가루→달걀→지지기

호박전병말음
재료손질→밀가루+물 반죽→함께섞기→지지기→김 붙이기→

말기

동래파전
재료손질→밀가루+쌀가루+달걀+물 반죽→함께 섞기→파 지

지기→반죽넣기→고기+해물넣고 지지기

두부야채전 재료손질밀가루+녹말가루 반죽함께 섞기지지기

파전
재료손질→밀가루+달걀+물 반죽→파 지지기→반죽넣기→재료

넣고 지지기

알쌈전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두릅전 재료손질→꼬치에 꿰기→달걀→지지기
누름적법

중하전 재료손질→꼬치에 꿰기→밀가루→달걀→지지기

우리의 맛 

한국요리

전집

1986

새우전,가지전,홍합전,대합전,간전,

천엽전,허파전,애호박전,가자미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고추전,피망전,표고전,새우전,

오징어완자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새우전 재료 다지기→+찹쌀가루→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돈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동래파전
재료손질→밀가루+쌀가루+달걀+물 반죽→함께 섞기→파 지

지기→반죽넣기→고기+해물넣고 지지기

반죽지짐법
굴파전

재료손질→밀가루+달걀+물 반죽→함께 섞기→지지기→굴 얹

고 지지기

빈대떡 녹두+쌀 갈기→채소+고기 손질→함께 섞기→지짐

파전
재료손질→밀가루+달걀+물 반죽→파 지지기→반죽넣기→재료

넣고 지지기

알쌈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해물꼬지전,중하전 재료손질→꼬치에 꿰기→밀가루→달걀→지지기 누름적법

세계의

가정요리
1986

새우전,호박전,연근전,굴전,간전,생선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표고전,양파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완자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파전 재료썰기→밀가루+쌀가루+달걀→반죽과 함께 섞기→지지기 반죽지짐법

한국의 맛 1988

간저냐,처녑저냐,부아저냐,민어저냐,

새우저냐,조개관자저냐,제육저냐,

고사리전,황해도고기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감국저냐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표고저냐,풋고추저냐,해삼저냐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양동구리저냐,버섯저냐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완자저냐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홍해쌈
재료다지기→홍합, 해삼 각각 반죽→밀가루→달걀→각각 지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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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 and cooking methods of Jeon in the Modern cookbooks (Continued)

서명 년도 전의 종류 조리법 방식

한국의 맛 1988

감자부침 감자갈기→지지기→재료얹기→지지기

반죽지짐법밀부꾸미 재료 채썰기→밀가루+물→함께 섞기→지지기

빈대떡 녹두+쌀 갈기→채소+고기 손질→함께 섞기→지짐

한국요리

백과

부식류

1990

우설전,도미전,간전,쇠골전,대구전,

홍합전,새우전,민어전,양송이전,김치전,

가지전,조개전,굴전,천엽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고사리전,쑥갓전,모듬전 재료손질→밀가루→달걀→지지기

두릅전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피망전,해삼전,풋고추전,표고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연근전 저미기→고기 소 구멍에 끼어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채소전
재료손질→감자에 김감기→애호박에 다진새우살 붙이기→양

파에 다진고기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양전,간동구리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돈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빈대떡 녹두+쌀 갈기→채소+고기 손질→함께 섞기→지짐 반죽지짐법

깻잎전 재료손질→고기,생선 소 넣기→접기→밀가루→달걀→지지기 쌈형식법

한국인의 

보양식
1992

잉어저냐,대구저냐,도라지저냐,토마토저

냐,가지저냐,소라저냐,등골저냐,부아저

냐,처녑저냐,간저냐,두골저냐,메추라기

저냐,다시마저냐,마늘저냐,새우저냐,꿩

저냐,녹육저냐,호박저냐,쏘가리저냐,청

어저냐,조개저냐,파초대,버섯저냐,더덕

저냐,돼지고기저냐,미꾸라지저냐,

대구이리저냐,감자저냐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부추전 재료손질→밀가루즙+조개류 다진것→지지기

고구마전 저미기→밀가루즙→지지기

두부저냐 저미기→지지기

감국저냐,우엉저냐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해삼저냐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쇠지라저냐,움파저냐,양동구리저냐,

완자저냐,선지저냐,토끼고기저냐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파전
멸치국물+밀가루+쌀가루+달걀→반죽과 함께 재료 섞기→지지

기 반죽지짐법

감자부침 감자갈기→지지기→재료얹기→지지기

미나리초대,부추초대 꼬치에 꿰기→밀가루→달걀→지지기 누름적법

조선왕조

궁중음식
1993

가지전,천엽전,간전,부아전,새우전,

민어전,조개전,애호박전,감자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연근전 저미기→밀가루즙→지지기

표고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양동구리 재료 다지기→녹말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파전
썰기→밀가루+달걀+물+쌀가루→반죽과 함께 섞기→지지기→

남은 재료 얹기→지지기
반죽지짐법

세계의

가정요리

(한국의

요리)

1993

생선전,새우전,굴전,부아전,천엽전,간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연근전 저미기→밀가루즙→지지기

풋고추전,피망전,표고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양동구리전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육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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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 and cooking methods of Jeon in the Modern cookbooks (Continued)

서명 년도 전의 종류 조리법 방식

세계의

가정요리

(한국의

요리)

1993

녹두빈대떡
녹두갈기→채소+고기 손질→함께 섞기→지지기→고명얹기→

지지기
반죽지짐법

파전 썰기→밀가루+달걀+물+쌀가루→반죽과 함께 섞기→지지기

감자부침 감자갈기→지지기→고명얹기→지지기

알쌈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한국조리 1993

패주전,송이전(2),연근전,양파전,천엽전,

간전,굴전,등골전,민어전,제육전,

새우전(1),낙지전,조개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두릅전,송이전(1),북어전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애호박전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호박마주붙이기→밀가루→달걀→

지지기

풋고추전,해삼전,버섯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양동구리,새우전(2)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완자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뱅어전 재료 다지기→밀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반죽지짐법
채소전 썰기→밀가루+달걀+물+소금→반죽과 함께 섞기→지지기

파적
재료손질→쌀가루+밀가루+달걀→옷입히기→번철에 펴놓기→

지지기

깻잎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접기→지지기

쌈형식법
알쌈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한국음식 1993

애호박전,간전,천엽전,굴전,생선전,

새우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두릅전,양파전 재료손질→고기 소 붙이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붙여지짐법

버섯전,풋고추전,표고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완자전,조개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파전
재료손질→밀가루+쌀가루+달걀+물 반죽→지지기→재료얹기

→지지기

반죽지짐법
장떡

쇠고기 다지기→밀가루+장→함께 섞기→반대기→찌기→말리

기→지지기

빈대떡 녹두+쌀 갈기→채소+고기 손질→함께 섞기→지짐

깻잎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접기→밀가루→달걀→지지기 쌈형식법

한국음식

대관
1997

간전유아,등골전유아,처녑전유아,양전유

아,부아전,민어전,대합전유아,굴전유아,

새우전,애호박전,가지전,두부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묵전 저미기→녹말→지지기

연근전 저미기→밀가루즙→지지기

해삼전유아,풋고추전,표고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양동구리,게전유아 재료 다지기→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완자지짐법

완자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달래전 달래+조갯살→밀가루+달걀 반죽→지지기 반죽지짐법

파전 썰기→밀가루+달걀+물+쌀가루→반죽과 함께 섞기→지지기 반죽지짐법

녹두빈대떡 녹두갈기→채소+고기 손질→함께 섞기→지지기 반죽지짐법

알쌈
달걀물→번철에 떠 놓고 지지기→고기소 넣기→반으로 접기

→지지기
쌈형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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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완자를 만들어 기름에 부치거나, 재료를 다져 완자를 만

든 다음 밀가루, 달걀을 씌워서 부치는 조리법이 있다.

4) 반죽 지짐법

이는 밀가루나 멥쌀가루를 이용해 묽은 반죽을 만들어 다

른 재료와 섞어 넓게 부쳐내거나 밀가루가 아닌 감자, 녹두,

콩 등을 갈아서 묽은 반죽을 만들어 부쳐내는 조리법을 말

한다. 대표적인 전 음식으로는 ‘파전’, ‘빈대떡’, ‘감자지짐’

등이 있다. ‘빈대떡’은 가난한 자의 떡이라는 빈자(貧者)떡이

빈대떡으로 바뀌었다는 말과, 중국이름인 병저(」藷)가 ‘빙자

→빈자→빈대’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는데(황 2011), 원래는

제사상이나 교자상에 올리는 고기의 밑받침용으로 쓰여 크

기가 작았으나, 그 뒤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면서 ‘빈자떡’으

로 바뀌고 크기가 커졌다는 설이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10). 이러한 빈대떡은 밀가루나 다른 재료를 갈아서 반죽

을 만드는 반죽지짐 형태의 음식은 근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부터 조리서에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조리서

가운데 1934년「간편조선요리제법」에서 처음 ‘감자지짐’이

등장하면서 주재료를 갈아서 지지는 조리법으로 빈대떡 외

의 음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미나리 초대’를 통해 밀

가루 반죽을 지지다가 그 위에 주재료를 얹어 지지는 조리

법이 나타났다. 1935년「사계의 조선요리」에서 ‘미나리전’

이 등장하면서 밀가루 반죽과 주재료를 함께 섞어서 부쳐내

는 조리법이 나타났으며, 1984년「하숙정의 요리전집」에서

주재료와 다른 재료를 먼저 번철에서 지지다가 밀가루반죽

을 끼얹어 부쳐내는 ‘동래파전’의 조리법이 등장하기 시작하

였다. 근대 이전까지는 귀했던 밀가루의 이용도가 증가한 것

은 1882년 3월 조선과 미국이『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

하면서 서양에 직접적인 문호를 개방하면서 무역이 활발해

지고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조선의 곡물이 일본으로 유출되

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밀가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

고(Song 2006), 밀가루의 보급이 활발하게 되어 밀가루가 많

이 필요한 반죽지짐의 형태의 전 음식이 나타나기 시작 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고기 소 붙여 지짐법

‘배추전’, ‘가지전’, ‘송이전’ 등 주로 채소나 버섯에 고기

또는 고기 반죽을 옆에 붙여서 밀가루, 달걀을 씌워 지지는

형태의 조리법이다.

6) 쌈 형식법

‘알쌈’, ‘깻잎전’, ‘밀쌈’, ‘패류달걀전’ 등이 있는데, 재료에

소를 넣고 송편과 같이 쌈의 형태로 지지는 조리법으로 ‘알

쌈’이 대표적이다. 이는 달걀을 번철에 떠서 지지다가 소를

넣고 반으로 접어 송편처럼 지지는 음식이다.

7) 누름적법

이는 일반적으로 누름적이라 하는 조리형태로 재료를 일

정한 크기로 썰어 꼬치에 꿰고 밀가루,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지고 꼬치를 뺀 후 그릇에 담아내는 조리법이다. 이는

1970년「가정요리」에서 ‘박고지누루미’, ‘우육누루미’로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800년대 말「시의전서」부터 1999년도「한

국의 상차림」까지의 36권의 근대 이후의 조리서에 기록된

전류의 특징과 조리법을 분석하고 역사적 고찰을 통한 변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전은 저냐, 전유, 전유어, 전유화, 간랍

등 다양한 용어로 표기되어 왔으며, 사전에는 ‘전’, ‘저냐’에

대해 가장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초기 사전에는 ‘생선이

나 쇠고기’ 등 재료의 한정적 표현과 ‘번철에 지진다’라고 하

여 ‘번철’이라는 조리도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근대에

와서는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음’ 등의 표현으로 재

료의 다양성이 제시되고 번철의 표시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근대 이후의 조리서에 나타난 특징은 기존에 조리법만 작

성되던 조리서가 재료, 만드는 법이 따로 명시되고 분량이

체계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17

년「조선요리제법」부터 체계적 제시가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차 학계 연구자나 실무조리를 담당하는 요

리연구가에 의해 조리서가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가

<Table 4> Type and cooking methods of Jeon in the Modern cookbooks (Continued)

서명 년도 전의 종류 조리법 방식

한국의

상차림
1999

간전,천엽전,민어전,부아전,굴전,

조개관자전,애호박전
저미기→밀가루→달걀→지지기 지짐법

해삼전,표고전 재료손질→고기 소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고기소넣어지짐법

연근전 저미기→고기 소 구멍에 끼어 넣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전 재료 다지기→함께 섞기→밀가루→달걀→지지기
완자지짐법

양동구리전 재료 다지기→녹말가루+달걀→함께 섞기→지지기

*최(2012)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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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리」부터 시작해 가정조리서의 출판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1976년「한국요리백과사전」에서는 향토음식이 명시

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한국의 가정요리」,「계절과

식탁」에서는 계절별로 전류를 나누어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전류 음식 중 사용된 재료의 수만 해

도 무려 172가지로 그 종류가 매우 많아 전 음식의 다양성

과 응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패류, 채소류,

육류, 두류, 버섯류, 가금류, 난류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전 음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패류, 채소류, 육류

의 사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주재료의 사용으로는 어

패류가 가장 많으나 육류의 경우 다른 재료들과 함께 사용

된 빈도수가 가장 높다. 특히, 쇠고기의 사용이 많았는데, 근

대 이후에는 우시장의 설치와 도축이 활발해지면서 전에도

사용을 많이 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재료로써 가장 많이 나

타나는 어패류의 경우에는 근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목제 냉

장고와 얼음 제조기술로 바다생선의 유통이 활발해져 민물

생선보다 바다생선의 사용이 늘어났고, 근대 이후의 조리서

에 바다생선을 이용한 전음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935년「사계의조선요리」를 보면 재료에

‘아지노모토’의 등장과 함께 전류에 화학조미료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와 ‘화학조미료’가 해롭다는 사

회현상이 퍼지면서 1990년「한국요리백과 부식류」 이후에

는 화학조미료의 표기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전의 경우

양념을 찍어먹는데, 주로 ‘초간장’, ‘겨자즙’, 양념간장’ 등이

표기되었다. 그리고 1980년「한국의 가정요리」에서 ‘파슬

리 장식’과 ‘피망전’, ‘토마토전유어’가 나타나면서 서양재료

를 이용한 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80년「계절과 식

탁」에서 ‘통조림고등어 전유어’가 등장하면서 가공식품을 이

용한 전 음식까지 그 재료이용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의 조리법은 조리법에 따라 7가지 형태로 나누어 분석

을 하였다. 첫째, ‘지짐법’의 경우는 고조리서에서 부터 가장

먼저 발달된 기본적인 조리법으로 재료손질 후 밀가루, 달걀

을 씌워 기름에 지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둘째, ‘고기 소

넣어 지짐법’는 보통 반을 가르거나 포개어 넣을 수 있는 재

료에 고기로 소를 넣고, 고기부분에 밀가루, 달걀을 씌워 지

지는 방식이다. 셋째, ‘완자 지짐법’은 일반적으로 재료를 다

져 완자를 만들어 밀가루, 달걀을 씌워 지지는 방식이다. 넷

째, ‘반죽 지짐법’은 곡물가루로 묽은 반죽을 만들거나 감자,

녹두, 콩 등을 갈아 반죽을 만들고 다른 재료를 혼합해 지지

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서양 문호개방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

면서 밀가루의 수입이 늘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타국 조리

법의 영향을 받아 증가하게 된 조리법으로 사료된다. 다섯

째, ‘고기 소 붙여 지짐법’는 주재료에 고기 반죽을 겹쳐 밀

가루, 달걀을 씌워 지지는 형태이다. 여섯째, ‘쌈 형식법’은

주재료에 소를 넣고 쌈형식으로 접어 지지는 형태이다. 일곱

째, ‘누름적법’은 재료를 꼬치에 나란히 꽂아 밀가루 달걀을

씌워 지지는 형태로 누름적과 같다.

근대 이후 사회현상이 변화하고 새로운 식재료가 유입되

었으며, 조리기구가변화였고, 그로 인해 전의 조리법과 재료

의 응용이 다양해지면서 그 종류가 매우 많아지고 만드는 방

법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은 한식의 다른 음식

과 달리 어느 재료에도 응용하여 이용이 가능하고, 국내외인

의 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조리방법이 번거롭고 기름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명절과 특별식 외에 일상식에서

자주 먹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전은 그 형태와 조리법

또한 가공이 가능한 음식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전 음식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 음식의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다양한

HMR(Home Meal Replacement)제품의 연구와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급식에서도 전 음식의 이

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전 음식을 선보일 수 있도록 대량조

리방식을 위한 식품연구자들의 제품개발과 조리사들의 조리

방식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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