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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음식 떡볶이
- 궁중음식·양반음식·서민음식·글로벌음식
한국식품연구원

떡볶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남녀노소 즐겨먹는 대중적인 음식이며 외국인들도 선호하는 한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국 전통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
본 호는 떡볶이에 관한 역사·문화·식품학적 우수성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산업적, 학문적 활
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것이다.

떡볶이 역사
떡볶이의 문헌 기록을 찾기 위해서 먼저 검색 키워드를 선정하였는데, 떡볶이의 한자어와

한글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규곤요람』의 ‘餠炙(병자)’와 ‘복기’를 사용하였다(그림 1).

『규곤요람』을 근거로 하여 한자어 ‘餠炙’와 한글어 ‘복기’를 키워드로 한국고전번역원1) 및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2), 국립중앙도서관3)의 검색을 활용하였다.

그림 1. 『규곤요람』- 떡볶이의 명칭: 餠炙, 복기

1)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검색, http://e-kyujanggak.snu.ac.kr/search/e-kyu.jsp
3)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http://www.nl.go.kr/nl/index.jsp

표 1과 같이 20여종의 고문헌에서 떡볶이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조사된 문헌들 속에서

는 ‘餠炙’와 ‘복기’ 이외에도 ‘熬餠(오병)’, ‘떡볶기’, ‘떡볶이’의 용어로 쓰인 문헌을 찾았다.
표 1.-떡볶이의-한자어-‘餠炙’-및-한글어-‘복기’가-수록된-고문헌-목록
문헌명
겸암집
문견별록
(聞見別錄)

저자
유운룡-(柳雲龍)
(1539∼1601)
남용익
(1628∼1692)

승정원일기

연대

수록-내용

조선(1595년)

餠炙

조선-효종-6년(1655년)

餠炙

조선(1751년)

餠炙
자오빙
(자오병(紫熬餠))

서행록(西行錄)

김지수(金芝叟)

1787년

시의전서

저자미상

조선-말기(1800년)

복기

노상추일기
(盧尙樞日記)

노상추

조선(1822년)

餠炙

부인필지

빙허각-이씨

1855년

복기

주식시의

1860년

복기

규곤요람(연세대본)

저자미상

1896년

복기

호고와선생별집
(好古窩先生別集)

유휘문-(柳徽文-;1773∼1827)

1896년

餠炙

주식방문
(酒食方文)(정미년본)

저자미상

1907년

복기

서산집(西山集)

서산(西山)-김흥락(金興洛,1827~1899)

1907년

餠炙

조선요리제법

방신영(方信榮)

1918년

복기
餠炙

성호전집

이익(李瀷)

1922년

간편조선요리제법

이석만(李奭萬)

1934년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李用基)

1936년

복기

이조궁정요리통고

한희순(韓熙順),황혜성(黃慧性),이혜경(李惠卿)

1957년

떡볶이

사계의조선요리

김유복(金遺服)

1946년

떡볶이

우리음식

손정규(孫貞圭)

1948년

떡볶기(㷶餠)

우리나라음식-만드는-법

방신영(方信榮)

1954년

떡볶이(봄,가을,겨울)

한국요리

윤서석(尹瑞石)

1966년

떡볶이

복기,-복기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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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떡볶이의 한자 명칭, ‘餠炙’의 수록 문헌
‘餠炙’를 키워드로 하여 국내 문헌을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각종 문집류, 의서, 기행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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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등에 떡볶이가 기록되어 있었다. 기록된 문헌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자어 ‘餠炙’가 수록된 고문헌 목록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문헌명

저자

연대

문헌 내용

비고

식의심감(食醫心鑑)*1)

잠은

중국 당나라
(9세기경)

식물(食物) 약품을 위주로 조제한 약방(藥方)을
써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
명한 의서

의서

조선 세조
(1460년)

조선시대 편찬된 한국 최고의 식이요법서. 중
풍을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한 제풍부터 가슴
과 배의 통증을 다스리는 심복통, 급경풍의
발작을 다스리는 경간 등 모두 45가지 질병에
대한 식이요법으로 구성

의서

조선(1595년)

조선 중기의 학자 유운룡의 시문집

문집

조선 효종 6년
(1655년)

조선 중기의 문신 남용익(南龍翼)이 종사관
으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기록한 사행록(使行 기행문
錄).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서술

조선(1751년)

인조 1년(1623) 3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왕
명을 담당하던 기관인 승정원에서 처리한 여
러 가지 사건들과 취급하였던 행정사무, 의례
적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한 것

일기

조선(1822년)

조선후기 무반의 한 사람인 노상추(1746~1829)
의 일기.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구성원
과 친족, 이웃과 하인 등을 주인공으로 한 조
선후기 한 촌락 구성원들의 생활 및 친교의
기록이며, 관료로서의 일상과 동료들과의 인
간관계의 기록

일기

문집

식료찬요*2)

겸암집
(謙庵集)
문견별록
(聞見別錄)

전순의
(全循義)

유운룡
(柳雲龍 ; 1539
∼1601)
남용익
(1628∼1692)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노상추일기
(盧尙樞日記)

노상추

호고와선생별집
(好古窩先生別集)

유휘문
(柳徽文 ; 1773
∼1827)

1896년

권3∼4의 「가례고증(家禮攷證)」은 주희(朱熹)
의 『가례』를 연구, 고증한 것으로 통례(通禮)·
관례·혼례·상례·제례로 나누어 서술. 우리
나라에서 연구된 『주역』 연구서

규곤요람
(연세대본)

저자미상

1896년

표지에 '규곤요람' 단(單) 병신 오월·일이라 적
혀있어 1896년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조선 말 조리서
기의 조리법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서산집
(西山集)

서산(西山)
김흥락(金興洛,
1827~1899)

1907년

후진 양성과 학문에만 몰두한 서산 김흥락의
문집

문집

성호전집

이익(李瀷)

1922년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성호(星湖) 이익(李瀷)의
시문집

문집

*1)~2) 14세기 전순의가 펴낸 『식료찬요』가 조사된 문헌들 중 가장 오래된 문헌이었고, 이는 중국의 고문헌인 9세기경 『식의심감』과 동일한 내용
으로 본문에서는 생략함.

① 의례상에 오른 사례
『겸암집(謙庵集), 1595년』에 기록된 ‘餠炙’는 제사 의례상에 놓인 음식으로 상차림의 위치는
국수, 고기구이, 생선과 같은 줄에 상차림을 하였고, 그 상세한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출처:-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그림 2.-『겸암집』 --병자(餠炙)

『서산집(西山集), 1907년』에 기록된 ‘餠炙’는 시제상에 놓인 음식으로 상차림의 위치는 밥, 국
과 함께 위치하였으며, 그림 3과 같이 차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별지(別紙)
시제(時祭)-때는-밥과-갱을-각각-진설하고-병자(餠炙)를-한데-합하여-진설하
는데-저희-집안-선조의-규례도-이와-같습니다.-그런데도-<통고(通攷)>의-설
탁조(設卓條)를-받아들인다면-시제(時祭)의-기품(器品)이-자못-많아서-품목
마다-각각-진설하기에는-군색한-폐단이-있지-않겠습니까?-귀문(貴門)의-여
러-의론이-모두-그렇다면-그에-따라-결정하는-것이-온당한-듯합니다.
출처:-연세대학교-소장〕

그림 3.-『서산집(西山集)』 --병자(餠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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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궁중 기록에 나온 사례
『승정원 일기(承政院日記), 영조27년(1751년) 윤 5월 2일, 정묘』에는 ‘餠炙’의 기록이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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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임금의 어머니(숙빈최씨)도 즐겨 드시던 병자를 영조 본인은 치아가 약해 씹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궁중에서도 병자를 즐겨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헌이다
(그림 4).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상이 말씀하시기를 “자성(慈聖, 모친)께서는 매번 나에게 식사를
빨리 하도록 하교하시지만 근래에는 한 번의 식사에도 거의 한 시
진이 걸린다. 다식과 같은 음식물도 남들은 많이들 즐겨 먹는데
나는 반의반 입도 먹지 못한다. 자성께서는 절편이나 병자(餠炙)
를 드시지만 나는 그것도 먹지 못한다.”
출처: 한국전통 떡볶이의 정보조사를 통한
지식체계 구축 사업-보고서〕

그림 4. 『승정원 일기(承政院日記)』 - 병자(餠炙)

③ 사대부가 문집에 기록된 사례
『성호전집(星湖全集), 1922년』에는 찬품, 즉 반찬으로 ‘餠炙’의 기록이 나오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출처: 고전번역원 소장〕

時食은 세속에서 숭상하는 것을 따르되 찬품(饌品)은 감실(龕室)마다
병자(餠炙)와 채소 각 한 그릇과 과일과 술 각 두 그릇이다. 정지조(正
至條)로 볼 때, 감실마다 햇과일을 담은 큰 소반 하나를 진설하며, 위
패마다 찻잔과 받침대, 술잔과 받침대가 각 하나씩이다. 과일에 대해
서는 ‘每龕(감실마다)’라고 하고, 차와 술에 대해서는 ‘每位(위패마다)’
라고 한 것은 대개 한 탁자 위에 과일은 각각 진설할 필요가 없지만
차와 술은 반드시 각각 진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에 의거하여
병자(餠炙)와 채소는 모두 한 그릇씩이고 술은 두 잔이며 과일은 삭전
에 더하고자 하여 역시 두 그릇이니 어떨지 모르겠다. 이른바 ‘각서(角
黍)’는 무슨 음식인가?

그림 5. 『성호전집(星湖全集)』 - 병자(餠炙)

이 외에도 『서행록(西行錄), 1822년』에는 ‘오병(熬餠)’이 기록되어 있어 떡볶이를 뜻하는 또
다른 한자어를 알 수 있다. 이는 황(2002)4)의 한국학사전에서 熬餠(오병)은 ‘떡볶이. 흰떡을 토
막토막 자른 것에 쇠고기와 나물을 섞고 여러 가지 양념과 고명을 얹어 볶은 음식’이라 정의
되어 있다.

2) 떡볶이의 한글 고어, ‘복기’의 수록 문헌

‘복기’를 키워드로 하여 국내 문헌을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고조리서에 떡볶이가 기록

되어 있었다. 기록된 문헌의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한글고어-‘복기’가-수록된-고문헌-목록
문헌명

저자

시의전서

저자미상

부인필지

빙허각-이씨

주식시의

연대

문헌-내용

장국밥·비빔밥-등의-주식류,-토란국·잡탕-등의-부식류,-꿀·겨자조선-말
등의-양념류,-녹두떡-등의-떡류,-유자정과·감자정과-등-과정류,-수
(1800년)
정과·배숙-등의-음청류-등-총-422가지-음식이-게재되어-있음.
1855년

실생활에-필요한-요리법이-수록되어-있음.

1860년

지역명문가-은진송씨가에서-내려오는-전통음식-조리서

규곤요람(연세대본)

저자미상

1896년

표지에-‘규곤요람’-단(單)-병신-오월·일이라-적혀있어-1896년으로-추
정이-가능하며-조선-말기의-조리법을-참고할-수-있는-중요한-자료

주식방문
(정미년본)

저자미상

1907년

각각의-음식에-소용되는-재료에서부터-구체적으로-비교적-상세하
게-조리법을-기록하였으며-어떤-특정-분야의-음식에-국한하지-않
고-일상-생활에서-활용될-수-있는-다양한-종류의-음식들이-소개

조선요리제법

방신영(方信榮)

1918년

요리용어의-해석,-중량비교,-음식저장법-등이-실려-있고,-주식류
로-밥·죽·미음-등-40종,-부식류-28항목-300여종이-실려-있음.-후
식류로는-과정류와-화채류가-80여종,-떡-만드는-법이-55종-소개

간편조선요리제법

이석만(李奭萬)

1934년

이석만(李奭萬)이-쓴-조리서.-생활에-도움을-주기-위하여-만들어
진-책으로,-일상생활에-필요한-기본조리법에서부터-접대음식에이르기까지-수록되어-있으며-각-요리마다-알맞은-계절을-명시하
고-있음이-특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李用基)

1936년

손님-대접하는-법,-밥-짓는-법-,-장-담그는-법-등-63가지-항목으로-구
분하여-한국-전통음식-총-800여종-뿐만-아니라-서양,-일본,-중국-요
리-만드는-법도-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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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충기, “한국학사전”, 국학자료원, pp1053, 2002.

① 『시의전서(是議全書)』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다른 찜과 같은 방법으로 조리한다’는 떡볶이의 기록이 나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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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그림 6과 같다. 세부 조리법에 관한 내용은 고문헌 속 떡볶이 조리법(p124)에서 다루고
자 한다.
<원문 이미지>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원문>

복기 : 다른 과 갓치 되 잘 된 흰을 탕무우쳐로 쎠흐러 간 복가
쓰되  료 다 드 가로즙만 안니 나니라

<현대 번역문>
떡볶이 : 다른 찜과 같은 방법으로 조리한다. 흰떡을 탕무처럼 썰어 잠깐
볶는다. 다른 찜과 같은 재료가 모두 들어가지만, 가루즙은 넣지 않는다.

출처: 한국전통지식포탈〕

그림 6. 『시의전서(是議全書)』 - 복기

② 『주식시의(酒食是儀)』
『주식시의(酒食是儀)』에는 떡볶이의 상세한 조리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그림 7
과 같다. 세부 조리법에 관한 내용은 고문헌 속 떡볶이 조리법(p133)에서 다루고자 한다.
<원문 이미지>

<원문>

복기 : 흰을 잘 여 닷 분 기레식 잘 넷 식 여 솟치나 퉁노구
나 다르다가 기름을 만이 두루고 황뉵을 가늘계 두다려  쓰은 것과 갓
치 복가 송이 도랏 납즉납즉 쓰러 셕이도  치고 계란 붓쳐  치고 슉
쥬나물 유장의 주물너  넉코 질도 되도 안이케 염장 맛초와 강 파
호초 잣가로 넛코 김 구어 부수어 넛코 호박 외 가진 약염 다 너어 씨라

<현대 번역문>

출처: 한국전통 떡볶이의 정보조사를 통한
지식체계 구축 사업-보고서〕

떡볶이 : 흰떡을 5푼 길이씩 잘라 4쪽씩 내어 솥이나 퉁노구를 달구어 기
름을 많이 두르고 소고기를 가늘게 두드려 떡 썬 것과 같이 넣어 볶는다.
송이와 도라지를 납작납작하게 썰고, 석이도 채를 썬다. 계란을 부쳐 채
치고, 숙주나물을 유장에 주물러 한데 넣고 질지도 되지도 않게 소금과
장을 맞춘다. 생강, 파, 후추, 잣가루를 넣고, 김을 구워 부수어 넣고, 애호
박, 오이, 갖은 양념을 다 넣는다.

그림 7. 『주식시의(酒食是儀)』 - 복기

③ 『규곤요람』
『규곤요람(연세대본)』은 서두에 떡볶이의 한자어 ‘餠炙法(떡볶이를 만드는 법)’이 떡볶이의
한글 명칭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떡볶이의 검색 키워드를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헌이
다(그림 8). 세부 조리법에 관한 내용은 고문헌 속 떡볶이 조리법(p134)에서 다루고자 한다.
<원문 이미지>

<원문>

餠炙法-:-을-장광후박 킈 져근-호만굼식-썰어야-조흔이라-

복기라-:-젼복과-을-물으게-살마 쎨어-남비의-담고-힌몰을--치기장으로 쎨어-너*1)치 와-슐상-볼--씨기-조흔리라-셕리-독의-피-버섯시라코-녹말과후초갈우-기름-셕리-제종을-장물-풀러-남비에-복리라-*2)복글--너무-되게-복치-말
고-연-지젹지젹게-복이라

<현대 번역문>
병자법-:-떡은-넓고-얇게-키-작은-호패만하게-썰어야-좋으니라.
떡볶이라-:-전복과-해삼을-물러지도록-삶은-후---썰어-냄비에-담고,-가래떡을-1
치-길이로-썰어-넣는다.-녹말과-후춧가루,-기름,-석이버섯-등-여러-가지-재료들
을-간장에-양념하고,-이를-냄비에-볶는다.
*1) 잔치할-때와-술상-볼-때-쓰기-좋다.-석이채는-독에-피는-버섯이다.-

-

*2) 볶을-때-너무-되게-볶지-말고-자연히-지적지적하게-볶는다.

출처:-연세대학교-소장〕

그림 8.-『규곤요람』---복기와-餠炙

④ 『주식방문』
『주식방문(정미년본)』에는 떡볶이의 조리에 사용되는 재료에서부터 비교적 상세한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그림 9와 같다. 세부 조리법에 관한 내용은 고문헌 속 떡볶이 조
리법(p135)에서 다루고자 한다.
<원문 이미지>
<원문>

복기-:-장국을-맛잇게-혀-노코-흰을-돗톰고-잘자롬하게-쌀
하-고기와-져육이-불근-물이-읍게-씨셔-날흔이-두다리고-미나리와-슉
쥬을-느허-고기와-갓치-양염여-뭇치고-복가-노코-과-다시-한복글-졔-장국을-부어-복고-표고와-셕이와-계란-붓친-것과-박욱어지와호박고지도-너허면-조흐니라
<현대 번역문>
떡볶이-:-장국을-맛있게-끓여-놓은-후-흰떡을-도톰하고-자잘하게-썬
다.-소고기와-돼지고기의-붉은-핏물은-씻어-제거하고-얇게-두드린다.미나리와-숙주를-고기와-함께-양념하여-무치고-볶는다.-다시-떡과-함
께-볶을-때-장국을-부어-볶는다.-표고와-석이,-계란-부친-것,-박고지와호박고지도-넣으면-좋다.출처:-국립중앙도서관-소장〕

그림 9.-『주식방문』---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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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 문헌에 기록된 ‘떡볶이’
‘떡볶이’를 키워드로 하여 국내 문헌 조사 결과, 표 4와 같이 근대 문헌에 떡볶이가 기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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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기록된 조리서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떡볶이’가 수록된 근대 문헌 목록
문헌명

저자

시대

문헌 정보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이조궁정요리통고

한희순(韓熙順),
황혜성(黃慧性),
이혜경(李惠卿)

1957년

조선 왕조의 궁중 음식 조리서. 우육으로 만드는 요리, 돈육 및
노루고기로 만드는 요리, 닭 및 생치고기로 만드는 요리, 어패류
로 만드는 요리, 채소·버섯·해조류로 만드는 요리, 곡류로 만드
는 요리, 후식 종류로 식재료 별로 나뉘며 기본 조미료, 양념, 고
명, 가루, 젓, 묵, 두부 만드는 법도 게재되었음.

사계의조선요리

김유복(金遺服)

1946년

내용에 있어서 조리학적 분류를 제시하지 않고 각종 음식 조리
법을 차례대로 배열하여 골탕, 도미국수, 조기국 등 97가지의 음
식 만드는 법과 서양 음식 조리법 11가지를 게재함.

우리음식

손정규(孫貞圭)

1948년

식기의 종류와 음식의 완성품, 재료, 조리 과정이 삽화로 그려져
있음. 외국 음식은 전혀 소개되지 않았으나 서양과 일본에서 들
어온 음식 재료를 우리 음식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함.

우리나라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方信榮)

1954년

다양한 음식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현대음식책의
근간을 마련하였음.

      

① 『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庭料理通考)』
『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庭料理通考)』는 궁중음식의 조리법이 수록된 문헌으로 떡볶이의
식재료 및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그림 10과 같다. 세부 조리법에 관한 내용은
고문헌 속 떡볶이 조리법(p149)에서 다루고자 한다.
<원문 이미지>

<원문>
[재료]--흰떡-10개,-소고기-반근,-숙주-10匁,-미나리(또는-시금치)-1단,-표고,당근,-옥총,-애호박오가리,-계란,-양념(간장,-설탕,-참기름,-깨소금,-후
추가루,-파,-마늘)
[조리법]
소고기를-보드랍게-다저서-양념(간장,-설탕,-후추가루,-깨소금,-참기
름,-파,-마늘)에-잰다.
숙주와-미나리는-살작-디쳐놓고-표고,-당근,-옥총,-애호박,-오가리-등
은-채로-썰어서-참기름에-따로따로-볶아-놓는다.
흰떡은-4cm기리로-짜르고-다시-사절(四切)하여-끓는물에-삶는다.
소고기-잰것을-볶다가-흰떡-삶은것을-한데넣고-소고기와-함께-버무
린다.-흰떡에-고기간이-완전히-배게되면-기름에-볶아놓은-채소들을함께넣고-간을-맞추고-국물기를-적게하여-볶는다.-이것을-그릇에-담
고-알지단을-채로-썰어서-뿌린다.
<현대 번역문>
[재료]-흰-떡-10개,-소고기-0.5근,-숙주-10문,-미나리-또는-시금치-1단,표고,-당근,-양파,-애호박-오가리,-달걀,-양념(간장,-설탕,-참기름,-깨
소금,-후춧가루,-파,-마늘)

출처:-국립중앙도서관-소장〕

[조리법]
소고기를-잘게-다져서-간장,-설탕,-후춧가루,-깨소금,-참기름,-파,-마
늘에-재어-놓는다.
숙주와-미나리는-살짝-데쳐놓고-표고,-당근,-양파,-애호박-오가리-등
은-채로-썰어서-참기름에-각각-따로-볶아-놓는다.
흰-떡은-4cm길이로-자르고-다시-4등분하여-끓는-물에-삶는다.
소고기-잰-것을-볶다가-흰-떡-삶은-것을-한데-넣고-소고기와-함께-버
무린다.-흰-떡에-고기간이-완전히-배게-되면-기름에-볶아놓은-채소
들을-함께-넣고-간을-맞추고-국물을-적게-하여-볶는다.-이것을-그릇
에-담고-알지단을-채로-썰어서-뿌린다.

그림 10.-『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庭料理通考)』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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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계의 조선요리(四季의 朝鮮料理)』
『사계의 조선요리(四季의 朝鮮料理)』에는 떡볶이의 식재료 및 조리방법이 수록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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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그림 11과 같다. 세부 조리법에 관한 내용은 고문헌 속 떡볶이 조리법(p143)에서 다
루고자 한다.
<원문 이미지>

<원문>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재료]   
한떡 二十四개 간장 한종자 고기 百十匁 깨소금 두수가락
계란 두개 호초 조금 파 세뿌리 표고 일곱조각 버섯 여들
조각 실백 두수가락 미나리 한보시기 물 두보시기
고기는 얇게 골패짝만큼식 썰고 파는 한치길이로 잘라서
대강 채치고 표고는 물에 불려서 정하게 씻어 골패족만큼
식 썰어서 기름에 볶아놓고 석이도 끓는물에 잘 씻어서
골패짝만큼식 썰고 계란은 그릇에 활백미 따로 풀어서 반
은 얇게 부처서 서푼 넓이 닷분 길이로 썰고 남은반은 고
기 볶는대섞고 미나리 정하게 씻어 한치 길이로 잘라선
소금에 잠간 절여서 꼭 짜가지고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잠간만 볶아놓고 (파란빛있슬때즉시끄내여식힐것)
힌떡을 칠푼 길이로 잘라서 물에 쪼내놓고 (서로뭇지않도
록참기름을발러놀것) 미나리와 떡만 남겨놓고서 전부함
께 넣고 볶아서 고기가 익은 후에 힌떡과 기름과 미나니
를 넣고 오분쯤 더 끓인후 합에담고 맨우에 계란과 약념
을 색스럽게얹고 실백을 뿌려서 상에 놓나니라
<현대 번역문>
[재료]  
흰떡 24개, 간장 1종지, 고기 110돈, 깨소금 2숟가락, 달
걀 2개, 후추 조금, 파 3뿌리, 표고 7개, 버섯 8개, 잣 2숟
가락, 미나리 1보시기, 물 2보시기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소장〕

고기는 얇게 골패 쪽만 하게 썰고 파는 1치 길이로 잘라
서 대강 채를 썬다. 표고는 물에 불려서 깨끗하게 씻어 골
패 쪽만 하게 썰어 기름에 볶고 석이도 끓인 물에 잘 씻어
서 같은 모양으로 썬다. 달걀은 그릇에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나누어 풀어서 반은 얇게 부쳐 3푼 너비에 5푼 길
이로 썰고, 나머지 반은 고기 볶는 데에 섞는다. 미나리는
깨끗하게 씻어 1치 길이로 자르고 소금에 잠깐 절인 후 꼭
짜서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살짝 볶되 파란빛이 있을 때
즉시 꺼내어 식힌다. 흰떡을 7푼 길이로 잘라서 물에 담갔
다 꺼내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참기름을 발라 놓는다.
미나리와 떡만 남겨 놓고 함께 볶고 고기가 익은 후에 흰
떡과 기름, 미나리를 넣고 5분쯤 더 끓인 후에 그릇에 담
고 위에 달걀과 양념을 얹은 후 잣을 뿌려 상에 놓는다.

그림 11. 『사계의 조선요리(四季의 朝鮮料理)』 - 떡볶이

③ 『우리음식』
『우리음식』에는 떡볶이의 명칭이 ‘떡 볶기’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식재료 및 조리방법이 나오
는데 그 내용은 그림 12와 같다. 세부 조리법에 관한 내용은 고문헌 속 떡볶이 조리법(p145)에
서 다루고자 한다.
<원문>
<원문 이미지>

[재료]--흰떡-20개,-쇠고기-150그람,-무-1개,-숙주-80그람,-미나리-1단,홍무-1개,-표고-5개,-석의-조금,-계란-2개,-실백-조금,-실고추조금,-갖은-약념
흰떡을-4센치쯤-되는-길이로-베어-셋에-짜른다.-고기는-가늘
게-썰어-약념하여-볶는다.-미나리는-잠간-디쳐서-4센치쯤-길
이로-썰어-놓는다.-홍무는-껍질을-벗겨서-4센치-길이로-얄팍
얄팍하게-썰어서-살짝-디쳐-놓는다.-표고는-불려-홍무와-같이썰어-놓는다.-숙주는-슬쩍-삶아-건져-놓는다.-무는-4센치-길이
에-두둑하게-썰어-삶아-놓는다.-냄비에-기름을-치고-떡을-씻어잠감-물린-후,-여러-가지를-한데-넣어서-눋지-아니하게-뭉군히볶는다.-물끼가-없을-때에는-무-삶은-물을-좀-넣어도-좋다.-먹
을-때에는-그릇에-담고-위에-계란-부침-실고추-잣-등을-곱게고명-한다.
<현대 번역문>
[재료]-흰떡-20개,-쇠고기-150g,-무-1개,-숙주-80g,-미나리-1단,-당근1개,-표고-5개,-석이-조금,-달걀-2개,-잣-조금,-실고추-조금,-갖
은-양념
흰떡을-4cm-되는-길이로-잘라-3쪽으로-가른다.-고기는-가늘
게-썰어-양념하여-볶는다.-미나리는-잠깐-데쳐서-4cm-정도로썰어-놓는다.-당근은-껍질을-벗겨-4cm-길이로-얄팍얄팍하게썰어서-살짝-데쳐-놓는다.-표고는-불려서-당근과-같이-썰어-놓
는다.-숙주는-살짝-삶아서-건져-놓는다.-무는-4cm-길이로-두
둑하게-썰어-삶아-놓는다.-냄비에-기름을-치고-떡을-씻어-넣고잠깐-볶은-후-여러-가지를-한데-넣어서-눋지-않게-뭉근히-볶
는다.-물기가-없을-때에는-무-삶은-물을-조금-넣어도-좋다.-먹
을-때에는-그릇에-담고-위에-달걀지단,-실고추,-잣-등의-고명을곱게-얹는다.

출처:-디지털한글박물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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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우리음식 음식 만드는 법』에는 떡볶이의 부제목에 ‘봄, 가을, 겨울’이라고 수록된 점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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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그 내용은 그림 13과 같다. 세부 조리법에 관한 내용은 고문헌 속 떡볶이 조리법(p147)
에서 다루고자 한다.
<원문 이미지>

<원문>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재료(세그릇)]  
힌떡 열두가래 정육 반근 간장 한종자
기름 한차사시 깨소금 한큰사시 후추가루 조금
파 두뿌리 계란 한 개 표고 네조각
석이 세조각 느타리 네조각 실백 한큰사시
미나리 썰어서한보시기 물 한보시기
1. 연한 고기를 얇게 점여가지고 골패쪽 만큼식 썰어서 가진 고명에 장
여놓고, 2. 파는 4센치 길이로 잘러서 채치고 3. 석이와 표고와 늣타리
들을 정하게 씻은 후에 3센치 길이와 2센치 넓이로 썰어놓고 4. 계란을
황백미 각각 낞으아 얇게 지단을 부쳐서 이것도 3센치 길이와 2센치
넓이로 썰어 놓고, 5. 미나리는 뿌리와 잎을 따고 정하게 씻은후 4센치
길이로 썰어서 소금에 잠간 절여서 꼭짜가지고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잠간만 볶아 놓고 6. 흰떡은 4센치 길이로 잘라서 넷이나 혹은 둘에 갈
러놓고 7. 이번에는 장여놓은 고기와 버섯들을 남비에 담아 고기가 익
을 만큼 볶다가 8. 물을 붓고 간을 잘 맟운후에 떡을 넣고 다시 볶아서
떡이 무르고 간이 잘 밴후에, 9. 볶아 놓았든 미나리와 파를 넣고 다시
잠간더 볶아서 설탕으로 맛을 맟우어 가지고, 10. 그릇에 담고 계란 지
단을 얹고 실백을 뿌려서 놓으라.
[비고]
1. 더맛있게 하려면 고기를 넉넉이 넣고 양과 고들개와 안심살을 좋이장
처럼 얇게 저며서 4센치 길이와 3센치 넓이로 썰어서,
2. 가진 고명에 주물러 가지고 볶다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
서 볶으라.

출처: 한국식품연구원 소장〕

<현대 번역문>
[재료(세그릇)]  
흰떡 12가래, 소고기 1/2근, 간장 1종지, 기름 1작은술, 깨소금 1큰술, 후춧가루 조금, 파 2뿌리, 달걀 1개, 표고 4조각, 석이 3조
각, 느타리 4조각, 잣 1큰술, 미나리 썬 것 1보시기, 물 1보시기
1. 연한 고기를 얇게 저며 골패쪽 만큼씩 썰어서 갖은 고명에 재워놓고, 2. 파는 4cm 길이로 잘라서 채치고, 3. 석이와 표고와 느
타리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3cm 길이와 2cm 너비로 썰어 놓고, 4. 달걀을 황백으로 각각 나누어 얇게 지단을 부쳐서 이것도
3cm 길이와 2cm 너비로 썰어 놓고, 5. 미나리는 뿌리와 잎을 따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4cm 길이로 썰어서 소금에 잠깐 절여서
꼭 짜가지고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잠깐만 볶아 놓고, 6. 흰떡은 4cm 길이로 잘라서 4등분이나 혹은 2등분으로로 잘라 놓고, 7.
재워 놓은 고기와 버섯들을 냄비에 담아 고기가 익을 만큼 볶다가, 8. 물을 붓고 간을 잘 맞춘 후에 떡을 넣고 다시 볶아서 떡이
무르고 간이 잘 밴 후에, 9. 볶아 놓은 미나리와 파를 넣고 다시 잠깐 더 볶아서 설탕으로 맛을 맞춰서, 10. 그릇에 담고 달걀지단
을 얹고 잣을 뿌려서 놓는다.
[비고]
1. 더 맛있게 하려면 고기를 넉넉히 넣고 양과 고들개와 안심살을 종이처럼 얇게 저며서 4cm 길이와 3cm 너비로 썰어서,
2. 갖은 고명에 주물러 가지고 볶다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볶는다.

그림 1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 떡볶이

4) 현대 문헌에 기록된 ‘떡볶이’
‘떡볶이’를 키워드로 하여 국내 문헌 조사 결과, 표 5와 같이 현대 문헌에 떡볶이가 기록되어
있었다. 만화에서부터 음식문화의 변천을 담은 블로그 내용을 수록한 문헌까지 다양한 현대문
헌에 떡볶이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표 5.-‘떡볶이’가-수록된-현대-문헌-목록
문헌명

저자

연대

문헌-내용-

식객-13--만두처럼

허영만

2006년

한국인의-정을-그려온-만화가-허영만이-2년-간의-취재를-통해-맛과삶의-희비애환을-맛깔스럽게-표현해-놓았으며,-천하제일의-맛을-찾
기-위해-팔도강산을-누비면서-그린-책임.

2008년

어떻게-해서-오늘날-우리가-먹는-맛있는-음식들이-만들어졌는가,-즉어묵과-오뎅의-차이,-김밥과-스시의-차이,-간장떡볶이와-고추장떡볶
이의-차이-등을-추적하여-어디서부터-어떻게-달라졌고,-그것이-오늘
날-우리가-먹는-음식으로-어떻게-발전했는지를-제시함.

2008년

기록과-사진으로-만나는-근현대-한국의-소소하면서도-유쾌한-일상
을-담은-책.-그-시절-애틋하면서도-환한-속내를-들여다볼-수-있는-25
가지-풍속키워드를-다룸.-60~70년대-시대를-몸소-경험한-저자가-그
때-그-시절의-역사를-객관적-시선으로-바라보면서-한편으로는-자신
의-추억과-연관시켜-이야기를-풀어나감.

2009년

한식-세계화의-대표-선수-‘떡볶이’를-주제로-한-책으로,-우리가-알지못했던-떡과-장의-이야기,-생각보다-훨씬-오래된-떡볶이-이야기,-특
별한-날을-위한-떡볶이-정찬-상차림과-장소와-목적에-맞는-떡볶이의무한변신-등-떡볶이관련-다양한-테마의-이야기를-담고-있음.

2010년

107가지의-한식스토리텔링이-담겨-있으며,-우리-음식의-정의,-문화,역사적-배경을-재미있는-이야기로-구성-함.-조리-특성-및-재료에-대
한-정보와-다양한-음식-사진도-함께-수록되어-있음.

한국음식,-그-맛있는탄생

럭키-서울-브라보-대
한민국---20세기-한국
을-읽는-25가지-풍속키워드

Topokki-Story-vol.-1떡볶이,-한국을-말하다

김찬별

손성진

권영미

한식스토리텔링- 107 농림수산식품
가지-맛있고-재미있는- 부,-aT농산물한식이야기
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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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속 떡볶이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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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의전서(是議全書)』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그림 14와 같이 ‘다른 찜과 같이 하되 흰떡을 탕무처럼 썰어 잠깐
볶아서 한다. 찜 재료가 모두 들어가나 가루즙만 넣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가루
즙을 넣는 것을 빼고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수록된 모든 찜의 식재료, 조리법으로 떡볶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원문 이미지>

<원문>
복기
다른 과 갓치 되 잘 된 흰을 탕무우쳐로 쎠흐러 간 복가
쓰되  료 다 드 가로즙만 안니 나니라

<현대 번역문>
떡볶이
다른 찜과 같이 하되 흰떡을 탕무처럼 썰어 잠깐 볶아서 한다. 찜 재
료가 모두 들어가나 가루즙만 넣지 않는다.

출처: 한국전통지식포탈〕

그림 14. 『시의전서(是議全書)』에 기록된 떡볶이 조리법

『시의전서(是議全書)』에 나타나는 떡볶이에 대한 조리법을 재구성하기 위해 다음 표 6에 『시
의전서(是議全書)』 속 찜류의 식재료 및 조리 방법을 나타내었다. 찜류에 나타난 떡의 모양, 식
재료 및 양념, 조리법을 살펴보고, 『시의전서(是議全書)』 속 떡볶이의 조리법을 재구성하였다.

표 6.-『시의전서(是議全書)』에-기록된-찜류의-식재료와-조리법
구분

송이찜

재료-및-양념

조리법

송이의-껍질을-벗기되-줄기는-얇게-돌려-벗기고-위에-핀-것을-넓게-저민다.-쇠고기와송이,-쇠고기,-돼지
돼지고기를-곱게-다져-두부와-섞고-기름장을-넣어-간을-맞춘-다음-여러-가지-양념을고기,-두부,-기름장,한다.-크기는-임의로-하고-양념한-소를-송이-저민-것에-덮어-밀가루를-묻히고-달걀을밀가루,-달걀,-후춧가
씌워-지진다.-국에-꾸미를-많이-넣고-밀가루와-달걀을-풀어-끓이다가-송이-지진-것을루,-잣가루
넣고-다시-끓인다.-달걀을-황백으로-각각-부쳐-채치고-후춧가루와-잣가루를-뿌린다.
죽순을-얇게-저며-썰고-데친-후-물에-담갔다가-쓴다.-죽순에-쇠고기와-꿩고기를-많이다져-넣고-밀가루를-조금-넣고-볶는다.-멀리서-절여온-죽순이면-하루정도-물을-갈아주
면서-담갔다가-우려내어-쓴다.

죽순찜

죽순,-쇠고기,-꿩고
기,-밀가루

붕어찜

큰-붕어를-통째로-비늘을-벗기고-칼로-등마루를-째서-내장을-들어낸다.-어만두-소처럼붕어,-식초,-백반,-녹
소를-만들어-배-속에-넣되-좋은-초를-2숟가락-정도-붓고-붕어-입-속에는-작은-백반-조
말,-기름장,-밀가루,각을-넣는다.-생선을-잘라-구멍-난-곳에-녹말을-묻히고-실로-동여맨-다음-솥에-물을-조
달걀
금-붓고-기름장을-넣어-뭉근하게-약한-불로-끓이되-밀가루와-달걀을-푼다.

게찜

게,-달걀,-후추,-파,생강,-기름장

게의-누런-장과-검은-장을-각각-긁어낸다.-달걀에-누런-장을-섞고-기름장을-알맞게-넣
는다.-후추,-파,-생강-등을-넣고-굽이-없는-그릇에-담아-중탕하여-익혀-저민다.-장국을잘-만들어-위에-끼얹고-달걀을-황백으로-각각-부치고-썰어-위에-뿌린다.

돼지새끼
집찜

돼지새끼집,-돼지고
기,-쇠고기,-메밀가 돼지새끼집을-1마디씩-자른다.-돼지고기와-쇠고기를-곱게-다져서-갖은-양념을-하고-메
루,-닭고기,-꿩고기,- 밀가루와-섞어-돼지새끼집-속에-넣는다.-닭이나-꿩고기와-함께-전복,-해삼,-채소-등을전복,-해삼,-채소,-깨 썬-뒤에-깨소금과-기름장을-섞어서-돼지새끼집과-같이-찜을-하면-좋다.
소금,-기름장

아저찜

어린-새끼-돼지를-깨끗이-씻고-배-속에-양념을-넣어-통째로-찜을-하면-그-맛이-아주-좋
다.-그러나-새끼-돼지를-얻는-것이-쉽지-않고-또한-일부러-잡는-것도-덕스럽지-못하므로연한-돼지를-사용한다.-돼지의-털을-뽑고-통째로-내장과-함께-큰솥에-넣어-삶다가-파,새끼-돼지,-파,-미나
미나리,-순무를-많이-넣고-삶는다.-새끼-돼지를-무르게-삶아-뼈는-제거하고-살은-가늘
리,-순무,-생전복,-해
게-뜯고-비계와-내장은-반듯하게-썬다.-파는-1치-길이씩-썰고-생전복이나-삶아-익힌-전
삼,-표고,-박,-후추,-깨
복을-넣되-이것들이-없으면-마른-전복-곤-것과-해삼,-표고,-박-썰어-말린-것을-넣는다.소금,-잣가루,-겨자
파,-생강,-후추,-깨소금을-많이-넣어-주무르고-기름장을-넣은-뒤에-놋그릇에-넣고-중탕
한다.-다-익으면-달걀을-황백으로-부쳐-채-쳐-넣고-후추와-잣가루를-뿌리고-겨자를-곁
들여-먹는다.

메추라기,-쇠고기,-갖
은-양념,-움파,-미나
메추라기
리,-표고,-죽순-말린
찜
것,-기름장,-후추,-밀
가루

메추라기의-껍질을-상처가-나지-않게-하며-뜯어낸다.-머리,-발,-내장은-버리고-몸통만취하여-깨끗이-씻는다.-쇠고기를-다져-갖은-양념을-하여-메추라기-배-속에-소로-넣는
다.-움파와-미나리-약간,-표고,-죽순-말린-것,-기름장,-후추를-합하여-주물러-넣고-밀가
루를-물에-엷게-풀어-약간-넣는다.-국물은-제-몸이-젖을-정도여야-좋다.

꿩,-쇠고기,-갖은-양
념,-나물

꿩의-껍질이-상하지-않게-하며-털을-뽑고-살을-곱게-뜯어-각을-뜬다.-다리의-껍질을-자
루처럼-잘-벗긴-다음-뼈의-아랫마디는-젖혀-두고-윗마디는-찢어서-살을-모두-긁어낸
다.-긁어낸-다리-살에-쇠고기를-조금-섞어-넣어-다지고-갖은-양념을-한-다음-간을-맞춰주무른다.-양념하여-주무른-것으로-꿩의-다리를-만들어-젖힌-껍질을-다시-씌우고-모양
은-마음대로-만든다.-여러-개를-만들어-찜을-하려면-나물과-여러-가지-양념을-넣고-찜
을-하고-구운-것은-종이에-놓고-기름장을-발라-먹는다.

봉총찜

갈비찜

갈비를-1치-길이씩-잘게-잘라-삶는다.-소의-위를-뜨거운-물에-잠깐-넣어-데치고-부아,갈비,-소-위,-부아,-곱
곱창,-통무,-다시마를-같이-넣고-무르게-삶은-후-건진다.-무는-탕무처럼-잘게-썰고-다른창,-무,-다시마,-표고,고기도-무와-같이-썬다.-다시마는-골패조각처럼-썰고-표고와-석이도-썰되-파와-미나리
석이,-파,-미나리,-갖
는-살짝-데쳐-넣는다.-갖은-양념과-밀가루를-섞어-주무른-후-볶되-국물을-조금-있게-하
은-양념,-밀가루,-달걀
여-그릇에-담는다.-달걀을-부치고-석이와-같이-채를-쳐서-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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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료 및 양념

조리법

영계찜

영계, 표고, 느타리,
석이, 파, 갖은 양념,
밀가루

영계를 백숙으로 푹 과서 건져내어 뼈를 다 추리고 살을 뜯는다. 표고, 느타리, 석이,
파를 넣고 갖은 양념을 한 후 밀가루 물을 풀어 넣어 갈비찜같이 한다.

속대찜

배추속대, 배추뿌리, 국수를 말아먹어도 좋다. 좋은 배추속대를 골라 깨끗이 씻고 배추 뿌리도 껍질을 깨끗
다진 쇠고기, 청장, 고 이 벗겨 넣는다. 다진 쇠고기와 청장을 넣고 푹 무르게 달인 후 퍼서 고춧가루, 깨소금,
춧가루, 깨소금, 기름 기름을 넣는다.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고사리찜

고사리, 고기, 갖은
양념, 밀가루

고사리를 삶아 깨끗이 손질한 뒤 고기와 갖은 양념을 넣고 밀가루 물을 조금 넣고 볶
는다.

떡볶이

흰떡, 찜 만드는 재료

다른 찜과 같이 하되 흰떡을 탕에 넣는 무처럼 썰고 살짝 볶아서 한다. 찜 만드는 재료
가 모두 들어가나 밀가루 물은 넣지 않는다.

숭어찜

숭어, 달걀, 다진 쇠
숭어는 토막을 내고 달걀을 씌워 지진다. 다진 쇠고기, 표고, 느타리, 석이, 파, 미나리,
고기, 표고, 느타리,
후춧가루, 깨소금, 기름을 합하여 주물러 생선 토막의 켜와 켜 사이에 넣고 물을 조금
석이, 파, 미나리, 후
쳐서 지지면 좋다.
춧가루, 깨소금, 기름

생선찜

생선, 달걀, 다진 쇠
고기, 표고, 느타리,
여러 가지 생선찜은 다 숭어찜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석이, 파, 미나리, 후
춧가루, 깨소금, 기름

쇠골찜

쇠골, 밀가루, 달걀

쇠골찜도 밀가루를 약간 씌워 달걀에 부쳐 생선찜같이 한다.

① 떡볶이 떡의 모양
‘흰떡을 탕무처럼 썰어’의 뜻은 탕무의 모양을 언급한 것으로 탕무의 모양이 곧 떡의 모양이
라고 판단할 수 있다. 탕무의 모양을 확인하여 떡의 모양을 비교해 보고자 관련 자료를 분석
하였다.
『시의전서(是議全書)』의 열구자탕(그림 15)에 사용된 탕무 모양은 ‘순무를 작고 반듯하게 저
며서’로 기록 되어 있으며, 비슷한 연대에 나온 『주방문(酒方文)』의 게탕(그림 16)에서는 탕무
를 ‘어슷어슷하게 썰어’로 기록되어 있다. 1938년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
法)』의 주저탕(그림 17)에서는 ‘작은 주사위 같은 네모지게 썰어’로 기록되어 있다. 탕무의 모양
으로 보아 사용한 떡볶이의 모양은 어슷하게 썰은 모양, 순무처럼 작은 크기의 동전 모양으로
얇게 저민 것, 작은 주사위와 같은 네모 모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앞의 『규곤요람』 (그림 8)에서도 떡의 형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떡은 넓
고 얇게 키 작은 호패만하게 썰어야 좋다’라는 것이다. 호패는 조선시대 신분증으로 길쭉한 모
양을 하고 있어, 『시의전서(是議全書)』를 통해 유추한 주사위 모양의 길쭉한 떡과 유사한 형태
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원문 이미지>

<원문>
悅口子湯-열구탕
神仙爐에-담고-화통에-불-피워-히여-수시로-먹니만두-게-비져-기도-나니라

치-진계--젼복-양-쳔녑-부화-곤손-골-졔육-슛무유도랏-파-표고-초-황육-다-고-방졍히-졈히-번쳘에-기름쳐-지지고-미나리난-게란-쓰워-지져야-조코-나무난-그

-지져고-졔육-만야-조흔니-다-열구탕-그릇-겻
겻치-담고-션-빗-곱게-황-젼유어-지져-가치-지쳐-쎠흘
어-각각-기름-쳐-복고-치-쇼를-양념여-완로-더러-
다라-너코-나무난--드려-합-넛틋-겻겻치-담고-계란황을-부치되-게-거문-으로-기름치고-게란-약간-셧거부치면-빗치-쥬홍-갓타니-귀지게-쎠흘어-우희-흣고-실
은-흰호도도-흣트며-국을-양슉을-고아-황슉-만히-너코-고
기-복근-즙을-만히-합야-화통에-슈불-퓌우고-여-쓰국슈-셔너치식-버히고-흰 치-쇼-너허도-조흐니라

<현대 번역문>

출처:-한국전통지식포탈〕

열구자탕
신선로에-담고-화통에-불을-피워-끓이면서-떠먹는다.-만
두를-작게-빚어-삶기도-한다.-꿩고기,-진계,-해삼,-전복,-양,천엽,-부아,-곤자소니,-골,-돼지고기,-순무,-도라지,-파,-표
고,-대추,-쇠고기는-모두 작고 반듯하게 저며서-무쇠-그릇
에-기름을-두르고-지져낸다.-미나리는-달걀을-씌워-지져야좋고-나물은-그냥-지져내며-돼지고기를-많이-넣으면-좋다.위의-재료들을-신선로에-나란히-가지런하게-담는다.-생선
은-황백으로-빛이-곱게-전유어로-지지고-썰어-각각-기름을쳐서-볶는다.-꿩고기를-양념하여-소를-만들고-완자로-빚어넣는다.-나물은-색을-맞추어-찬합에-넣듯-나란히-담고-달
걀은-황백으로-부친다.-게의-검은-장에-기름을-치고-달걀
을-약간-섞어-부치면-주홍-빛깔이-나는데-이를-비스듬한네모-모양으로-썰어-위에-얹는다.-잣,-은행,-호두도-함께-얹
는다.-국물은-소의-위를-삶아-고은-것에-쇠고기-고은-것을넣고-고기-볶은-즙도-많이-넣고-섞어-신선로에-붓는다.-화
통에-숯불을-피우고-끓여서-먹되-국수를-3~4치-길이로-잘
라-넣고-흰떡과-꿩고기-소를-넣으면-좋다.

그림 15.-『시의전서(是議全書)』---열구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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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탕 蟹湯
두드려 뵈예 걸러  사발이어 쟝 서 홉 기  홉 교합
여 무우 어슥어슥 싸흐라 녀허 장 혀 더운 김의 
호쵸 허츠라 새오도 그리라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현대 번역문>
게탕
게를 두드려서 베에 거른다. 게가 1사발이면 간장 3홉과 기름
1홉을 서로 섞고 무를 어슷어슷하게 썰어 넣어 매우 끓여 더
운 김에 쪄 후춧가루를 뿌린다. 새우도 게탕을 끓이는 법대로
한다.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16. 『주방문(酒方文)』 - 게탕

<원문 이미지>
<원문>
주저탕(족복기)
족을잘게써러 녹도록린후에 밀가루를풀고 무를저근 주사위갓치
네모지게써러늣퇴 밀가루는 잡탕국물에푸러 풀쑤듯하고 무도곰국
에너엇든 것을 써러한테버무려 묽은죽처럼하나니 이것도 제사에쓰
나니라

<현대 번역문>
주저탕
족을 잘게 썰어 녹도록 끓인 후에 밀가루를 풀고 무를 작은 주사위
같이 네모지게 썰어 넣되 밀가루는 잡탕 국물에 풀어 풀 쑤듯 한다.
무도 곰국에 넣었던 것을 썰어 한데 버무려 묽은 죽 처럼 한다. 이것
도 제사에 쓴다.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소장〕

그림 17.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 주저탕

② 찜류의 식재료
『시의전서(是議全書)』-속 찜류에 사용된 식재료는 표 7과 같이 곡류, 고기류, 두부·달걀, 채소
류, 어패류·해조류, 버섯류, 양념, 고명으로 나누었다.
밀가루는 소를 만들 때 결착제 및 국물을 걸죽하게 만드는 용도로 찜류에서 가장 많이 나
왔다. 고기류 중에서는 쇠고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달걀, 두부도 사용되었다. 채소류
중에서는 미나리가, 버섯류 중에서는 표고버섯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어패류, 해조류는
전복, 해삼, 다시마가 사용되었다.
양념을 살펴보면, 파, 유장, 후추(후춧가루), 깨소금, 생강, 기름, 겨자, 청장, 고춧가루, 초, 백반
순으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떡볶이의 간을 하는데 청장(간장)이 쓰인 것을
알 수 있고 맛과 향은 후추(후춧가루), 깨소금, 생강, 겨자, 고춧가루 등의 갖은 양념이 사용됨
을 알 수 있다.
고명으로는 달걀지단, 잣가루, 석이채 순으로 많이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표 7.-『시의전서(是議全書)』에-기록된-찜류의-재료
구분
곡류(4)
고기류(7)
두부·달걀(2)
채소류(5)

재료-종류
밀가루(8),-녹말(1),-메밀가루(1),-국수(1)
쇠고기(7),-돼지고기(2),-꿩고기(1),-양(소의-위)(1),-부아(1),-곱창(1),-고기(1)
달걀(5),-두부(1)
미나리(4),-무(2),-박(1),-죽순(1),-나물(1)

어패류,-해조류(3)

전복(1),-해삼(1),-다시마(1)

버섯류(3)

표고(5),-석이(3),-느타리(2)

양념(11)

파(6),-유장(기름장)(5),-후추(후춧가루)(5),-깨소금(3),-생강(2),-기름(2),-겨자(1),-청장(1),-고춧가루(1),-초
(1),-백반(1)

고명(3)

달걀지단(4),-잣가루(2),-석이채(1)

③ 찜류의 조리법
『시의전서(是議全書)』속 찜류의 조리법은 이효지(1981)5)연구의 조리조작에 관한 분류법을 토
대로 표 8과 같이 준비과정, 써는 과정, 익히는 과정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떡볶이의 조리형태와 국물의 양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조리법은 ‘볶는다, 중탕하다, 달이다’ 등
이 있는데 특히 ‘뭉근하게 끓이다, 볶되 국물을 조금 있게 하다’가 떡볶이 최종 조리형태를 알

5) 이효지, “是議全書의 調理學的 考察”, 대한가정학회지, 19(3), 47-61,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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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물을 만드는 조리법으로는 ‘물만 넣고 끓이는 방법, 밀가루와 달걀물
을 풀어 넣는 방법, 밀가루물 넣는 방법, 장국물을 넣는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다. 시의전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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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찜은 대부분 밀가루 풀을 넣어 걸죽한 형태로 만들었으나 떡볶이의 경우, 떡을 볶는 과
정에서 쌀가루가 국물에 우러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밀가루물을 넣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떡볶이는 국물양은 많지 않고 걸죽한 형태로 현존에 있는 떡볶이의 국물의 양이
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표 8. 『시의전서(是議全書)』에 기록된 찜류의 조리법
구분

조리법 종류(조리법 가짓수)

준비과정(27)

넣는다(27), 섞는다(5), 주무르다(5), 뼈제거하다·살뜯어내다(5), 비늘벗기다·내장들어내다·긁는다
(4), 푸다(4), 씻는다(3), 뿌린다(3), 껍질벗기다(3), 씌우다(3), (소, 모양을)만들다(3), 양념한다(3) 붓는
다(2), 담는다(2), 건지다(2), 얹는다(2), 합하다(2), 묻는다(2), 담그다(1), 치다(1), 말리다(1), 동여매다
(1), 버리다(1), 다듬는다(1), 털뽑다 (1), 곁들이다(1), 바르다(1)

써는 과정(9)

썰다(11), 다지다(5), 저미다(얇게 베다)(4), 채썬다(채치다)(3), 자르다(3), 사각뜨다(2), 째다(1), 토막치
다(1), 돌려벗기다(1),

익히는 과정(10)

끓이다(3), 볶는다(3), 부치다(3), 지지다(3), 데치다(2), 중탕하다(2), 삶는다(2), 고다(2), 굽는다(1), 달
이다(1)
( )안의 숫자는 사용한 횟수

④ 찜류를 통해 본 떡볶이의 재구성
앞서 살펴 본 『시의전서(是議全書)』의 찜 만드는 방법을 토대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을 재
구성하여 표 9,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표 9. 재구성한 『시의전서(是議全書)』의 떡볶이 재료
구분
곡류
고기류
두부·달걀
채소류

재료
흰떡
쇠고기, 돼지고기, 꿩고기, 양(소의 위), 부아, 곱창, 고기
달걀, 두부
미나리, 무, 박, 죽순, 나물

어패류, 해조류

전복, 해삼, 다시마

버섯류

표고, 석이, 느타리

양념

파, 기름장, 후추, 깨소금, 생강, 기름, 겨자, 간장, 고춧가루, 초

고명

달걀지단, 잣가루, 석이채

<주사위-모양의-길쭉한-간장-떡볶이>

<주사위-모양의-길쭉한-붉은-떡볶이>

<주사위-모양의-간장-떡볶이>

<주사위-모양의-붉은-떡볶이>

<동그란-모양의-간장-떡볶이>

<동그란-모양의-붉은-떡볶이>

그림 18.-『시의전서(是議全書)』에-기록된-떡볶이-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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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필지(婦人必知)』
『부인필지(婦人必知)』에는 그림 19와 같이 떡볶이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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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10과 같다.
<원문 이미지>
<원문>

복기
흰을 쓰러 숙육과 양짓 등심살을 닙갓치 졈여 유장 맛쵸고 파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표고 셕이를 가날게 쓰으러 솟을 달우고 고기 복다가 을만
거든 과 양념을 넛코 유장 더야 다시 복가 흠신 익은 후 펴
서 잣 소곰 호초가루 왼갓 만히 너으라

<현대 번역문>
떡볶이
흰떡을 썰어 수육과 양지머리, 등심살을 풀잎같이 얇게 저며 기름
과 장을 섞어 간을 맞추고 파, 표고, 석이를 가늘게 썰어 솥에 넣어
같이 볶다가 익을 만하거든 썰은 흰떡과 양념을 넣고 기름과 장을
섞은 것을 더 넣어 다시 볶아 흠씬 익은 후 퍼서 잣, 소금, 후춧가
루, 통잣을 많이 넣는다.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그림 19. 『부인필지(婦人必知)』에 기록된 떡볶이 조리법

표 10. 『부인필지(婦人必知)』 에 기록된 떡볶이 재료와 조리법
구분

상세 내용
곡류
고기류

재료

흰떡
수육, 양지머리, 등심살

두부·달걀

-

채소류

-

어패류, 해조류

-

버섯류

표고, 석이

양념

기름간장, 파, 소금, 후춧가루

고명

잣가루

준비과정
조리법
익히는 과정

1) 흰떡을 썰어 놓는다.
2) 수육, 양지머리, 등심살을 얇게 저며 기름과 장을 섞어 간을 맞춘다.
3) 파, 표고, 석이를 가늘게 썰어 솥에 넣어 같이 볶는다.
4) 3)의 재료가 익을 정도면 썰어 놓은 흰떡과 양념을 넣고 볶는다.
5) 4)에 2)의 양념한 고기를 넣어 다시 익도록 볶는다.
6) 그릇에 담아 잣가루와 소금, 후춧가루를 많이 뿌린다.

3) 『주식시의(酒食是儀)』
『주식시의(酒食是儀)』에는 그림 20과 같이 떡볶이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분
석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11과 같다.
<원문 이미지>

<원문>

복기
흰을-잘-여-닷-분-기레식-잘-넷-식-여-솟치나-퉁노구나-다
르다가-기름을-만이-두루고-황뉵을-가늘계-두다려--쓰은-것과-갓치복가-송이-도랏-납즉납즉-쓰러-셕이도--치고-계란-붓쳐--치고-슉
쥬나물-유장의-주물너- 넉코-질도-되도-안이케-염장-맛초와-
강-파-호초-잣가로-넛코-김-구어-부수어-넛코 호박-외-가진-약염-다너어-씨라
<현대 번역문>

출처:-한국전통-떡볶이의-정보조사를-통한지식체계-구축-사업-보고서〕

떡볶이
흰떡을-5푼-길이씩-잘라-4쪽씩-내어-솥이나-퉁노구를-달구어-기름을많이-두르고-소고기를-가늘게-두드려-떡-썬-것과-같이-넣어-볶는다.송이와-도라지를-납작납작하게-썰고,-석이도-채를-썬다.-계란을-부쳐채-치고,-숙주나물을-유장에-주물러-한데-넣고-질지도-되지도-않게소금과-장을-맞춘다.-생강,-파,-후추,-잣가루를-넣고,-김을-구워-부수
어-넣고,-애호박,-오이,-갖은-양념을-다-넣는다.

그림 20.-『주식시의(酒食是儀)』에-기록된-떡볶이-조리법

표 11.-『주식시의(酒食是儀)』-에-기록된-떡볶이-재료와-조리법
구분

상세-내용
곡류
고기류
두부·달걀

재료

채소류
어패류,-해조류
버섯류
양념
고명

준비과정
조리법

익히는-과정

흰떡
소고기
달걀
도라지,-숙주나물
송이,-석이유장
애호박,-오이,-잣가루,-김
1) 흰떡을-5푼-길이로-잘라-4쪽씩-가른다.
2) 소고기를-가늘게-채-썬다.
3) 송이와-도라지는-납작하게-썰고,-석이도-채를-썬다.
4) 숙주나물은-데쳐서-유장에-무친다.
5) 김은-구워서-부순다.
6) 썰어놓은-흰떡을-달군-솥에-기름을-많이-두르고-쇠고기와-같이-볶는다.
7) 6)에-송이,-도라지,-석이,-달걀,-숙주나물을-함께-넣고-소금과-간장을-간을-맞춘다.
8) 생강,-파,-후추를-넣고-양념한다.
9) 애호박,-오이는-갖은-양념을-하여-잣가루와-부순-김과-같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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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곤요람』
『규곤요람(연세대본)』에는 그림 21과 같이 떡볶이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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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12와 같다.
<원문 이미지>
<원문>

餠炙法 : 을 장광후박 킈 져근 호만굼식 썰어야 조흔이라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복기라 : 젼복과 을 물으게 살마 쎨어 남비의 담고 힌몰을
*1)
 치 기장으로 쎨어 너 치 와 슐상 볼  씨기 조흔리라 셕리 독의 피 버섯시
라코 녹말과 후초갈우 기름 셕리 제종을 장물 풀러 남비에 복리라
*2)

복글  너무 되게 복치 말고 연 지젹지젹게 복이라

<현대 번역문>
병자법 : 떡은 넓고 얇게 키 작은 호패만하게 썰어야 좋으니라.
떡볶이라 : 전복과 해삼을 물러지도록 삶은 후 썰어 냄비에 담고, 가래
떡을 1치 길이로 썰어 넣는다. 녹말과 후춧가루, 기름, 석이채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간장에 양념하고, 이를 냄비에 볶는다.
*1) 잔치할 때와 술상 볼 때 쓰기 좋다. 석이채는 독에 피는 버섯이다.	 
*2) 볶을 때 너무 되게 볶지 말고 자연히 지적지적하게 볶는다.

출처: 연세대학교 소장〕

그림 21. 『규곤요람』에 기록된 떡볶이 조리법

표 12. 『규곤요람』 에 기록된 떡볶이 재료와 조리법
구분

상세 내용
곡류

재료

가래떡, 녹말

고기류

-

두부·달걀

-

채소류

-

어패류, 해조류
버섯류

전복, 해삼
석이채

양념

후춧가루, 기름, 간장

고명

-

준비과정
조리법
익히는 과정

1) 전복과 해삼을 무르게 삶아 썬다.
2) 가래떡을 1치 길이로 썬다.
3) 썰어놓은 전복, 해삼, 가래떡에 석이채와 녹말, 후춧가루, 기름, 간장으로 양념하여 모두
냄비에 넣고 볶는다.

5) 『주식방문』
『주식방문』에는 그림 22와 같이 떡볶이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떡볶이
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13과 같다.
<원문 이미지>
<원문>

복기
장국을-맛잇게-혀-노코-흰을-돗톰고-잘자롬하게-쌀하-고기와-져육
이-불근-물이-읍게-씨셔-날흔이-두다리고-미나리와-슉쥬을-느허-고기와갓치-양염여-뭇치고-복가-노코-과-다시-한-복글-졔-장국을-부어-복
고-표고와-셕이와-계란-붓친-것과-박욱어지와-호박고지도-너허면-조흐니
라

<현대 번역문>
떡볶이
장국을-맛있게-끓여-놓고-흰떡은-도톰하고-길쭉하게-썰어-놓는다.-쇠고기
와-돼지고기는-붉은-핏물이-없도록-씻어서-부드럽게-다진다.-미나리와-숙
주를-넣고-고기와-함께-양념하여-무친-다음-볶아-놓는다.-다시-떡과-함께볶되-장국을-부어-볶고-표고,-석이,-달걀-부친-것,-박우거지,-호박고지도넣으면-좋다.
출처:-국립중앙도서관-소장〕

그림 22.-『주식방문』에-기록된-떡볶이-조리법

표 13.-『주식방문』-에-기록된-떡볶이-재료와-조리법
구분

상세-내용
곡류
고기류
두부·달걀

재료

채소류
어패류,-해조류
버섯류

흰떡
쇠고기,-돼지고기
달걀
미나리,-숙주,-박우거지,-호박고지
표고,-석이

양념

장국

고명

달걀지단

준비과정

1) 먼저-장국을-끓여-놓는다.
2) 흰떡은-도톰하고-길쭉하게-썰어-놓는다.
3) 소고기와-돼지고기는-붉은-핏물이-없도록-씻어서-곱게-다진다.

익히는-과정

4) 미나리와-숙주,-고기를-함께-양념하여-무친-다음-볶아-놓는다.
5) 다시-떡과-함께-4)의-재료를-넣고-1)의-장국을-부어-볶는다.
6) 표고,-석이,-달걀-부친-것,-박우거지,-호박고지-등을-넣는다.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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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요리제법(朝鮮料理製法, 1921)』
『조선요리제법(朝鮮料理製法, 1921)』의 떡볶이 조리법은 그림 23과 같이 ‘떡볶이’와 ‘떡볶이 별
한국의 전통음식 떡볶이

136

법’이라 하여 2가지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14과 같다.
<원문 이미지>
<원문>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흰을 손가락 굴기만콤식 만드러셔 기리가 칠푼식되게 써으러셔  각각
둘에 긔여놋코 졔육을  그 기리만콤식 넓이 셔푼되게써을고  쇠고기
연거스로 얇게썽러셔 가진고명에 쥬믈너가지고 이 두가지고기를 남비에담
고  표고 버셧 셕이 파익인것넛코 황화를 써으러너은후 간쟝과 물을 조곰
만치고 간을 맛쳐 슛불에 려셔  를에  써으른거슬 너허 잠간익
힌후에 합에담고 기름과 소금을쳐셔 먹니라.
<현대 번역문>
흰 떡을 손가락 굵기만큼씩 만들어서 길이가 7푼쯤씩 되게 썬 후 각각 둘로 쪼
개어 냄비에 넣는다. 돼지고기를 또 그 길이만큼씩 썰어서 갖은 고명에 주물러
가지고 이 두 가지 고기를 냄비에 담는다. 여기에 표고, 석이, 이긴 파를 넣고 황
화채를 썰어 넣은 후 간장과 물을 조금만 넣고 간을 맞춰 숯불에 끓인다. 한참
끓을 때에 썰어 놓은 떡을 넣어 잠깐 익힌 후 합에 담고 기름과 깨소금을 쳐서
먹는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 떡볶이

<원문 이미지>
<원문>
힌을써으러 슉육과 양 고들 등심살을 풀닙갓치졈여 기름장맛초고 파 표고 셕
이를 가늘게 써으러 솟을달우고 고기를 복다가 닉을만거든 과약념을넛코 기름
장더야 다시복가 닉은후 퍼셔 잣가루 호초가루 왼잣을 만히넛니라

<현대 번역문>
흰 떡을 썰어 수육과 양, 고들개, 등심살을 풀잎같이 얇게 저며서 기름장 맞추고 파,
표고, 석이를 가늘게 썬다. 솥을 달군 후 고기를 볶다가 익을만하거든 떡과 양념을
넣고 기름장을 더하여 다시 볶아 익은 후 퍼 잣가루, 후춧가루, 통잣을 많이 넣는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b. 떡볶이 별법
그림 23.  『조선요리제법(朝鮮料理製法, 1921)』에 기록된 떡볶이 조리법 a, b

표 14.-『조선요리제법(朝鮮料理製法,-1921)』-에-기록된-떡볶이-재료-1,-2와-조리법-1,-2
구분

상세-내용
곡류
고기류
두부·달걀

재료-1

채소류
어패류,-해조류
버섯류
양념
고명

준비과정
조리법-1
익히는-과정
곡류
고기류
두부·달걀
재료-2

채소류
어패류,-해조류
버섯류
양념
고명
준비과정

조리법-2
익히는-과정

흰떡
돼지고기
황화채
표고,-석이
파,-간장,-기름,-깨소금
1) 흰-떡을-손가락-굵기만큼씩-만든다.
2) 떡의-길이가-7푼쯤-씩-되게-썬-후-각각-둘로-가른다.
3) 돼지고기도-떡과-같은-길이로-썰어-갖은-양념에-주무른다.
4) 표고,-석이,-다진-파,-황화채를-썰어-놓는다.
5) 냄비에-고기와-야채-재료들을-넣은-후-간장과-물을-조금-넣고-간을-맞춰-숯불에-끓인다.
6) 끓을-때에-썰어-놓은-떡을-넣고-잠깐-익힌다.
7) 합에-담고-기름과-깨소금을-뿌린다.
흰떡
수육,-양,-고들개,-등심살
파,-황화채
표고,-석이
간장,-기름장,-후춧가루
잣가루,-통잣
1) 흰-떡을-썰어-놓는다.
2) 수육,-양,-고들개,-등심살을-얇게-저민-후-기름장을-만들어-양념한다.
3) 파,-표고,-석이를-가늘게-채-썬다.
4) 달군-솥에-2)의-고기를-볶다가-떡과-3)의-재료를-넣고-기름장을-더하여-다시-볶는다.
5) 잣가루,-후춧가루,-통잣으로-고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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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선요리제법(1934)』
『조선요리제법(1934)』에는 그림 24와 같이 ‘떡볶이’와 ‘떡볶이 별법’ 2가지 조리법이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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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15와 같다.
<원문>
[재료(三人分)]
흰떡 열두개, 기름 반숫가락, 고기 반근, 깨소금 한숫가락, 간장 반종자, 호초
조금, 파 두뿌리, 게란 한 개, 표고 네족각, 석이 두조각, 버섯 네조각, 실백 한
숫가락, 미나리 썰은것 한보시기, 물 한보시기

<원문 이미지>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고기를 얇게 골패짝만큼식 썰고 파는 한치 길이로 잘라서 대강 채치고 표고
버섯 석이(약념만드는 법에서 읽을것)을 골패짝만큼식 썰고 게란은 그릇에 잘
풀어서(황백미 각각할것) 반은 얇게 부쳐서 서푼 넓이 닷분 길이로 썰고 남은
반은 고기 볶는대섞고 미나리는 정하게 다듬어서 한치 길이로 잘러서 소금에
잠간 절여서 꼭짜가지고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잠간만 볶아놓고(파란빛잇을때
즉시 끄내 식힐일) 흰떡은 칠푼 길이로 잘라서 둘에 쪼개놓고(서로 붙지 않도
록 참기름을 발러놀것) 미나리와 떡만 남겨놓고서 전부함께 넣고 볶아서 고기
가 익은 후에 흰떡과 기름과 미나리를 넣고 오분쯤 더 끓여서 합에 담고 맨우
에 게란 약념을 색스럽게 얹고 실백을 뿌려서 상에 놓나니라
<현대 번역문>
[재료(3인분)]
흰떡 12개, 기름 반 숟가락, 고기 반 근, 깨소금 1숟가락, 간장 반 종자, 후추 조
금, 파 2뿌리, 달걀 1개, 표고 4조각, 석이 두 조각, 버섯 4조각, 잣 1숟가락, 미나
리 썬 것 1보시기, 물 1보시기.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기를 얇게 골패 짝만큼씩 썰고 파는 1치 길이로 잘라서 대강 채치고 표고, 석이(양념 만드는 법에서 읽을 것)을 골패
짝만큼씩 썰고 달걀은 그릇에 잘 풀어서(황백미 각각 할 것) 반은 얇게 부쳐서 3푼 너비, 5분 길이로 썰고 남은 반은 고
기 볶는 데 섞는다. 미나리는 깨끗하게 다듬어서 1치 길이로 잘라서 소금에 잠깐 절여서 꼭 짜가지고 번철에 기름을 바
르고 잠깐만 볶아 놓는다. (파란 빛 있을 때 즉시 꺼내 식힐 일) 흰떡은 7푼 길이로 잘라서 둘로 쪼개놓는다. (서로 붙지
않도록 참기름을 발라 놓을 것) 그런 후에 미나리와 떡만 남겨놓고 전부 함께 넣고 볶아서 고기가 익은 후에 흰떡과 기름
과 미나리를 넣고 5 분쯤 더 끓여서 합에 담는다. 맨 위에 달걀 양념을 색깔 맞추어 얹고 잣을 뿌려서 상에 놓는다.

a. 떡볶이
<원문 이미지>

<원문>
떡볶이 별법
살코기와 양고 고들개와 등심살을 풀잎같이 얇게 저며서 오푼 장광으로 썰고
석이와 표고와 버섯도 같은 모양으로 썰어놓고 파 채쳐넣고 깨소금, 기름, 호초
적당히 넣고 애호박 오가리를 물에불려서 꼭 짜가지고 고기와 같은모양으로
썰어서 기름에 잠간 볶아서 다 함께넣고 잠간 볶다가 고기가 익을만하거든 흰
떡을 칠푼길이로 썰어서 둘에 잘러서 넣고 오분간 더 끓여서 합에담아 우에는
게란양념과 실백을 얹어서 놓나니라
<현대 변역문>
살코기와 양과 고들개와 등심살을 풀잎같이 얇게 저며서 5푼 길이와 너비로
썰고 석이와 표고도 같은 모양으로 썰어놓는다. 파는 채쳐 넣고 깨소금, 기름,
후추는 적당히 넣는다. 애호박 오가리를 물에 불려서 꼭 짜가지고 고기와 같
은 모양으로 썰어서 기름에 잠깐 볶는다.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넣고 잠깐 볶
다가 고기가 익을만하거든 흰떡을 7푼 길이로 썰어서 둘로 잘라서 넣고 5분간
더 끓여서 합에 담는다. 위에는 달걀 양념과 잣을 얹어서 놓는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b. 떡볶이 별법
그림 24.  『조선요리제법』에 기록된 떡볶이 조리법 a, b

표 15.-『조선요리제법(1934)』-에-기록된-떡볶이-재료-1,-2와-조리법-1,-2
구분

상세-내용
곡류

흰떡-12개

고기류

고기-1/2근

두부·달걀
재료-1

채소류
어패류,-해조류
버섯류

표고-4조각,-석이-2조각,-버섯-4조각
기름-1/2숟가락,-깨소금-1숟가락,-간장-1/2종자,-후추-조금,-파-2뿌리,-물-1보시기

고명

달걀지단,-잣

조리법-1

익히는-과정
곡류
고기류
두부·달걀
채소류
어패류,-해조류
재료-2

미나리-썬-것-1보시기

양념

준비과정

재료-2

달걀-1개

버섯류

1) 고기를-얇은-골패-크기로-썬다.
2) 파는-1치-길이로-잘라-채-썬다.
3) 표고,-석이도-골패-크기로-썬다.
4) 달걀은-그릇에-풀어-황,-백으로-나누어-절반은-얇게-부쳐서-3푼-너비,-5분-길이로-썬다.
5) 미나리는-다듬어-1치-길이로-잘라-소금에-살짝-절여-짠-다음-번철에-기름을-두르고-파
란빛이-돌도록-살짝-볶는다.
6) 흰떡은-7푼-길이로-잘라-둘로-가르고-참기름을-바른다.
7) 고기,-파,-표고,-석이,-4)에-남은-달걀-절반을-넣고-볶는다.
8) 고기가-익으면-떡과-기름,-미나리를-넣고-5분정도-더-끓여서-합에-담는다.
9) 맨-위에-황백지단을-색을-맞춰-얹고-잣을-뿌린다.
흰떡
살코기,-양,-고들개
달걀
애호박-오가리
석이,-표고

양념

파,-깨소금,-기름,-후추

고명

잣,-달걀지단

준비과정
조리법-2

익히는-과정

1) 살코기,-양,-고들개,-등심살을-풀잎같이-얇게-저미고-5푼-길이와-너비로-썬다.
2) 석이와-표고도-고기와-같은-모양으로-썬다.
3) 파는-채치고-깨소금,-기름,-후추를-적당히-넣는다.
4) 애호박-오가리는-물에-불려-꼭-짜고-고기와-같은-모양으로-썰어-살짝-볶는다.
5) 흰떡은-7푼-길이로-썰어-둘로-가른다.
6) 1)~4)의-모든-재료를-다-넣고-살짝-볶는다.
7) 고기가-익으면-썰어-놓은-흰떡을-넣고-5분간-더-끓여-합에-담는다.
8) 맨-위에는-달걀-양념과-잣을-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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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그림 25와 같이 떡볶이 조리법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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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16과 같다.
<원문 이미지>

<원문>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잘말든흰을 칠푼기리 되게써러 각각물에 여더운물에 너엇다가 죠리에건
저 물을여 드러붓지안케기름을죠금처 뭇처노코 졍육과양깃머리와 정육을 가진
고명하야 각각주물러복고 표고 버섯석이송이파미나리와 목이황화를 채처가진고
명하야복고 이위여러가지를장과설당과 호초가루처 모다복다가 흰썬것을너어
잠복가내여합에담고 석이와버섯과 표고와모다채치고 실고초와 알고명과 실백
을언지되 송이는굴게하라 암소가리도 살마어노코 숙주도아래위를서 너키도
하고 애호박이나 애호박지를늣넛것이매우죠으니라
<현대 변역문>
잘 말린 흰떡을 7푼 길이쯤 되게 썰어 각각 물에 불려 더운 물에 넣었다가 조리로
건져 물을 뺀다. 그리고 들러붙지 않게 기름을 조금 넣어 묻혀 놓고 정육과 양지머
리와 정육을 갖은 고명하여 각각 주물러 볶는다. 그리고 표고버섯, 석이, 송이, 파,
미나리, 목이, 황화(원추리꽃 말린 것)를 채쳐 갖은 고명하여 볶는다. 이 위 여러 가
지를 간장과 설탕과 후춧가루를 모두 볶다가 흰떡 썬 것을 넣어 잠깐 볶아내어 찬
합에 담는다. 그리고 석이와 버섯, 표고를 모두 다 채 치고 실고추와 알고명과 잣을
얹는데 송이는 굵게 한다. 암소갈비도 삶아 찢어 놓고 숙주도 아래 위를 따서 넣기
도 하고 애호박이나 애호박 고지를 넣는 것도 매우 좋다.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소장〕

그림 25.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에 기록된 떡볶이 조리법
표 16.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에 기록된 떡볶이 재료와 조리법
구분

상세 내용
곡류
고기류
두부·달걀

재료

채소류
어패류, 해조류
버섯류

말린 흰떡
쇠고기, 양지머리, [암소갈비]
달걀
파, 미나리, 목이, 황화, [숙주, 애호박(또는 애호박고지)]
표고, 석이, 송이, 목이

양념

기름, 간장, 설탕, 후춧가루

고명

석이, 표고, 송이, 실고추, 달걀지단, 잣

준비과정

조리법

익히는 과정

1) 잘 말린 흰떡을 7푼 길이쯤 되게 썰어 각각 물에 불린다.
    - 더운 물에 넣었다가 조리로 건져 물을 뺀다.
2) 불린 떡을 들러붙지 않게 기름을 조금 넣어 묻혀 놓는다.
3) 석이, 표고, 목이, 황화는 채를 썬다.
4) 송이는 굵게 썬다.
5) 정육과 양지머리를 갖은 양념하여 각각 주물러 볶는다.
6) 표고버섯, 석이, 송이, 파, 미나리, 목이, 황화도 갖은 양념하여 볶는다.
7) 5)의 고기와 6)의 재료에 간장, 설탕, 후춧가루를 넣고 볶다가 흰떡 썬 것을 넣어 잠깐
볶아낸다.
8) 실고추, 알고명, 잣으로 고명을 얹는다.
       - 암소갈비도 삶아 찢어 놓고, 숙주도 아래 위를 따서 넣거나, 애호박이나 애호박 고지
를 넣기도 한다.

9) 『신영양독본(新榮養讀本)』
『신영양독본(新榮養讀本)』에는 그림 26과 같이 떡볶이 재료와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17과 같다.
<원문>

<원문 이미지>
재료

흰떡-열두개-고기-반근-계란-한-개-표고-세조각-버섯-네조각-석이-두조각미나리-한단-간장-반종자-기름-한수가락-깨소곰-한수가락-호초-조곰-파두뿔-실백-한수가락-물-한보시기
만드는법
1.-고기를-얇게-골패짝만큼식썰고-파는-한치-기리로잘라서-채칠-것
2.-표고,-버섯,-석이는-기름에복가-역시-골패짝만큼식썰-것
3.-계란은-황백미를-각각잘푸러-얇게붓처서-한푼넓이-닷분기리로썰-것
4.-미나리는-정하게씻어-한치기리로잘러서-소곰에잠간저려짜서-기름에- 파랏케복-가노흘-것
5.-흰떡은-칠푼기리로잘라-둘에-쪼개-노흘것
6.-흰떡과-미나리만-남겨노코-그-외에재료는-전부합하야-고명을너허-주
- -물러서복-가-고기가익은후에-흰떡과-미나리와-기름을너코-잠간더끄려
서-합에담고-맨우에-계란부친-것을-색스럽게-언꼬-실백을뿌려-상에노
흠

<현대 변역문>
재료
흰떡-12개,-고기-0.5근,-계란-1개,-표고-3조각,-버섯-4조각,-석이-2조각,-미
나리-1단,-간장-0.5종자,-기름-1숟가락,-깨소금-1숟가락,-후추-조금,-파-2뿌
리,-잣-1숟가락,-물-1보시기

출처:-국립중앙도서관-소장〕

만드는-법
1.-고기를-얇게-골패짝만큼씩-썰고-파는-1치-길이로-잘라서-채친다.
2.-표고,-버섯,-석이는-기름에-볶아-역시-골패짝만큼씩-썬다.
3.--계란은-노른자와-흰자를-각각-잘-풀어-얇게-부쳐서-1푼-너비,-5분-길이
로-썬다.
4.-미나리는-깨끗하게-씻어-1치-길이로-잘라서-소금에-잠깐-절이고-짜서기름에-파랗게-볶아-놓는다.
5.-흰떡은-7푼-길이로-잘라-반으로-나누어-놓는다.
6.--흰떡과-미나리만-남겨놓고-그-외의-재료는-전부-합하여-고명을-넣고-주무
른-후에-볶는다.-고기가-익으면-흰떡과-미나리와-기름에-넣고-잠깐-더-끓
여서-합에-담고-맨-위에-계란-부친-것을-색스럽게-얹고-잣을-뿌려-상에넣는다.

그림 26.--『신영양독본(新榮養讀本)』 에-기록된-떡볶이-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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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신영양독본(新榮養讀本)』 에 기록된 떡볶이 재료와 조리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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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상세 내용
곡류

흰떡 12개

고기류

고기 0.5근

두부·달걀
재료

채소류
어패류, 해조류
버섯류

계란 1개
미나리 1단
표고 3조각, 버섯 4조각, 석이 2조각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양념

간장 0.5종자, 기름 1숟가락, 깨소금 1숟가락, 후추 조금, 파 2뿌리, 물 1보시기

고명

잣 1숟가락, 달걀지단

준비과정

1) 고기를 얇게 골패크기로 썬다.
2) 파는 1치 길이로 잘라 채 썬다.
3) 표고, 버섯, 석이도 역시 골패크기로 썰어 놓는다.
4)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로 나누어 각각 얇게 부쳐 1푼 너비, 5분 길이로 썬다.
5) 미나리를 깨끗하게 씻어 1치 길이로 잘라서 소금에 살짝 절인다.
6) 흰떡은 7푼 길이로 잘라 반으로 나눈다.

익히는 과정

7) 고기, 파, 표고, 버섯, 석이를 합하여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후에 볶는다.
8) 고기가 익으면 흰떡과 미나리, 기름을 넣고 잠깐 더 볶아서 합에 담는다.
9) 계란 지단을 얹고 잣을 뿌린다.

조리법

10) 『사계의 조선요리(四季의 朝鮮料理)』
『사계의 조선요리(四季의 朝鮮料理)』에는 그림 27과 같이 떡볶이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
를 토대로 분석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18과 같다.
<원문 이미지>
<원문>
[재료]
한떡-二十四개-간장-한종자-고기-百十匁-깨소금-두수가락-계란-두개호초-조금-파-세뿌리-표고-일곱조각-버섯-여들조각-실백-두수가락-미
나리-한보시기-물-두보시기-고기는-얇게-골패짝만큼식-썰고-파는-한치길이로-잘라서-대강-채치
고-표고는-물에-불려서-정하게-씻어-골패족만큼식-썰어서-기름에-볶
아놓고-석이도-끓는물에-잘-씻어서-골패짝만큼식-썰고-계란은-그릇에활백미-따로-풀어서-반은-얇게-부처서-서푼-넓이-닷분-길이로-썰고-남
은반은-고기-볶는대섞고-미나리-정하게-씻어-한치-길이로-잘라선-소
금에-잠간-절여서-꼭-짜가지고-번철에-기름을-바르고-잠간만-볶아놓고(파란빛있슬때즉시끄내여식힐것)
힌떡을-칠푼-길이로-잘라서-물에-쪼내놓고-(서로뭇지않도록참기름을
발러놀것)-미나리와-떡만-남겨놓고서-전부함께-넣고-볶아서-고기가-익
은-후에-힌떡과-기름과-미나니를-넣고-오분쯤-더-끓인후-합에담고-맨
우에-계란과-약념을-색스럽게얹고-실백을-뿌려서-상에-놓나니라

<현대 변역문>
[재료]
흰떡-24개,-간장-1종지,-고기-110돈,-깨소금-2숟가락,-달걀-2개,-후추조금,-파-3뿌리,-표고-7개,-버섯-8개,-잣-2숟가락,-미나리-1보시기,-물2보시기고기는-얇게-골패-쪽만-하게-썰고-파는-1치-길이로-잘라서-대강-채를친다.-표고는-물에-불려서-깨끗하게-씻어-골패-쪽만-하게-썰어-기름에볶고-석이도-끓는-물에-잘-씻어서-같은-모양으로-썬다.-달걀은-그릇에노른자와-흰자를-따로-나누어-풀어서-반은-얇게-부쳐-3푼-너비에-5푼길이로-썰고-나머지-반은-고기-볶는-데에-섞는다.-미나리는-깨끗하게씻어-1치-길이로-자르고-소금에-잠깐-절인-후-꼭-짜서-번철에-기름을바르고-살짝-볶되-파란빛이-있을-때-즉시-꺼내어-식힌다.-흰떡을-7푼길이로-잘라서-물에-담갔다-꺼내고-서로-달라붙지-않도록-참기름을발라-놓는다.-미나리와-떡만-남겨-놓고-함께-볶고-고기가-익은-후에-흰
떡과-기름과-미나리를-넣고-5분쯤-더-끓인-후에-합에-담고-위에-달걀
과-양념을-색스럽게-얹은-다음-잣을-뿌려-상에-놓는다.
출처:-디지털한글박물관-소장〕

그림 27. 『사계의-조선요리(四季의-朝鮮料理)』에-기록된-떡볶이-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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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사계의 조선요리(四季의 朝鮮料理)』 에 기록된 떡볶이 재료와 조리법
구분
한국의 전통음식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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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곡류

흰떡 24개,

고기류

고기 110돈

두부·달걀
재료

채소류
어패류, 해조류
버섯류

달걀 2개
미나리 1보시기
표고 7개, 버섯 8개,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양념

간장 1종지, 깨소금 2숟가락, 후추 조금, 파 3뿌리, 물 2보시기

고명

달걀지단, 잣 2숟가락

준비과정
조리법

익히는 과정

1) 고기는 얇게 골패쪽 만큼씩 썬다.
2) 파는 1치 길이로 잘라 채를 친다.
3) 표고는 물에 불려 골패쪽 만큼씩으로 썰어 기름에 볶는다.
4) 석이도 끓는 물에 잘 씻어서 표고와 같은 모양으로 썬다.
5) 달걀은 노른자와 흰자를 나누어 절반만 부쳐 3푼 너비, 5푼 길이로 썬다.
6) 미나리를 씻어 1치 길이로 자르고 소금에 절인 후 짠 다음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파란
빛이 있을 때까지 살짝 볶아 바로 식힌다.
7) 흰떡을 7푼 길이로 잘라 물에 담갔다 꺼내고 붙지 않도록 참기름을 발라 놓는다.
8) 고기, 파, 표고, 석이, 4)에서 남은 절반의 달걀을 넣고 볶는다.
9) 고기가 익으면 떡과 기름, 미나리를 넣고 5분을 더 끓인 후에 합에 담는다.
    
10)

11) 『우리음식』
『우리음식』에는 그림 28과 같이 떡볶이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떡볶이
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19와 같다.
<원문 이미지>
<원문>
[재료]--흰떡-20개,-쇠고기-150그람,-무-1개,-숙주-80그람,-미나리-1단,-홍
무-1개,-표고-5개,-석의-조금,-계란-2개,-실백-조금,-실고추-조금,갖은-양념
흰떡을-4센치쯤-되는-길이로-베어-셋에-짜른다.-고기는-가늘게썰어-약념하여-볶는다.-미나리는-잠간-디쳐서-4센치쯤-길이로-썰
어-놓는다.-홍무는-껍질을-벗겨서-4센치-길이로-얄팍얄팍하게-썰
어서-살짝-디쳐-놓는다.-표고는-불려-홍무와-같이-썰어-놓는다.숙주는-슬쩍-삶아-건져-놓는다.-무는-4센치-길이에-두둑하게-썰
어-삶아-놓는다.-냄비에-기름을-치고-떡을-씻어-잠감-물린-후,-여
러-가지를-한데-넣어서-눋지-아니하게-뭉군히-볶는다.-물끼가-없
을-때에는-무-삶은-물을-좀-넣어도-좋다.-먹을-때에는--그릇에-담
고-위에-계란-부침-실고추-잣-등을-곱게-고명-한다.

<현대 번역문>
[재료]-흰떡-20개,-쇠고기-150g,-무-1개,-숙주-80g,-미나리-1단,-당근-1
개,-표고-5개,-석이-조금,-달걀-2개,-잣-조금,-실고추-조금,-갖은양념.
흰떡을-4cm-되는-길이로-잘라-셋으로-가른다.-고기는-가늘게-썰
어-양념하여-볶는다.-미나리는-잠깐-데쳐서-4cm-정도로-썰어놓는다.-당근은-껍질을-벗겨-4cm-길이로-얄팍얄팍하게-썰어서살짝-데쳐-놓는다.-표고는-불려서-당근과-같이-썰어-놓는다.-숙
주는-살짝-삶아서-건져-놓는다.-무는-4cm-길이로-두둑하게-썰
어-삶아-놓는다.-냄비에-기름을-치고-떡을-씻어-넣고-잠깐-볶은후-여러-가지를-한데-넣어서-눋지-않게-뭉근히-볶는다.-물기가없을-때에는-무-삶은-물을-조금-넣어도-좋다.-먹을-때에는-그릇
에-담고-위에-달걀지단,-실고추,-잣-등의-고명을-곱게-얹는다.
출처:-디지털한글박물관-소장〕

그림 28.-『우리음식』에-기록된-떡볶이-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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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우리음식』 에 기록된 떡볶이 재료와 조리법
구분
한국의 전통음식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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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곡류
고기류
두부·달걀

재료

채소류
어패류, 해조류
버섯류

흰떡 20개
쇠고기 150g
달걀 2개
무 1개, 숙주 80g, 미나리 1단, 당근 1개
표고 5개, 석이 조금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양념

갖은 양념

고명

달걀지단, 잣 조금, 실고추 조금

준비과정
조리법

익히는 과정

1) 흰떡을 4cm 길이로 잘라 셋으로 나눈다.
2) 고기를 가늘게 썰어 양념하고 볶는다.
3) 미나리는 살짝 데쳐서 4cm로 썰어 놓는다.
4) 당근은 껍질을 벗겨 4cm 길이로 얄팍하게 썰어 살짝 데친다.
5) 표고는 불려 당근과 같이 썬다.
6) 숙주는 살짝 삶아 건져 놓는다.
7) 무는 4cm 길이로 두둑하게 썰어 삶아 놓는다.
8) 냄비에 기름을 넣고 떡을 넣고 살짝 볶는다.
9) 2)~7) 모두를 넣고 눋지 않게 뭉근한 불로 볶는다.- 물기가 없을 때는 무 삶은 물을 조금 넣는다.
   
10)

1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는 그림 29와 같이 떡볶이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
로 분석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20과 같다.
<원문 이미지>

<원문>
[재료(세그릇)]-힌떡-열두가래-정육-반근-간장-한종자
기름-한차사시-깨소금-한큰사시-후추가루-조금
파-두뿌리-계란-한-개-표고-네조각
석이-세조각-느타리-네조각-실백-한큰사시
미나리-썰어서한보시기-물-한보시기
1. 연한-고기를-얇게-점여가지고-골패쪽-만큼식-썰어서-가진-고명에-장여놓고,2.-파는-4센치-길이로-잘러서-채치고-3.-석이와-표고와-늣타리-들을-정하게-씻
은-후에-3센치-길이와-2센치-넓이로-썰어놓고-4.-계란을-황백미-각각-낞으아-얇
게-지단을-부쳐서-이것도-3센치-길이와-2센치-넓이로-썰어-놓고,-5.-미나리는-뿌
리와-잎을-따고-정하게-씻은후-4센치-길이로-썰어서-소금에-잠간-절여서-꼭짜가
지고-번철에-기름을-두르고-잠간만-볶아-놓고-6.-흰떡은-4센치-길이로-잘라서-넷
이나-혹은-둘에-갈러놓고-7. 이번에는-장여놓은-고기와-버섯들을-남비에-담아고기가-익을-만큼-볶다가-8.-물을-붓고-간을-잘 맟운후에-떡을-넣고-다시-볶아
서-떡이-무르고-간이-잘-밴후에,-9. 볶아-놓았든-미나리와-파를-넣고-다시-잠간
더-볶아서-설탕으로-맛을-맟우어-가지고,-10.-그릇에-담고-계란-지단을-얹고-실
백을-뿌려서-놓으라.
[비고]1.-더맛있게-하려면-고기를-넉넉이-넣고-양과-고들개와-안심살을-좋이장처럼-얇
게-저며서-4센치-길이와-3센치-넓이로-썰어서,
2.-가진-고명에-주물러-가지고-볶다가-그-외에-여러-가지-재료들을-넣어서-볶으
라.

출처:-한국식품연구원-소장〕

<현대 번역문>
[재료(세그릇)]
흰떡-12가래,-소고기-1/2근,-간장-1종지,-기름-1작은술,-깨소금-1큰술,-후춧가루-조금,-파-2뿌리,-달걀-1개,-표고-4조각,-석이-3조
각,-느타리-4조각,-잣-1큰술,-미나리-썬-것-1보시기,-물-1보시기
1.-연한-고기를-얇게-저며-골패쪽-만큼씩-썰어서-갖은-고명에-재워놓고,-2.-파는-4cm-길이로-잘라서-채치고,-3. 석이와-표고와-느
타리를-깨끗하게-씻은-후에-3cm-길이와-2cm-너비로-썰어-놓고,-4. 달걀을-황백으로-각각-나누어-얇게-지단을-부쳐서-이것도3cm-길이와-2cm-너비로-썰어-놓고,-5.-미나리는-뿌리와-잎을-따고-깨끗하게-씻은-후에-4cm-길이로-썰어서-소금에-잠깐-절여서꼭-짜가지고-번철에-기름을-두르고-잠깐만-볶아-놓고,-6.-흰떡은-4cm-길이로-잘라서-4등분이나-혹은-2등분으로로-잘라-놓고,-7.재워-놓은-고기와-버섯들을-냄비에-담아-고기가-익을-만큼-볶다가,-8.-물을-붓고-간을-잘-맞춘-후에-떡을-넣고-다시-볶아서-떡이무르고-간이-잘-밴-후에,-9.-볶아-놓은-미나리와-파를-넣고-다시-잠깐-더-볶아서-설탕으로-맛을-맞춰서,-10.-그릇에-담고-달걀지단
을-얹고-잣을-뿌려서-놓는다.
[비고]1.-더-맛있게-하려면-고기를-넉넉히-넣고-양과-고들개와-안심살을-종이처럼-얇게-저며서-4cm-길이와-3cm-너비로-썰어서,
2.-갖은-고명에-주물러-가지고-볶다가-그-외에-여러-가지-재료들을-넣어서-볶는다.

그림 29.-『우리나라-음식-만드는-법』에-기록된-떡볶이-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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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에 기록된 떡볶이 재료와 조리법
구분
한국의 전통음식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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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곡류

흰떡 12가래

고기류

소고기 1/2근

두부·달걀
재료

채소류
어패류, 해조류
버섯류

달걀 1개
파 2뿌리, 미나리 썬 것 1보시기
표고 4조각, 석이 3조각, 느타리 4조각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양념

간장 1종지, 기름 1작은술, 깨소금 1큰술, 후춧가루 조금, 물 1보시기

고명

달걀지단, 잣 1큰술

준비과정

조리법

익히는 과정

1) 연한 고기를 얇게 저며 골패쪽 만큼씩 썰어 갖은 고명에 재운다.
2) 파는 4cm 길이로 잘라 채친다.
3) 석이와 표고, 느타리를 깨끗이 씻어 3cm 길이와 2cm 너비로 썰어 놓는다.
4) 달걀을 황백으로 각각 나누어 얇게 지단을 부쳐서 3cm 길이와 2cm 너비로 썰어 놓
는다.
5) 미나리는 뿌리와 잎을 떼어내고 씻어 4cm 길이로 썬 다음 소금에 절인 후 짠 다음 번
철에 기름을 두르고 살짝 볶는다.
6) 흰떡은 4cm 길이로 잘라서 4등분이나 2등분으로 자른다.
7) 고기와 버섯을 냄비에 담아 볶는다.
8) 고기가 익으면 물을 붓고 간을 맞춘 후에 떡을 넣고 다시 볶는다.
9) 볶아놓은 미나리와 파를 넣고 다시 살짝 볶아서 설탕으로 맛을 맞춘다.
10)
         - 고기를 넉넉히 넣고 양, 고들개, 안심살을 종이처럼 얇게 4cm 길이와 3cm 너비로 썬
것에 갖은 양념을 주무른 후 볶다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볶기도 한다.     

13) 『이조궁정요리통고(李朝宮廷料理通攷)』
『이조궁정요리통고(李朝宮廷料理通攷)』에는 그림 30과 같이 떡볶이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21과 같다.
<원문>

<원문 이미지>

[재료]-흰떡----10개
소고기----반근
숙주----10匁
미나리(또는-시금치)-----1단
표고
당근
옥총
애호박오가리
계란
양념(간장,-설탕,-참기름,-깨소금,-후추가루,-파,-마늘)
[조리법]
소고기를-보드랍게-다저서-양념(간장,-설탕,-후추가루,-깨소금,-참기름,-파,마늘)에-잰다.
숙주와-미나리는-살작-디쳐놓고-표고,-당근,-옥총,-애호박,-오가리-등은-채
로-썰어서-참기름에-따로따로-볶아-놓는다.
흰떡은-4cm기리로-짜르고-다시-사절(四切)하여-끓는물에-삶는다.
소고기-잰것을-볶다가-흰떡-삶은것을-한데넣고-소고기와-함께-버무린다.흰떡에-고기간이-완전히-배게되면-기름에-볶아놓은-채소들을-함께넣고간을-맞추고-국물기를-적게하여-볶는다.-이것을-그릇에-담고-알지단을-채
로-썰어서-뿌린다.
출처:-국립중앙도서관-소장〕

<현대 번역문>
[재료]-흰-떡----10개
소고기----0.5근
숙주----10돈
미나리-또는-시금치-1단
표고
당근
양파
애호박-오가리
달걀
양념(간장,-설탕,-참기름,-깨소금,-후춧가루,-파,-마늘)
[조리법]
소고기를-보드랍게-다져서-간장,-설탕,-후춧가루,-깨소금,-참기름,-파,-마늘에-잰다.
숙주와-미나리는-살짝-데쳐놓고-표고,-당근,-양파,-애호박-오가리-등은-채로-썰어서-참기름에-각각-따로-볶아-놓는다.
흰-떡은-4cm길이로-자르고-다시-4등분하여-끓는-물에-삶는다.
소고기-잰-것을-볶다가-흰-떡-삶은-것을-한데-넣고-소고기와-함께-버무린다.-흰-떡에-고기간이-완전히-배게-되면-기름에-볶아놓
은-채소들을-함께-넣고-간을-맞추고-국물을-적게-하여-볶는다.-이것을-그릇에-담고-알지단을-채로-썰어서-뿌린다.

그림 30.-『이조궁정요리통고(李朝宮廷料理通攷)』-에-기록된-떡볶이-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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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이조궁정요리통고(李朝宮廷料理通攷)』 에 기록된 떡볶이 재료와 조리법
구분

상세 내용
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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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류
두부·달걀
재료

채소류
어패류, 해조류
버섯류

흰떡 10개
쇠고기 1/2근
달걀
숙주 10돈, 미나리 (또는 시금치) 1단, 당근, 양파, 애호박 오가리
표고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양념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 파, 마늘

고명

달걀지단

준비과정
조리법
익히는 과정

1) 쇠고기를 다져서 간장, 설탕,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파, 마늘에 잰다.
2) 숙주와 미나리는 살짝 데친다.
3) 표고, 당근, 양파, 애호박 오가리 등은 채로 썰어 참기름에 따로 볶는다.
4) 흰떡은 4cm 길이로 자르고 다시 4등분하여 끓는 물에 삶는다.
5) 쇠고기 잰 것을 볶다가 삶은 흰떡을 넣고 소고기와 함께 버무린다.
6) 떡에 고기간이 배면 기름에 볶아놓은 채소들을 넣고 간을 맞추고, 국물을 적게 하여
볶는다.
7) 그릇에 담아 채 썰어놓은 달걀지단을 고명으로 얹는다.

14) 『한국요리(韓國料理)』
『한국요리(韓國料理)』에는 그림 31과 같이 떡볶이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
한 떡볶이의 재료와 조리법은 표 22와 같다.
<원문 이미지>

<원문>

출처:-한국식품연구원-소장〕

[재료(3인분)]흰떡(2가락)-200g,-쇠고기-50g,-호배추속-50g,-당근-50g,-움파20g,-미나리-20g,-표고(3장)-15g,-석이-소량,-알지단-소량,-간장
4T.S.,-참기름-1t.s.,-깨소금-1t.s.,-후추가루-1/2t.s.,-마늘-다진-것1t.s.,-설탕-1t.s.,열량-887Cal,-단백질-33.8g
야채와-떡·버섯·쇠고기를-조미해서-볶은-요리이다.
a.-떡은-3cm-길이로-썰어서-길이-2등분-내지-3등분으로-쪼갠다.
b.-배추는-길이-3cm-정도로-썰고-미나리도-3~4cm로-썬다.
c.--당근은-1cm-내외,-3cm-길이로-납작하게-썰고,-표고·석이는-채
쳐-놓는다.
d.-알지단은-마름모꼴로-썰어-놓는다.
e.--먼저-쇠고기는-조미료의-반-가량만-넣어서-조미하고-남비에-배
추를-밑에-담고-쇠고기와-표고를-얹고-불에-얹어서-익히다가-배
추가-물씬하게-무르면(배추에서-물이-나므로-물을-넣지-안아도된다).
---거기에-떡·당근을-넣어-섞어서-촉촉하게-볶아-익힌다.
f.--떡이-무르면-나머지-조미료를-넣고-간을-맞추어-맛과-빛깔을-어
울리게-한다.
g.--미나리를-넣어서-살짝-섞어-뚜껑을-하고,-뜸이-들거던-그릇에담아서-석이채와-알지단을-뿌린-다음-실백을-뿌려-놓은다(석이
나-알지단이-없으면-실백만으로도-좋다).고-알지단을-채로-썰어
서-뿌린다.
<현대 번역문>

[재료(3인분)]흰떡(2가락)-200g,-쇠고기-50g,-호배추속-50g,-당근-50g,-움파-20g,-미나리-20g,-표고(3장)-15g,-석이-소량,-알지단-소
량,-간장4Ts,-참기름-1ts,-깨소금-1ts,-후춧가루-1/2ts,-마늘-다진-것-1ts,-설탕-1ts
열량-887Cal,-단백질-33.8g야채와-떡,-버섯,-쇠고기를-조미해서-볶은-요리이다.
1)-떡은-3cm-길이로-썰어서-길이로-2~3등분으로-쪼갠다.
2)-배추는-길이-3cm-정도로-썰고-미나리도-3~4cm로-썬다.
3)-당근은-폭-1cm-내외,-길이-3cm로-납작하게-썰고-표고와-석이는-채쳐-놓는다.
4)-알지단은-마름모꼴로-썰어-놓는다.
5)--쇠고기는-조미료의-반-정도만-넣고-조미해-둔다.-냄비-밑에-배추를-먼저-담고-쇠고기와-표고를-넣고-불에-얹어-익히다
가-배추가-물씬하게-무르면-거기에-떡과-당근을-넣어-섞고-촉촉하게-볶아-익힌다.-배추에서-물이-나므로-물을-넣지-않
아도-된다.6)-떡이-무르면-나머지-조미료를-넣고-간을-맞추어-맛과-빛깔이-어울리게-한다.
7)--미나리를-넣어서-살짝-섞어-뚜껑을-덮고-뜸을-들여-그릇에-담은-후-석이채와-알지단을-얹고-잣을-뿌린다.-석이나-알지
단이-없으면-잣만-뿌려도-좋다.

그림 31.-『한국요리(韓國料理)』-에-기록된-떡볶이-조리법

151

표 22. 『한국요리(韓國料理)』 에 기록된 떡볶이 재료와 조리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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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곡류
고기류
두부·달걀

재료

채소류
어패류, 해조류
버섯류

흰떡(2가락) 200g
쇠고기 50g
호배추속 50g, 당근 50g, 움파 20g, 미나리 20g
표고(3장) 15g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양념

간장4Ts, 참기름 1ts, 깨소금 1ts, 후춧가루 1/2ts, 마늘 다진 것 1ts, 설탕 1ts

고명

석이 소량, 달걀지단 소량, (잣)

준비과정

조리법

익히는 과정

1) 떡은 3cm 길이로 썰어서 길이로 2~3등분한다.
2) 배추는 길이 3cm 정도로 썰고 미나리도 3~4cm로 썬다.
3) 당근은 폭 1cm 내외, 길이 3cm로 납작하게 썬다.
4) 표고와 석이는 채치고 달걀지단은 마름모꼴로 썬다.
5) 쇠고기는 양념의 반 정도만 넣고 간을 한다.
6) 냄비 밑에 배추를 먼저 넣고, 쇠고기, 표고를 넣고 익힌다.
7) 배추가 무르게 익으면 떡과 당근을 넣고 섞어 촉촉하게 볶는다.- 배추에 물이 나므로 물을 넣지 않는다.
8) 떡이 무르면 나머지 양념을 넣고 간을 맞춘다,
9) 미나리를 넣고 살짝 섞은 후, 뚜껑을 덮고 뜸을 들인다.
10)
  - 석이나 달걀지단이 없으면 잣만 뿌린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문헌에 기록된 떡볶이의 조리법은 오늘날의 궁중떡볶이와 대
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들어가는 각각의 재료마다 차이가 있어 다양한 조리법이 존
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신문기사 속 떡볶이
떡볶이의 식재료와 식품성분은 그림 32와 같이 193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알수 있다. 동아
일보 1936년 1월에 개제된 ‘조선요리성분게산표 떡볶이 7人分’을 보면 떡볶이의 각 식재료마다
중량과 단백질, 지방, 전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떡볶이에 대한 식재료의 영양성분을 1930년대와 최근의 식품영양성분표6)를 비교, 분석한 결
과는 표 23과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 시스템, http://www.foodnara.go.kr/kisna

<원문 이미지>
<원문>
떡볶이-7人分
품명

중량

단백질

지방

전분

실백
소고기
버슷
미나리
석이
파
참기름
떡
표고
게란
소곰
간장
깨소곰
후추가루
물

11g
288..
20..
100..
33..
23..
60..
852..
19..
80..
19..
52..
8..
..
200.0..
1775
1231.928

0.867
51.48
1.34
2.01
1.967
0.338
60.15
1.892
1.624
0.562
1.643

33.78
46.08
11.458
0.03
0.284
0.006
59.994
1.948
0.071
9.288
4.128

0.064
0.05
3.22
24.017
0.996
512.224
14.389
2.112
0.458
1.008

134.233
2234.428

136.892
4006.288

558.609
가로리

536.932

출처:-동아일보,-1936.1.11일자〕

그림 32.-1936년-동아일보에-기록된-떡볶이-재료-및-영양성분

표 23.-1930년대-떡볶이와-식품영양성분표-비교
품명

중량

잣
소고기
버섯
미나리
석이
파
참기름
떡
표고
달걀
소금
간장
깨소금
후춧가루
물

11g
288g
20g
100g
33g
23g
60g
852g
19g
80g
19g
52g
8g
200g

단백질(g)
A
B
0.867
1.936
51.48
54.14
1.34
0.52
2.01
1
1.967
1.452
0.338
0.276
0.06
60.15
32.38
1.892
0.38
1.624
9.12
0.562
4.004
1.643
1.448
-

지방(g)
A
33.78
46.08
11.458
0.03
0.284
0.006
59.994
1.948
0.071
9.288
4.128
-

B
8.25
44.06
0.02
0.2
0.594
0.046
59.64
2.556
0.057
6.64
0.156
4.536
-

전분(g)
A
B
0.064
0.517
0.05
1.16
3.22
4.6
24.017
25.542
0.996
1.541
0.24
512.224
404.7
14.389
1.159
2.112
2.64
0.969
0.458
2.548
1.008
1.096
-

* (A: 1936년 동아일보에 기록된 영양성분, B: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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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궁중 및 사대부 유래설
떡볶이가 기록된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떡볶이는 궁중 또는 사대부가에서 시작되었을 가능
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겸암집』, 『서산집』의 문헌을 통해 의례상에 오른 떡볶이의 기록과 왕
가의 일대기를 기록한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의 궁중 음식 조리서인 『이조궁정요리통고』 등의
떡볶이가 기록된 고문헌들은 떡볶이가 궁중에서 시작되었음을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사대부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가 남인인 이익의 문집 『성호전집』의 떡볶이의 기록을 통해 사대부가에서도 떡볶이를 먹었음
을 표 24와 같이 확인 하였고, 이로써 떡볶이는 궁중 또는 사대부가에서 유래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24. 고문헌 속 떡볶이의 기록
문헌명

수록 내용

겸암집
서산집
승정원 일기

왕가에서 즐겨 먹은 기록

이조궁정요리통고

조선 궁중의 식탁에 오른 기록

성호전집

사대부가 남인의 찬품으로 기록

의례상에 오른 기록

일반인들이 흔하게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우리 가요 속에도 있다.
‘오빠는 풍각쟁이7)’라는 1930년대 대중가요의 가사에 떡볶이가 등장한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구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구/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 ‘오빠는 풍각쟁이’ 中 -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1930년대의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떡볶이는 쉽게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7) 1938년, 박영호 작사, 김승규 작곡, 박형림 노래

2) 식재료 및 조리방법에 따른 유래설
떡볶이가 기록된 문헌들 속 식재료 및 조리방법을 표 25와 같이 살펴보면, 전복, 해삼 등 각
종 해조류와 채소류, 소고기, 돼지고기 등 평민들이 구하기 어려운 귀한 식재료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앞서 설명한 궁중 및 사대부설에 더 힘을 싣는 근거가 된다.

표 25.-고문헌-속-떡볶이의-식재료-및-조리방법
문헌명
규곤요람

상세-내용
전복,-해삼,-가래떡,-녹말,-후춧가루,-기름,-석리채,-간장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말린-흰떡-7푼,-기름,-정육,-양지머리,-표고버섯,-석이,-송이,-파,-미나리,-목이,-황화,-간장,설탕,-후춧가루,-실고추,-잣,-

한국요리

흰떡(2가락)-200g,-쇠고기-50g,-호배추속-50g,-당근-50g,-움파-20g,-미나리-20g,-표고(3
장)-15g,-석이-소량,-알지단-소량,-간장-4Ts,-참기름-1ts,-깨소금-1ts,-후춧가루-1/2ts,-마늘다진-것-1ts,-설탕-1ts
흰떡,-제육,-갖은-고명,-표고,-석이,-파,-황화채,-간장,-기름,-깨소금
흰떡,-수육,-양,-고들개,-등심살,-표고,-석이,-파,-황화채,-간장,-기름장,-후춧가루,-잣가루,-통잣

조선요리제법

부인필지
사계의-조선요리

흰떡-12개,-기름-1/2숟가락,-고기-0.5근,-깨소금-1숟가락,-간장-1/2종자,-후추-조금,-파-2뿌
리,-계란-1개,-표고-4조각,-석이-2조각,-버섯-4조각,-잣-1숟가락,-미나리-썬-것-1보시기,-물-1
보시기
흰떡,-수육,-양지머리,-등심살,-기름,-간장,-파,-표고,-석이,-잣가루,-소금,-후춧가루
흰떡-24개,-간장-1종지,-고기-110돈,-깨소금-2숟가락,-달걀-2개,-후추-조금,-파-3뿌리,-표고7개,-버섯-8개,-잣-2숟가락,-미나리-1보시기,-물-2보시기

주식방문

장국(간장에-끓인-맑은-국물),-흰떡,-소고기,-돼지고기,-미나리,-숙주,-양념,-표고,-석이,-달
걀,-박우거지,-호박고지

이조궁정요리통고

흰-떡-10개,-소고기-0.5근,-숙주-10문,-미나리-또는-시금치-1단,-표고,-당근,-양파,-애호박오가리,-달걀,-양념(간장,-설탕,-참기름,-깨소금,-후춧가루,-파,-마늘)

우리나라-음식-만드는-법

시의전서*

흰떡-12가래,-소고기-1/2근,-간장-1종지,-기름-1작은술,-깨소금-1큰술,-후춧가루-조금,-파-2
뿌리,-달걀-1개,-표고-4조각,-석이-3조각,-느타리-4조각,-잣-1큰술,-미나리-썬-것-1보시기,-물1보시기
흰떡,-소고기,-돼지고기,-꿩고기,-양(소의-위),-부아,-곱창,-고기,-달걀,-두부,-미나리,-무,-박,죽순,-나물,-전복,-해삼,-다시마,-표고,-석이,-느타리,-파,-기름장,-후추,-깨소금,-생강,-기름,겨자,-간장,-고춧가루,-초,-달걀지단,-잣가루,-석이채,*

고문헌 속 떡볶이 조리법(p130~131)에서 『시의전서』 떡볶이를 재구성한 내용임.

위 표와 같이 고문헌에 기록된 떡볶이의 양념을 살펴보면, 『시의전서(是議全書)』를 제외한 모
든 문헌에 떡볶이의 양념으로 간장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궁중 및 사대부에서 떡볶이는 간장
으로 조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고문헌 속 떡볶이 조리법(p124) 에서 『시의전서(是議全書)』 속 떡볶이의 조리방법을 재구
성한 것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이 고춧가루가 양념으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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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도 간장 떡볶이가 아닌 고춧가루와 같은 붉은색의 매운 양념이 사용된 떡볶이를 만들 수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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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떡볶이는 언제부터 매운맛의 붉은 떡볶이를 만든 것인지 현대에서 회자되는 떡볶
이에 대해 조사한 문헌(표 5)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탄생했다는 고추장 떡볶이는 마복림 할머니가 중
국음식점에서 가래떡을 실수로 자장면 그릇에 떨어뜨린 것을 아이디어로 착안, 밀가루 떡에 고
추장을 버무려 노점에 팔기 시작했다는 설이다. 서울의 신당동 떡복이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궁중음식 양
·반음식 서
·민음식 글
·로벌음식
-

장본인이기도 한 마복림 할머니는 넓은 프라이팬에 떡과 어묵, 양배추, 쫄면 등을 넣어 즉석에
서 끓여 먹는 즉석 떡볶이를 만들어 ‘신당동 떡복이’ 붐을 일으켰었다8). 또한 비슷한 시기인
한국전쟁 직후 ‘떡볶이 할머니’로 불리던 노파가 가래떡을 고추장에 재워 간을 한 떡을 기름에
지져 팔기 시작했다는 일명 ‘기름 떡볶이’도 고추장 떡볶이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1970년대,
대구의 윤옥현 할머니가 리어카에 연탄불을 올려놓고 떡볶이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눈물
이 나도록 매웠다고 하여 ‘마약 떡볶이’라 불리던 이 떡볶이 또한 고추장 떡볶이의 유래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

8) 농
 림수산식품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식스토리텔링 107가지-맛있고 재미있는 한식이야기”,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식세계화팀, pp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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