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고
추
장 

H
O
T 

힐
링 

발
효
장

고추장,
�HOT�힐링�발효장

한국식품연구원

 고추와 고추장, 역사

고추장은 콩을 주원료로 발효하여 제조하는 다른 장류와는 다르게 고추를 부재료로 사용

하여 색과 맛이 함께 조화되도록 만들어지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향신조미료 이다. 따라서 고

추장의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고추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고추가 임진왜

란때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기존의 학설로 인하여 우리 고추장의 전래 역사가 일본과 임

진왜란 이후로  정리됨으로써 그 이전 고문서에 나타난 고추에 대한 기록들이 무시된 채 불행

히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채 20세기를 보냈다1).

그러나 최근들어 고추의 임진왜란 전래설을 부정2)하고 그 이전부터 고추가 한반도에 존재했

다는 논문과 전문서적이 출판되면서 우리고추장의 전래역사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 신동화, 권대영, 김용석, 정도연, 고추장의 과학과 가공기술, 보건에듀, p211, 2011.

2) ① 정경란ㆍ장대자ㆍ양혜정ㆍ권대영, 고추는 과연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는가?,  「맛얼」, 한국식품연구원, 1(3), pp6-11, 2008.

 ② 정경란ㆍ장대자ㆍ양혜정ㆍ권대영, 임진왜란 때 들어 왔다는 왜개자는 과연 한국고추인가?,  「맛얼」, 한국식품연구원, 1(4), pp5-16, 2008.

 ③ 정경란ㆍ장대자ㆍ양혜정ㆍ권대영, 고추의 우리나라 전래에 대한 재고, 「맛얼」, 한국식품연구원, 2(1), pp6-31, 2009. 

  ④  정경란ㆍ장대자ㆍ양혜정ㆍ권대영, 고추의 어원은 ‘왜개자’, ‘남만초’, ‘번초’ 그리고 ‘苦椒’도 아닌 우리말 ‘고쵸’이다, 「맛얼」, 한국식품연

구원, 2(2), pp6-27, 2009.

 ⑤ 정경란ㆍ장대자ㆍ양혜정ㆍ권대영, 고추장 이야기-순창고추장은 언제부터 유명했는가?, 「맛얼」, 한국식품연구원, 2(3), pp6-5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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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매운맛 열풍이 불고 있는 시대적 트랜드와 때를 맞춰 본고는 세계 유일의 발

효된 매운맛 조미료인 ‘고추장’의 우수성을 역사문화적, 기술과학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국내외

에 알리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리 하였다.

고추의 기록

고추에 대한 임진왜란시 일본전래설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는 훈몽자회(訓蒙字會)의 ‘고쵸 쵸’(椒)(그림 1)이다.

학자들도 기존의 일본 전래설에 근거하여 17세기 이전 문헌에 나오는 ‘椒’ 즉 ‘고쵸’를 ‘호초’

(胡椒), 즉 ‘후추’라고 보는 견해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찾아낸 우리 고문서 기록을 근거로 고추장과 고추의 역사를 재정리 하면 더욱더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

현재 까지 찾아낸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은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년)으로 ‘椒

醬’(초장)이며, 이후 세조 4년(1460)에 전순의(全循義)가 저술한 식료찬요(食料纂要)에도 ‘椒醬’

을 이용한 중풍 처방문이 나온다. 이시필(李時弼, 1657~1724)이 지은 『소문사설(謏聞事說)』에 

‘苦艸醬’(고초장)이란 표기가 나오면서 임금이 즐겨 먹던 순창고추장 담는 법이 실려 있다. 정

경란ㆍ장대자ㆍ양혜정ㆍ권대영(2009)은 고문헌에 나오는 ‘고쵸’, ‘椒醬’, ‘苦艸醬’, ‘苦椒醬’ 등의 사

례를 광범위하게 찾아서 정리해 놓았다3).

고추는 일년생 초본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300 종이 넘는 품종이 자생하고 있다. 일본에

도 시대의 『번초도설(蕃椒圖說)』에는 수십 종의 고추 그림이 실려 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조선에 가져왔다면 그 고추는 특별한 용도가 있는 품종의 고추였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식

용하던 토종 고추와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는 것이다. 

고추의 일본전래설 연구자들이 그 단서로 주장하는 고추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지금까지

는 『증보산림경제』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이미 그 이전에 많은 문헌을 참고한 백과사전 형식

의 서적으로서 이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록문서가 아니라는 점과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이

나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이미 임금이 고추장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이미 일반백성이 고추장을 발효시켜 먹는 전통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고추장이 임금에게 진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정경란ㆍ장대자ㆍ양혜정ㆍ권대영, 고추장 이야기 ― 순창고추장은 언제부터 유명했는가?, 「맛얼」, 한국식품연구원, 2(3), pp5-5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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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이라는 말이 한자로 기록되기 전에도 일반 백성들은 글(한자)은 모를지라도 이미 고

추장을 만들었고 그것을 고추장이라 불렀을 것이다.

모든 사물과 음식이 그러하듯 글로 기록되기 이전에 사물을 먼저 불렀으며 그것이 전통으

로 계승되어 이후에 글로 표현되고 전래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말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한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쵸장’를 대부분 椒醬이라 기록하다가 17세기 

이후에는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苦椒醬, 古椒醬, 苦艸醬 또는 蠻椒醬 등으로 기록하기도 하였

을 것이다. 

그림 1.--최세진(崔世珍,-1468-~-1542)의-『훈몽자회(訓蒙字會)』(1527년)에-고쵸-쵸[椒]가-보임.-
- -그-당시에-쓰인-머루,-고염,-딸기,-감,-밤,-오디,-다래,-매실,-가시연(맨드라미)등도-현재까지-그대로-명칭이-쓰

이고-있음을-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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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헌에 등장하는 고추장

고추장을 의미하는 초장(椒醬)의 기록이 최초로 나오는 문헌은 당선종 4년(850년)에 편찬된 

잠은(昝殷)의 『식의심감(食醫心鑒)』4)이다(그림 2).

 烏雌雞 一隻 右治如法煮令極熟細擘以豉汁葱薑椒醬作羹食之 

  검은 암탉을 푹 삶아서 잘게 손으로 찢은 다음 메주즙(된장물), 파, 생강, 고추장을 넣

어 국을 끓여 먹는다.

4) 잠은(昝殷) 『식의심감 (食醫心鑑)』은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다룬 고서로 850년에 처음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850년-잠은(昝殷)이-지은-『식의심감(食醫心鑑)』에-초장(椒醬,-고추장)이-표기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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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6년-한악(韓鄂)이-지은-『사시찬요(四時纂要)』에-초장(椒醬)기록이-보임.

당대(996년) 한악(韓鄂)이 지은 월령식(月令式) 농서(農書)인 『사시찬요(四時纂要)』에도 초장

의 기록이 나온다(그림 3).

  幹菜脯”條載 枸杞、甘草、牛膝、車前、五茄、當陸、合歡、決明、槐芽、並堪入用。 爛蒸、

碎搗,入椒醬,脫作餅子。多作以備一年

  건포채조에 싣기를 구기자, 감초, 우슬, 차전, 오가, 당륙, 합환, 결명, 괴아 등을 함께 

쓸 수 있다. 푹 쪄서 확에 넣어 찧은 뒤에 고추장에 넣었다가 떼어서 떡으로 만들되 

많이 만들어서 1년을 대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추장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세종 15년(1433년) 때 발행된 『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에 초장(椒醬)이 고추[椒]와 함께 나온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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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33년(세종-15년)-권채(權採)·유효통(兪孝通)·노중례(盧重禮)·박윤덕(朴允德)-등이-지은-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三』에-초장(椒醬)기록이-나옴.

  [鯽魚粥] 治胃腹虛冷赤白下痢 鯽魚四兩切作膾 粳米二合右以米和膾作粥入鹽椒葱白隨

性食之 

  [붕어죽] 위(胃)가 허약하고 찬 증상과 적백리(赤白痢)를 치료한다. 붕어 네 냥을 썰어

서 회로 만들고 멥쌀 두 홉을 준비한다. 쌀을 회와 섞어 죽을 쑤되 소금과 고추와 총

백(葱白)을 넣고 성질에 따라 먹는다. 

  養老奉親書[鯽魚粥]治老人赤白痢刺痛不多食痿瘦 鯽魚肉七兩 靑粱米四合 橘皮末一分 

右相和煮作粥下五味椒醬葱調和空心 

  『양로봉친서(養老奉親書)』란 책에 붕어죽(鯽魚粥)은 노인의 적백리(赤白痢 : 이질), 자

통(刺痛 : 통증), 부다식 위수(不多食 痿瘦 : 많이 먹지 못해 쇠약함)을 치료한다. (붕

어죽 처방)은 붕어 고기7냥, 청량미(생동찹쌀) 4홉, 귤피 가루1분 우측의 것(세 가지)

을 서로 섞어 삶아 죽을 만들고, 뒤에 오미고추장, 파를 조미(調味)한다. 공복에 (먹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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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약집성방』에는 고추장메주를 표시하는 초시(椒豉)의 기록도 보인다5)(그림 5). 

  [千金方] 治大便祕塞不通 椒豉湯五升和猪膏三合灌之佳又無灰 濃酒半升鹽三錢鍊成如

上法 

  [천금방] 대변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신통한 처방 초시탕(椒豉湯) 5되

와 돼지 기름 3홉을 부어 주면 좋다. 또 탄산이 없는 진한 술 반 되와 소금 3전을(더

하여) 위의 방법과 같이 녹여 주면 된다.

그 후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이 지은 『허백정집(虛白亭集)』에서 ‘椒醬賽歲功’(고추장 농사

(잘 담그는 것)가 1년의 농사수확을 가름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백성들은 정초(正初)의 고

추장 잘 담근 것이 풍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추장 담그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6). 동시대의 사람인 조위(曺偉, 1454~1503)가 지은 『매계집(梅溪集)』에는 

‘椒醬奠罷意何堪’(고추장을 제사지낼 때 사용했다)는 기록6)이 있어서 고추장이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7). 또한 세조 4년(1460년) 어의(御醫) 전순의(全循義)가 저술

한 『식료찬요(食療纂要)』에서는 고추장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그림 8).

  治脾胃氣弱不多食痿瘦 黃雄鷄肉五两白麪七两葱白細切二合切肉作餛飩下椒醤五味調

和煮熟空心食之日一服益蔵府悅顔色徤脾胃

  비장과 위장의 氣가 허약하여 다식하지 못하여 중풍(中風)기에 몸이 야윔의 증상을 

치료, 누런 수컷 닭고기 다섯량, 흰 밀가루 일곱량, 파 밑동을 가늘게 썬 것 두홉에, 

잘게 썬 고기로 밀가루 반죽하여 만두처럼 만들어 고추장에 넣어 오미(五味)가 조화

되도록 잘 삶아서 공복에 먹는다. 하루에 한번씩 복용을 하면 오장과 육부가 유익해 

지며 안색도 좋아지고 비위(脾胃 : 비장과 위장)가 건강해 진다.

 

5) 장지현이 허균의 「도문대작」에서 주장한 초시(椒豉)보다 거의 200년 전에 나타남. 

6)  ‘椒醬奠罷意何堪’(초장으로 제사를 마치니 뜻을 어찌 견디리오) ― 여기서의 초장(椒醬)은 고추를 넣어서 만든 술[椒漿]로 제사용으로 썼다. 

(以椒浸製的酒漿. 古代多用以祭神)는 의미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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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홍귀달(洪貴達,-1438~1504)이-지은-『허백정집(虛白亭集)』에서 ‘고추장-농사(잘-담그는-것)가-1년의-농사수

확을-가름한다(椒醬賽歲功)’는-내용이-나옴.-

그림 5.-1433년(세종-15년)-『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二』에-고추장메주를-표시하는-초시(椒豉)-기록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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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비위가 좋지 않아 밥을 잘 못 먹을 때, 고추장을 넣어 끓여 먹거나 찍어(발

라) 먹는 것이 비슷하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추장과 같이 넣어 끓인 누런 닭을 노인의 비위가 

좋지 않았을 때 먹으면 좋다는 내용은 양예수(楊禮壽, ?~1597)의 『의림촬요(醫林撮要)』에도 이

어져서 나온다(그림 9).

  黃雌雞餛飩 : 治老人脾胃氣弱不多食痿瘦黃雌雞取肉四兩白麵七兩葱白二合右切和作

餛飩下鹽椒醬味調和熟煮食

  황자계혼돈 : 노인의 비장과 위장의 기가 약한 것,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 위수

(痿瘦 : 몸이 위축되고 마름)를 다스린다. 황자계 고기 4냥, 밀가루 7냥, 대파 잘게 썬 

것 2홉, 위의 것으로 고기를 썰어 혼돈을 만들어서 고추장에 담가 5미를 조화시키고 

불로 쪄서 먹는다.

그림 7.--조위(曺偉,-1454~1503)가-지은-『매계집(梅溪集)』에는- ‘고추장을-제사지낼-때-사용했다(椒醬奠罷意何堪)’는------

-----------기록이-있어서-고추장이-다양하게-사용되고-있음을-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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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460년-전순의(全循義)가-쓴-『식료찬요(食療撰要)』(임진왜란-발생-170여년전)에-나타난-고추장(椒醬)에-관한-

- 문헌.-위나-비장이-안-좋을-때(비위가-안-좋을-때,-메스꺼울-때),-허약할-때,-몸이-마를-때,-누런-수탉에-고추

- 장을-발라-삶아-먹으라는-내용-등이-기록됨.

그림 9.-양예수(楊禮壽,-?~1597)의-『의림촬요(醫林撮要)』에-초장(椒醬)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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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는 고초(苦椒)라는 단어가 19세기 이전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

작 고초(苦椒)라는 한자가 17세기 초의 『사의경험방』에 처음 나오고 있으며(그림 10), ‘고쵸’라

는 순 우리말은 한글이 창제된 직후인 15세기에 이미 나온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시필

(1657~1724)의 『소문사설』에는 고추장[苦艸醬]의 표기가 처음 나오며, 순창고추장에 대한 자세

한 제조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 제조법과 비싼 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 어의인 이

시필이 임금이 즐겨먹던 순창고추장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1).

『소문사설』이 저술된 비슷한 시기의 고추장을 기록한 문헌으로는 이만부(李萬敷, 

1664~1731)의 『식산집(息山集)』과 김춘택(金春澤, 1670~1717)의 『북헌집(北軒集)』이 있다. 『식산

집』에는 ‘坏冶芳醑兮椒醬 撫歸櫬兮泉瀉’(향긋한 술과 고추장을 빚어 고인의 영구(靈柩)에 샘

물처럼 쏟는다)’라는 내용(그림 12)과 『북헌집』에는 ‘以椒醬薑菹 勸余飯爲擧數匙’(고추장, 생강, 

김치로서 나에게 식사 때 몇 술 들어보라고 권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그림 13). 이전의 기

록은 보통 닭이나 붕어를 몸이 좋지 않을 때 먹을 약의 개념[食醫同原]으로 음식에 고추장을 

넣어서 만든 기록인 반면, 『식산집』과 『북헌집』에는 고추장이 식사 때 일반적으로 먹는 반찬의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림 10.--조선-인조말기(1608~1649)의-『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에-처음으로-한자-고초(苦椒)가-나옴.-이는-임진왜

- 란-이전에-고추(苦椒)가-이미-있었고-이질에-달여-먹으면-효과가-있었다는-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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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이시필(1657~1724)이-쓴-『소문사설(謏聞事說)』에-순창고추장의-제조방법이-나오고-있음.-

그림 12.-이만부(李萬敷,-1664~1731)의『식산집(息山集)에-이미-고추장(椒醬)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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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김춘택(金春澤,-1670~1717)의-『북헌집(北軒集)』에-초장(椒醬)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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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에서 애용한 고추장

고추장을 왕실에서 구체적으로 애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헌이 이성우가 고추장의 최고 

문헌이라고 주장하는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 이전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영조 25년(1749년)7)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그림 14).

  嘗見昔年進水剌時, 必進鹹辛之物, 今予亦常嗜川椒之屬及苦椒醬。此乃食性, 漸與少時不

同者, 其亦胃氣之漸衰耶

  일찍이 왕년에 수라를 올릴 때를 보았더니, 반드시 짜고 매운 음식물을 올렸었다. 지

금 나도 항상 천초의 부류와 고추장을 즐겨 먹는다. 이는 곧 식성인데, 점점 어릴 때

와 달라지는 것은 또한 胃氣(위의 작용)가 점점 쇠해지기 때문이냐?

『승정원일기』기록 중 영조 27년(1751년)8)(그림 15), 영조 33년(1757년)9)(그림 16), 영조 39년

(1763년)10)(그림 17), 영조 42년(1766년)11)(그림 18), 영조 44년(1768년)(그림 19), 영조 46년(1770

년)12)(그림 20) 등 여러 곳에서 고추장을 좋아하고, 위에도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에서 고추장을 ‘苦椒醬’과 ‘古椒醬’을 혼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고추장에 대하여 앞서 

정경란 등 고추의 어원13)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글 ‘고쵸’에서 한자를 조어하였기에 고초(苦

椒)로 굳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44년, 1768년 7월 28일)14)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松茸ㆍ生鰒ㆍ兒雉ㆍ苦椒杖醬, 有此四味則善飯, 以此觀之, 則口味非永老矣

  송이·생복·아치·고추장 이 네 가지 맛이 있으면 밥을 잘 먹으니, 이로써 보면 입맛

이 영구히 늙은 것은 아니다.

7)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7월 24일

8)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윤5월 18일 : 若魯曰, 苦椒醬近日連爲進御乎 上曰, 連進御矣。向日初入之苦椒醬, 甚好矣(약로가 “고추장은 근일에 연

이어 드셨습니까?” 하자, 주상께서 “연이어 먹었다. 지난번에 처음 들어온 고추장은 매우 좋았다.” 하셨다.)

9)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5월 7일 :  饌饍中苦椒醬好矣(찬선 중에 고추장이 좋습니다.)

10)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12월 24일 : 鳳漢曰, 古椒醬亦好矣(봉환이 아뢰기를, 고초장도 또한 좋습니다)

11)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2월 27일 : 泰遠曰, 古椒醬開胃矣(이태원이 “고추장이 위를 열어 입맛을 돋웁니다.” 하였다.)

12)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3월 11일 : 以楷曰 苦椒醬, 亦入之乎(이이해가 “고추장도 넣을까요?” 하였다.)

13) 주 2)의 ④ 참조

14)  『조선왕조실록』 영조 44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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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749년(영조-25년-7월-24일)의-『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고초장(苦椒醬)기록이-보임.

그림 15.-1751년(영조-27년-윤5월-18일)의-『승정원일기』에-고초장(苦椒醬)-기록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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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757년(영조-33년-5월-7일)의-『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고초장(苦椒醬)-기록이-보임.-

그림 17.-1763년-(영조-39년-12월-24일)의-『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고초장(古椒醬)기록-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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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766년(영조-42년-2월-27일)의-『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고초장(古椒醬)-기록-보임.-

그림 19.-1768년-(영조-44년-7월-28일)의-『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고초장[苦椒杖醬]-기록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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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소문사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오랫동안 왕실에서 고추

장이 널리 기호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15). 즉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전에 무학대사

와 함께 순창의 만일사에 들러 고추장을 맛본 후 ‘하도 맛이 있어 왕이 된 후 진상하라 하였

다’는 구전이 전해질만한 증거이다.

그림 20.-1770년(영조-46년-3월-11일)의-『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고초장(苦椒醬)-기록-보임.-

15) 정경란ㆍ장대자ㆍ양혜정ㆍ권대영, 고추장 이야기 ― 순창고추장은 언제부터 유명했는가?, 「맛얼」, 한국식품연구원, 2(3), pp5-5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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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대 규장각일기인『내각일력(內閣日曆)』의 1781년 9월 19일 일기에도 ‘채소와 과일 고추장

이 갖추어졌다(蔬果椒醬俱焉)’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고추장이 중요한 밑반찬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그림 21).

그림 21.--1781년-9월-19일-『내각일력(內閣日曆)』에도-‘채소와-과일-고추장이-갖추어졌다(蔬果椒醬俱焉)’는-
- 내용이-기록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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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는 이러한 고추장에 대한 조선초기부터의 역사적 기

록에 화룡정점을 찍는 문헌이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1788년에 출생한 이규경(李圭

景)이 발간한 백과사전류의 책으로 번초(蕃椒)의 임진왜란 때의 전래16), 우리나라 고추의 우수

함17), 순창고추장이 전국에 유명하다는 기록18)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매서운 바람을 고초풍

(苦椒風)19)이라고 하여 이미 고추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산구준여변증설(山

臞餕餘辨證說)」고추장제조법(急造椒醬法)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있다(그림 22).

  急造椒醬法。大豆一斗炒黃。挼去皮水煮。令爛熟。漉出其汁。不用蜜。包於藁席中。置溫

堗三日。待絲出。與炒豆末三升。內入臼中。爛搗取出。每一斗。以蠻椒末三合爲率。用鹽水

適鹹淡。打勻作稠餠。納缸曬七日可食。過一望尤佳。초장(고추장) 빨리 만들기 대두 한

말을 누르스름하게 볶아서 껍질을 벗기고 물에 끓여 푹 삶은 다음 그 즙을 따라 낸

다. 꿀은 쓰지 않는다. 짚으로 짠 자리에 널어서 온돌 방에 3일을 둔다. (콩에서) 실이 

나오기를 기다려 볶은 콩가루 3되와 함께 절구통에 넣고 잘 찧어 낸다. 한 말에 만초

가루 3홉이 적당한 비율이다. 소금물로 간을 맞춰 골고루 두드려 단단한 떡을 만든

다. 항아리에 넣고 7일을 말리면 먹을 수 있는데 보름이 경과하면 더욱 좋다.

  凡椒醬。用好淸醬。搜打乃好。末醬末一斗。糯米末一升。蠻椒末一升。昆布、多士麻、豆

腐、乾靑魚、北魚、當歸、蒜、薹、筍、糯米、飯餠、麥芽。至於大蝦、紅蛤等屑。蟹全體碎

瀝。髓及蟹匡黃醬。竝作塊。蒸出者太侈。隨力拌沈。爲妙。무릇 고추장이란 좋고 맑은 

장을 쓰고 (손으로) 두드려 주면 좋다. 메주가루 한 말에 찹쌀가루 한 되, 만초가루 

한 홉. 그리고 다시마[昆布 = 多士麻], 두부, 건청어, 북어, 당귀, 마늘, 생강, 죽순, 찹쌀, 

밥떡, 엿기름(麥芽)으로부터 왕새우(大蝦) 홍합 따위와 통째로 갈아 만든 게즙에 게

16)  「번초남과변증설(番椒南瓜辨證說)」 중 “番椒與南瓜。來于我東。則在於宣廟壬辰之後。與煙草同出。自倭國及中原流傳三種。始播一國。(번초와   

 남과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선조(宣祖) 임진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담배와 같은 곳에서 나와 일본 및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 세 가  

 지가 비로소 온 나라에 널리 퍼졌다.)

17)   「번초남과변증설(番椒南瓜辨證說)」 중 近聞我椒。貨于倭館。則其利甚夥云(우리나라초는 왜관에 팔면 심히 이문이 남는다.)

18)  ①  「물산변증설(物産辨證說)」 중 平山之綠礬、火鐵石。金城之硫磺、綠礬。淳昌之椒醬。延安南大池之蓮實(평산의 녹반, 화철석, 

경주의 유황、녹반, 순창의 고추장, 연안 남대지의 연밥)

     ②  「번초남과변증설(番椒南瓜辨證說)」 중 名椒醬。出淳昌郡及天安郡者。名于一國(고초장이라고 한다. 순창군 천안군에 나오

는데, 우리나라에 이름이 났다.)

19)  「풍우명호변증설(風雨名號辨證說)」 중 “《莊子》所謂羊角風。冬之烈風曰苦椒風”(장자에 소위 양각풍이라고 하고, 동지섣달 매운 바람을 고초

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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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게 딱지의 노란 알로 담근 장을 아울러서 덩어리를 만들어 쪄내면 매우 호사로운 

것이 되리니 자신의 재주껏 섞어 담근다면 묘미가 있을 것이다.

기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행주음선변증설(行廚飮膳辨證說)」등 많은 기록에서 고추장(椒

醬)20)에 찍어 먹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왕실의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21)(1795년) 권4의 찬품((饌品) 「조수라

(朝水刺)」중에도 고추장 기록이 보인다(그림 23). 또한 『일성록(日省錄)』(정조 20년, 1796년 2

월 11일)에도 고추장(苦椒醬)의 기록22)이 보인다(그림 24). 정조 때의 학자인 서유구(徐有榘, 

1764~1845년)가 지은 『임원십육지(林園十六志)』중의 「인제지(仁濟志)」23)와 「보양지(葆養志)」24)(그

림 25)에서 건강약용음식의 제조에 고추장(椒醬)과 초시(椒豉)를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20) “或椒醬淡煮汁食之”(혹 묽은 고추장 자즙에 찍어서 먹는다.)

21)  조선 조선 정조(正祖)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의 회갑연을 기록한 책.

22)  “隨時折價苦椒醬”(수시로 견주어 가격을 정함 ― 고추장)

23)  “硏爛入陳皮椒醬作餛飩空心食”((돼지 콩팥 2매를) 곱게 갈아 진피와 고추장을 넣고 혼돈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24)  “粱米三合硏 葱白一握 煮作羹 下五味椒醬 空心食之”(청량미 3홉을 갈고 총백 한 줌을 삶아 국으로 만들어 오미의 고추장을 넣고 공복에 먹

 는다.)

그림 22.--이규경(李圭景,-1788~?)의-『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중의-「산구준여변증설(山臞餕餘辨證
- 說)」에-급조초장법(急造椒醬法)이-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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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795년-『원행을묘정리의궤』권4-찬품(饌品)-「조수라(朝水刺)」중의-고추장(苦椒醬)-기록.

그림 24.-1796년(정조-20년-2월-11일)의-『일성록(日省錄)』에도-고추장(苦椒醬)의-기록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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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서유구(徐有榘,-1764~1845)가-지은-『임원십육지(林園十六志)』중의-「보양지(葆養志)」에서-건강약용음식의-
- 제조에-고추장[椒醬]기록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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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문학에 등장한 고추장

『오주연문장전산고』를 거쳐서 19세기에는 고추장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다 

소개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만 소개하고자 한다.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중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1801) 제4권에는 다음과 같은 고추장 

기록이 있다(그림 26).

 “萵葉團包麥飯呑 合同椒醬與葱根 小盒茄椒醬”

  상추쌈에 보리밥을 둘둘 싸서 삼키고는 고추장에 파뿌리를 곁들여서 먹는다. 작은 

상자에는 고추장이 있고 

조선의 가사문학에도 고추장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25)에 나

그림 26.--다산-정약용(丁若鏞)(1762~1836)은-『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중의-「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1801)-
- 제4권에-고추장을-기록함.

25)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은 동국대 임기중 교수가 집대성한 자료로 1998년에 완간된 바 있으며, 이를 디지털화하여 웹DB로 제공됨(www.

krpi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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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고추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구강(具康, 1757~1832)이 75세(1831년) 때의 쓴 「기슈가(沂水

歌)」에서 ‘소쳔어 두어드룸 고쵸장의 돈회초라’의 표현이 나오며, 홍정유(洪鼎裕, ?~?)의 「동유가

(東遊歌)」(1862)에 ‘장육(醬肉)과 고초장항(醬缸) 공부담(空負擔) 속에 넣어’라는 표현이 나오며, 

조윤희(趙胤熙, 1854~1931)의 「관동신곡(關東新曲)」(1894)에서도 ‘달착지근 고초장은 너머다 

졈심요긔 다한후의’라는 표현이 나온다. 작자연대미상인 「답농가(答弄歌)」에서도 ‘고초장은 

여시조부 논물이라’의 표현도 나온다. 또한 184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미상의 소

설 『삼셜긔』권3의 「노처녀가」26)에도 ‘상치을 먹을 제 고초장이 제일이오 청국장을 담글 졔

 뭇근 콩이 맛시 업’의 표현이 나온다. 

민요에 등장하는 고추장

가사와 소설뿐 만아니라, 대부분 작자나 연대가 미상인 민요27)에도 고추장은 나타난다. 조

선시대 정학유(丁學遊, 1786~1855)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1816)에는 ‘보리밥과 국의 고

쵸쟝 능두어라’(5월령), 이기원(李基遠, 1809~1890)의 「농가월령(農家月令)」에도 ‘고쵸쟝 외난물

이 용봉탕을 부러랴(유월이라), 작자연대미상의 「농가월령가」에서 ‘苦草醬 豆腐醬도 맛맛스

로 쵸 고’ 등 고추장이 오래전부터 백성(民草)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

살이 더 맵더라’ 와 같이 매운 시집살이민요(경산지방)에서 시집살이의 혹독함을 표현하고 있

으며, 고추의 소재가 고추장으로 바뀌어 매운 시집살이를 표현한 민요도 있다, ‘성아 성아 사

촌성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고초장이 맵다캐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창원민요-시집살이), ‘성님

성님 사촌성님 시집살이 엇떱디까 얘야얘야 말도마라 고추장단지가 맵다한들 시집살이만큼 

매울소냐’28). 

민요는 하루아침에 불리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동안 민초들에 의해 불러지고 전해졌기 때

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보면, 연대가 알려진 민요는 대개 1800년대이지만 이보다 수백 

년전부터 고추나 고추장이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창군에 전해오는 전설로 ‘태조 이

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만일사에서 무학대사가 준 고추장을 먹고 난 후에 너무 맛이 있어 

후에 임금이 된 뒤 고추장을 진상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거

26)  『한국방각본소설전집』 2편(www.krpia.co.kr) 

27)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www.krpia.co.kr)

28)   『한국민속대관』 중 「시집살이」내용(http://www.kr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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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전이라는 이유로 순창고추장 유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문화를 폄하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인이 예부터 좋아한 고추장

고추장은 고향을 떠나있을 때나 해외에 나갔을 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표현되기도 하

였다. 유경(兪卿)은 1928년 『별건곤』제 12호에서  「外國에 가서 생각나든 朝鮮 것으로 衣食住 

그리고 山川」이라는 제목에서 가장 사모되는 음식으로 배추김치와 고추장29)이라고 하였다. 

옥관빈(玉觀彬)은 상해에서 1931년 『동광』30) 제24호에 기고한 수필 「버드나무 그늘(8월의 수

필), 異域의 孤影」에서 “고향서 나온 도라지 한 뿌리에서도 고향의 흙 냄새가 나고 고추장 한 

수깔에도 고향의 맑은 물 향기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하여 고추장 한 숟갈로 향수를 달래곤 하

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모친께서 기쁜날 상금으로 고추장찌개를 끓여 줄 때 몹시 기뻤다고 회고

하였다31). 고추장은 일반 백성은 물론 대통령까지 매우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다. 

29)  “둘재로 음식에 대하야-중국 료리가 세게에 제일이라는 말도 잇지만은 내 생각대로는 중국 음식은 육류(肉類)가 너무 만히 들어서 먹은 후

에 구미가 청신(淸新)치 못할 때에 제일 사모되기는 배추김치와 고초장이엇슴니다.”

30)  월간 종합지, 1926년 5월 20일 창간, 1933년 1월 13일 통권 40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31)  서울신문(1950년 3월 26일, 1950년 3월 28일), 제목 「76회 생신에 李대통령 회고담」“내 선친께서는 본래 엄절하고 대범하신 분으로 아이들 

보는데서 칭찬하면 못쓴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내가 집에 돌아오니 저 밥상에 고추장찌개를 한 그릇 따로 놓고 모친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내 마음이 기뻐 상금으로 고추장찌개를 준다고 하므로 나도 몹시 기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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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헌 속 고추장 조리법

17-18세기

영조 때 고추장을 ‘苦椒醬’ 또는 ‘古椒醬’으로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만선(洪萬善 : 

1643~1715, 『산림경제(山林經濟)』집필) 이후 유중림(柳重臨)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1766, 영조 42년)를 내면서 고추장 담그는 법을 조만초장법(造蠻椒醬法)과 급조만초장법(急造

蠻椒醬法)이라고 하여 기록하고 있다(그림 27)32).

  ○ 造蠻椒醬法大豆精揀淘去砂石如法作未醬令極乾作未篩過每一斗用蠻椒未三合糯米卽

粘米未一升右三味用好淸醬搜打極稠入小甕晒之俗方則其內加芝麻炒未五合則膩乾不好

又糯米未多入則味酸不佳蠻椒未過多則辣甚不好矣一方大豆一斗作豆腐絞去水氣並諸料

同打成熟極美凡打合時鹽水亦可而終不如味好淸醬矣一方乾魚去頭鱗切作片又昆布多絲

麻卽海帶也之屬同入待熟食之極美乾靑魚尤佳○不用蠻椒或代川椒○急造蠻椒醬法大豆一

斗炒黄挼去皮水煎令爛熟漉出其汁不用密布於藁席中置溫堗三日待絲出與炒豆未三升同

入臼中爛搗取出每一斗以蠻椒未三合爲率用鹽水適醎淡打匀作稠餠納缸晒七日可食過一

望尤佳

  ○ 고추장 담그기[造蠻椒醬法] : 콩을 꼼꼼하게 고르고 물에 일어 모래와 돌을 없애

며 보통 방법대로 메주를 만든 뒤에, 바싹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체에 쳐서 받는다. 

콩1말마다 고춧가루 3홉, 찹쌀가루[糯米]바로 찹쌀이다. 1되의 비율로, 맛좋은 청장

(淸醬)으로 휘저어 뒤섞으면서 반죽하여 아주 되게 만들고 작은 항아리에 넣어 햇볕

에 조이면 된다. 민간 방법에서는 그 안에 볶은 참깨가루 5홉을 넣기도 하는데 맛이 

느끼하고 텁텁해서 좋지 않으며, 또 찹쌀가루를 많이 넣으면 맛이 시큼하여 좋지 않

으며, 고춧가루를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너무 매워서 좋지 않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콩 1말로 두부를 만들고 꼭 짜서 물기를 빼고 나서, 여러 재료들과 함께 섞어 익히면 

아주 맛있다. 일반적으로 서로 버무릴 때에 소금물을 써도 되지만 맛좋은 청장만큼 

맛있지는 않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말린 물고기의 머리와 비늘을 없애고 납작한 조

32)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고추라고 하는 데 비슷한 것을 중국에서는 만초라 하는 것을 보고 외래어를 선호하여 표기하였을 것이다. (주 1)의 

④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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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유중림(柳重臨)은-『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영조-42년)를-내면서-고추장-담그는-법을-조만초장
- 법(造蠻椒醬法)과-급조만초장법(急造蠻椒醬法)이라고-하여-기록하고-있음.

각으로 썰며 또 다시마[昆布]와 다사마(多絲麻) 바로 다시마[海帶]이다. 따위도 함께 

넣어 익기를 기다렸다가 먹으면 그 맛이 아주 좋다. 마른 청어(靑魚)를 쓰면 더욱 맛

있다. 

 ○ 고추를 쓰지 않고 대신에 천초를 쓰기도 한다. 

  ○ 고추장 빨리 만들기[急造蠻椒醬法]: 콩 1말을 누렇게 볶아 비벼서 껍질을 벗기로 

물에 푹 삶아 익히고 그 즙을 걸러낸다. 즙을 쓰지 않는다. 가마니에 싸서 온돌에 3

일동안 두어 실 모양의 곰팡이가 생기기를 기다려, 볶은 콩가루 3되와 함께 절구에 

넣고 찧어 꺼낸다. 1말마다 고춧가루 3홉을 비율로 하여 소금물로 간을 알맞게 맞추

고 골고루 뒤섞어 반죽하여 된 떡을 만들어서 항아리에 넣고 햇볕에 쪼이면 7일정도 

지나 먹을 수 있고, 보름 지나면 더욱 맛있다.33)

33)  농촌진흥청,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2003, pp210~211 (http://lib.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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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시필(1657~1724)이 지은 한문본 『소문사설(謏聞事說)』에 나오는 ‘순창고초장조법

(淳昌苦艸醬造法)’(그림 28)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소문사설』의 순창고추장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콩쑤어이두백설병오승합세말란도입어공석중，정이월한칠일띄어쇄건후，호고초말륙승

조화，又麥芽一升粘米一升并作末되게쑤快冷後甘醬分數同入，又全鰒五箇好品을비슷

비슷졈이고大蝦紅蛤分數同入，生薑作片限一望入缸삭킨後，置之冷處出而食之。

 余謂不和以蜜則味應不甘，而此方不載疑其闕也。

  콩을 메주로 쑤어놓은 것 2말과 백설기떡 5되를 합하여 짓찧어 고운 가루로 만들어 

빈 가마니에 넣고 띄우는데 음력 1~2월에는 7일정도 띄워서 이것을 꺼내어 햇볕에 말

려 좋은 고춧가루 6되를 섞고 또 엿기름 1되와 찹쌀 1되와 합하여 가루로 만들어 되

직하게 죽을 쑤어 재빨리 식힌 후에 감장을 적당히 넣으면서 모두 항아리에 담는다. 

  또 여기에 전복 좋은 것으로 5개를 비슷비슷하게 썰고 큰 새우와 홍합을 적당히 함

그림 28.-이시필의-『소문사설(謏聞事說)』에-나오는-‘순창고초장조법(淳昌苦艸醬造法)’의-원문.-
- 18세기-문헌으로-현재-국립중앙도서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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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넣고 생강도 편으로 썰어서 넣어 15일정도 삭힌 후에 꺼내어 찬 곳에 두고 먹는다.

  내가 생각하기를 꿀을 섞지 않으면 맛이 달지 않을 것인데 이 방법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은 빠뜨린 것인가 의심스럽다.

 (조리법)

 <메주가루 만들기>

 1) 콩을 메주로 쑤고 백설기떡을 합하여 곱게 찧는다.

 2) 음력 1~2월에는 7일정도 띄워서 이것을 꺼내어 햇볕에 말린다. 

 <고추장 만들기>

 1) 고춧가루와 앞서 만든 메주가루를 섞는다. 

 2) 엿기름과 찹쌀을 합하여 가루로 만들어 되직하게 죽을 쑨다.

 3) 식힌 후에 감장을 적당히 넣으면서 모두 항아리에 담는다. 

  4) 전복 5개를 어슷하게 썰고 큰 새우와 홍합을 적당히 함께 넣고 생강도 썰어서 넣

어 15일정도 삭힌 후에 꺼내어 찬 곳에 둔다.

 (식재료)

 - 메주가루 : 메주 2말, 백설기떡 5되

  - 고추장 : 메주가루, 고춧가루 6되, 엿기름 1되, 찹쌀 1되, 감장, 전복 5개, 새우(大), 홍

합,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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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세기

빙허각이씨가 저술한 『규합총서(閨閤叢書)』(순조 9년, 1809년)에는 장쵸법에 장담그는 길일과 

장담는법을 소개하면서 고추장 제조법을 설명하고 있다(그림 29).

 고쵸장

  콩말며됴쓔랴면두되로드라흰무리져믄콩흘쩨너허입지허며됴

를줌안희들게작게여오기를법로야극히말뇌여셰말야쳬예쳐며됴이말

이여든쇼금넉되됴흔믈의타범므리즐고되기의만치고고쵸늘셰말야닷홉

이나칠홉이나식셩로석고 두되,밥질게지어고로범므리고혹쵸두린것과

포육로와화합곳굴을보오만쳐이도잇이라쇼금과고쵸로식셩로둉
작라  

 고추장

  콩 한말 메주 쑤려면 쌀 두되 가루 만들어 흰 무리 떡 쪄서 삶은 콩 찧을 제 한데 넣

어 곱게 찧어라. 메주를 줌 안에 들게 작게 쥐어 띄우기를 법대로 하여 꽤 말리어 곱

게 가루 만들어 체에 쳐 놓아라. 메주 가루 한말이거든 소금 너되를 좋은 말에 타 버

무리되 질고 되기를 위이만치 하고 고춧가루를 곱게 곱게 빻아서 닷곱이나 칠홉이나 

식성대로 섞는다. 찹쌀 두되를 밥 질게 지어 한데 고루 버무리고, 혹 대추 두드린 것

과 포육가루와 화합하고 꿀을 한보시기만 쳐 하는 이도 있다. 소금과 고춧가루는 식

성대로 요량하라.

『규합총서』 이후로 알려진 작자미상의 『주찬(酒饌)』(1855년 이전)에서도 침장법(沈醬法)이라

고 하여 장담그는 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간장(艮醬), 조청장법(造淸醬法), 고초장(古草醬), 상즙

장법(常汁醬法), 양초법(釀醋法), 감초[柿醋], 대추초[棗醋]가 기록되어 장만들기에 고추장만들기

가 포함되어있다. 『주찬』에서의 고추장은 『규합총서』에서의 고추장에 무, 생강, 석이, 표고, 도라

지, 더덕 등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고추장장아찌 등도 고추장과 함께 애용된 것으로 

보인다34).

34)  윤숙경 편역, 需雲雜方·酒饌, 신광출판사, p25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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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草醬

  作糙如汁醬糙而作末糙一斗粘米三四升作飯鹽四升式細末古草五合許式合調成泥後以

生薑點割者及菁菹點割者及石耳蔈古吉更沙蔘等物層層入沈當其日食之亦好熟後雖六味

不變好也

 고추장

  집장 메주처럼 메주를 만들어서 그 11말을 가루내고, 또 찹쌀 2-4되로 밥을 짓는다. 

여기에 소금 4되마다 고춧가루 5홉 정도를 섞어 진흙처럼 만든다음, 생강 잘게 저민 

것, 무김치 잘게 저민 것, 석이, 표고, 도라지, 더덕 따위를 층층이 넣고 장을 담그면 

그날로 먹을 수 있다. 익은 다음에도 여석 가지 맛이 변하지 않아 좋다.

19세기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속성고추장 제조방법(急造椒醬法)이 나온다(그림 

30).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豆一斗炒黃挼去皮，水煮令爛熟，漉出其汁不用。蜜包於藁席中，置溫堗三日，待絲出，

與炒豆末三升內入臼中，爛搗取出。

 每一斗以蛮椒末三合為準，用塩水適醎淡打勻作稠餅，納缸晒七日可食，一望尤佳。

 대두 한말을 노랗게 되도록 볶아 껍질을 비벼서 제거하고 물로 푹 삶는다.

   콩 삶은 물은 버리고 콩을 건져 밀랍으로 감싸고 돗자리에 펴서 따뜻한 온돌 위에서 

3일간 둔다. 끈끈한 실오리가 생기면 볶은 콩가루 3되를 함께 절구에 넣어 빻는다. 

매번 한 말의 콩에 고춧가루 3홉을 넣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간이 적당하게 소금물을 넣어 잘 치댄 다음 둥글 넙적한 떡 모양을 빚어 항아리 속

에 넣어 7일을 햇볕을 쪼이면 먹을 수 있다. 모양도 아주 보기 좋다.  

 (조리법)

 1) 대두 한말을 노랗게 되도록 볶아서 껍질을 비벼 제거한 다음 물로 푹 삶는다.

 2) 콩 삶은 물은 버리고 콩을 건져서 돗자리에 펴서 따뜻한 온돌 위에서 3일간 둔다.

 3) 끈끈한 실오리가 생기면 볶은 콩가루와 같이 절구에 넣어 찧는다.

 4) 고운고추가루와 소금물을 넣고 잘 치댄다.

 5) 둥글 넙적한 떡 모양을 빚어 항아리 속에 넣어 7일간 햇볕을 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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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19세기-이규경의-『오주연문장전산고』에-나오는-속성고추장-제조방법(急造椒醬法)-임.-

그림 29.-1809년(순조9년)-빙허각-이씨가-저술한-『규합총서(閨閤叢書)』(친화실장판)에-고추장-제조법을-다루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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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대두 1말, 볶은 콩가루 3되, 고운 고추가루 3홉, 소금

1896년 저자미상의 『규곤요람』(그림 31)에도 고추장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고초갈러을 작말고 갈우을 아셔  노코 보리을 히게 슐어 마돌의 갈아

셔 체로 처 실이에 힌 물리 씨듯 씨셔 좀 두어다 실우 속의셔 잠간 워셔 도로 팟

삭 말야 작말야 갈우 논듸다 치 반쥭야 고초갈리와 장과 치 모도다 조

합희셔 비져 넛이라 

 마른 고추는 가루로 만들고 쌀가루를 빻아서 쪄 놓는다.

  보리쌀을 희게 껍질 벗겨 맷돌에 갈아서 체로 쳐 시루에 흰무리 씻듯 씻어 좀 두었다

가 시루 속에서 잠깐 띄워서 도로 파삭하게 말려 가루로 만든다. 

 고춧가루, 쌀가루 그리고 보리쌀을 반죽하여 장과 같이 섞어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

 (조리법)

 1) 마른 고추는 가루로 만들고 쌀가루를 빻아서 쪄 놓는다.

 2) 보리쌀을 희게 껍질 벗겨 맷돌에 갈아서 체로 쳐 시루에 설기떡 안치듯 좀 둔다.

 3) 시루 속에서 잠깐 띄워서 다시 바삭하게 말려 가루로 만든다. 

  4) 고춧가루, 쌀가루 그리고 보리쌀(보리누룩가루)를 반죽하여 장과 같이 섞어 항아

리에 빚어 넣는다.

 (식재료)

 고춧가루, 쌀가루, 보리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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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96년-저자미상-『규곤요람』의-고추장-만드는-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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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세기 초, 빙허각 이씨의 『부인필지』에도 고추장법(그림 32)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뫼조  말을 쑤엇거든 미 두 되를 흰무리 드러 뫼조에 너어 갓치 여 인 

후 셰말야 가루  말에 소금 셔 되와 고쵸가루  되를 석고 찰밥 두 되 질게 지

어 밥알이 풀니게 져어 닉히니라

  메주 쑨 것이 한 말이면 백미 두 되로 흰무리떡을 만들어 메주에 넣고 같이 찧어서 

띄운 다음 고운 가루로 낸다. 가루 한 말에 소금 세 되와 고춧가루 한 되를 섞고 찰

밥 두 되를 질게 지어 밥알이 풀리게 저어준 후 익힌다.

 (조리법)

 <가루(메주가루)>

 1) 메주 1말에 백미 2되로 흰무리떡을 만든다.

 2) 1)를 메주에 넣고 같이 찧어서 띄운 다음 고운 가루를 낸다.

 <고추장>

 1) 메주가루 1말에 소금 3되, 고춧가루 1되를 섞는다.

 2) 찰밥 2되를 질게 짓는다.

 3) 1)에 2)의 밥알이 풀리게 저어준 후 익힌다.(혼합하여 숙성시킨다.)

 (식재료)

 <가루(메주가루)>

 메주 1말, 백미 2되

 <고추장>

 메주가루 1말, 소금 3되, 고춧가루 1되, 찰밥 2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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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20세기-초,-빙허각-이씨의-『부인필지』에-나오는-고추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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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신영(方信榮)은 우리나라 요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21년에 『조선요리제법(朝鮮料理製

法)』35)을 발간하였다. 고추장 담그는 법(그림 33)을 기술함과 동시에 고추장찌개 만드는 법도 

기술하고 있다.

  

  “고쵸쟝 : 메쥬를 절구에 어 고흔체로쳐쳐 그릇에담아놋코 보리가루와 찹가루

(메쥬가루가 닷되면 보리가루닷되에 찹쌀가루 두되가량을라)를 고흔체에쳐셔 풀

을 쑤니 쇼금물로(물동이에 쇼금 두되를 쳐셔라) 물을 쳐셔 되닷케 쥭을쑤어

셔(보통쥭보다 되게쑤라) 메쥬가루에 붓고 고츄가루를 메쥬의 오분지일을 넛코 잘

쎡거셔 두고(되든지 혹 질든지면 소금을 가감야 적당히라) 일 번식져어 

볏츨보여 익히니라”

  “고초쟝 : 고초쟝을 물에 되직게 풀어 박이에 담고 고기와 파를 익여너은

후 기름치고 티니 혹 두부도써으러넛코 호박오가리도 써으러너어셔 리니

라”

앞의 『향약집성방』, 『식료찬요』,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등 많은 문헌에서 붕어나 누런닭을 요

리할 때 고추장을 발라 끓이는 형식을 이어 받아 고추장찌개로 발전시켜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은 많이 쓰이고 있으나 특별히 고추장을 넣고 끓인 찜이나 요리를 

고추장찌개로 부르지 않는데, 1960년대까지는 많이 쓰였던 용어로 보인다. 고추장찌개에 대하여

는 1930년 『별건곤』36)제30호에 실린 「학허·풍자·기발 신부후보자 전람회(謔譃·諷刺·奇拔 新婦

候補者 展覽會)」37)에서도 보인다. 1939년 『삼천리』38)제11권 제1호에 실린 최의순(崔義順)이 쓴 「관

국시정기(觀菊詩筳記)」에서 기록된 고추장 보탕39)도 고추장찌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35)  方信榮 著, 朝鮮料理製法, 漢城圖書株式會社, 1934

36)  1926년 11월 1일 창간, 1934년 3월 1일 통권 101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1920년부터 발행되었던 『개벽』의 뒤를 이어 개벽사에서 펴냈다.

37)  “그러고 결혼하면 자긔 손으로 살님을 할 니가 업지만은 한다 해도 자긔 몸에 해롭다고 고추장찌개나 고춧가루는 니웃집에서도 못 먹게     

 할 것이다.” 

38)   월간 종합잡지. 1929년 6월 12일 창간, 1941년 11월 1일 통권 150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39)   “준비해 놓았던 붕어조림 새우뭇침 복근고초장 보탕들의 항아리를 쌓들고 컴컴한데 인사차로 뒤따라 나오는 여승들의 모양이 몹시도 고  

 적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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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의 건강기능적 특성40)

고추장의 우수성

 일본의 장류는 주로 황국균을 이용하여 제조하나 최근 일본의 과학자들이 고초균이 단백

질 분해결과 생성되는 글루타민을 감칠맛의 주요 성분인 글루탐산으로 분해하는 주요 미생물

인 것으로 확인하여 우리의 전통 장류에 관여하는 고초균의 역할을 규명함과 동시에 전통장

류가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고추장은 그 영양적인 면에서 어느 나라의 전통음식 못지 않

게 뛰어나다. 고추장에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B2, 비타민 C, 카로틴 등과 같이 우리 몸에 유

익한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고추와 고추씨의 함유성분인 캅사이신(Capsaicin)은 

Bacillus subtilis균에 대한 항균작용이 있다고 한다. 아울러 베타카로틴(Beta carotene), 비타

민 C가 다량 함유된 고춧가루는 항 돌연변이 및 항암작용이 있다.

그림 33.-1921년-방신영(方信榮)이-쓴-『조선요리제법(朝鮮料理製法)』 중의-고쵸쟝-기록.

40)  한금수, 양혜정, 순창 전통고추장의 제조와 우수성, 한맛한얼, 1(3), pp12-15, 2008.



45

최근 고추의 매운 맛 성분인 캅사이신(Capsaicin)의 항암효과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기존

에는 독성물질로 오인받기도 했던 캅사이신(Capsaicin)이 최근 들어 각종 관련 실험 결과, 위

에서 생성되는 대표적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Nitrosoamine)의 돌연변이성을 억제하는 한

편 암 세포 처리 시 아포토시스(Apoptosis)를 통한 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해 항암작용을 나타

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캅사이신(Capsaicin)은 혀의 미뢰를 자극해 식욕을 촉진시키고 체지방을 분해하며 열

을 발생시키고 감각신경의 바닐로이드(Vanilloid) 수용체를 경유한 신경흥분 및 탈 감각작용과 

함께 항 박테리아 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이의 생리작용을 이용한 통

증 및 염증성 질환, 요실금 등의 치료제로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캅사이신

(Capsaicin)은 통증을 전달하고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비수초성 구심성 감각신경에 주로 작용

하여 초기 흥분 후 탈 감각을 일으켜 진통 및 항염증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캅

사이신(Capsaicin)을 국소 또는 전신에 투여했을 때 격렬한 통증을 일으키나 곧 마비돼 지속

적인 진통효과가 나타나며 다른 화학물질에 의한 통증 자극까지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감각신경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물질이 캅사이신(Capsaicin)의 자극으로 방출된 후 

재생산이 되지 않아 장기간 진통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박영호, 태평양 기술연구원). 최근 

일본의 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고추를 섭취하면 고추 중의 캅사이신(Capsaicin)이 Ca2+

존재 하에서 캅사이신(Capsaicin) 수용체인 TRPV1을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땀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된다. 이에 따라 포도당과 지방의 분해가 가속화되어 다이어트 효과를 나타낸다. 

TRPV1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은 고추의 캅사이신(Capsaicin) 이외에 생강의 진저롤(Gingerol)

에도 있지만 효과는 약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암예방, 비만억제에 좋은 고추장

부산대학교 박건영 교수에 의하면 고추장은 항 돌연변이 효과를 증진시키며 특히 전통고추

장의 효과는 그중 가장 큰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서울대약학대학 서영준 교수는 고추의 

캅사이신(Capsaicin)이 항산화 항염증 작용 외에도 조직의 산화적 손상을 보호하고 종양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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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하며 암세포 처리 시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작용을 나타낸다고 강조하였다.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회분은 Aflatoxin B의 돌연변이 효과를 저해하며 또한 고춧가루는 건

위제로 피부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고추의 비타민은 고추장으로 

전환될 때 없어지므로 고추장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 때는 고춧가루를 추가로 넣어주는 것이 

좋다.

고추장에는 자연에서 유래된 Lactobacillus속 등의 미생물이 정장작용 효과를 발휘하며 고

추의 매운 맛 성분인 캅사이신(Capsaicin)은 적당량 섭취 시 비위를 가라앉히고 안정감을 주기

도 하며 땀이 나도록 하여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 감기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한 군산대 주종재 교수에 의하면 전통고추장은 고지방식

에 의해 증가된 체지방 축적량을 무려 53%나 억제시키고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시켰으나 고춧

가루에 의해서는 효과가 고추장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추의 캅사이

신(Capsaicin)뿐 아니라 고추장의 주요 성분인 메주가루, 찹쌀가루, 고춧가루 등이 함께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고추장에서 비만 억제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순창군에서는 고추장을 세계적인 식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성연구와 제품개

발을 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원과 수년간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다양한 제품인 샐러드드레싱용, 볶음밥용, 닭튀김용, 구이용 

등을 개발하여 현재 한 업체에서 해외에 호평 속에 수출하고 있다.

전통식품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가내 수공업을 탈피한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선결되

어야 하며 품질이 균일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전통장류 제조법을 

확립할 뿐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개발하여 실제 기업체에서 이를 이용하여 생

산,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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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장류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41)

전통장류의 세계화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콩을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어 많이 이용했다. 콩은 주로 

각종 식품의 발효원으로 이용되는데, 특히 장류산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다양

한 가공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동양지역에서 장류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이유는 곡류중심의 

식단에 따른 부식의 필요성, 그리고 조미원을 찾아야하는 필연성과 연계되었다. 콩의 주성분

인 단백질이 발효과정 중 각종 미생물이 내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됨으로서 감칠맛을 내는 아

미노산, 펩타이드 그리고 일부 핵산물질이 생성된다. 이로 인해 채소류와 각종 음식의 조미에 

어울리는 맛의 보강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미의 바탕이라는 입장과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류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경제적 이유에 따라 식생활이 고급화되고 차별화 되는 경향에 힘입어 장류산업은 그 고유

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적인 상품으로 그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의 장류는 그 역사성 및 독창성 때문에 타국의 제품들과는 차별화 될 수 있으나 

일본이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이벽을 넘기가 어려운 처지이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서 그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문물 교류활성화는 식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의 식품이 쉽게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며 외국의 전통식품도 우리의 식탁에 쉽게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장류제품은 품질고급화 및 가격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지역과 민족, 그리고 생산되는 원료에 따라 다양한 발효제품이 생산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독특한 전통식품으로 발전되어 왔다. 오랜 역사와 함께 소비자에게 적응되어 있

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친숙한 식품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 간 교류활성화에 따라 세

계 여러 나라에 알려진 경우가 많다. 요구르트, 치즈, 발효소시지 등이 좋은 예이다. 특히 장류

에서는 간장, 된장의 경우 일본 제품이 세계시장에 가장 많이 알려져 왔으며 인도네시아의 템

페(tempeh) 등도 미국이나 기타 지역에 잘 소개될 제품이기도 하다. 근래 혈전방지 기능성 물

41)  문광현, 전통장류의 세계화, 한맛한얼, 1(3), pp16-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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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알려진 일본의 나토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국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중국에

도 콩을 발효시킨 제품들이 다양하게 유통, 소비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진 것은 드

물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식품들이 획일화, 평준화 되는 것에 반발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활용하여 우리의 전통장류가 독창성과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임을 알리는 계기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근래 세계 여러 나라의 독특한 민족음식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으며 민

족특유의 식품(Ethnic food)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하여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세계의 장류시장에 우리 제품의 차별화 전략으로 그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식문화의 수출 및 국가 위상 강화적인 측면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족치고 독특한 식문

화가 없는 나라가 없다. 국력과 함께 그 나라의 식문화가 알려지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예이며 

순창의 전통장류를 소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측면과 연

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사진 1). 

순창장류는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순창장류축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각국의 대사가족을 초청하여 기네스 메주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호텔조리사를 초청하여 전통고추장을 이용한 소스를 개발하

고, 퓨전요리를 개발하여 맛을 선보이게 하고 있다(사진 2). 

한국식품연구원, 영국 CCFRA 연구소와 순창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유럽소비자

의 입맛에 맞는 소스개발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직접 유럽소비자를 대상으로 맛을 

사진 1.-순창전통장류-홍보-행사 사진 2.-외국인-장류축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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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스를 개발하고 있다.

장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맛의 국제화와 현지 식이에 맞춤형이 되어야 할 것이

며 우리 것을 고집하기 보다는 각 나라에 맞는 맛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현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풍미를 갖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기호 경향과 선호하는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현지 식이에 어울

리는 맛과 향을 조미료로 맞춰주는 등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식품이 현지에서 성공

하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현지식품과의 퓨전이 필요하다. 토착의 맛과 어울리면서도 새로운 맛

의 창출은 어울림식품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다. 고추장과 외국 소스의 혼합으로 고추의 매

운맛과 외국 소스의 감칠맛이 조화 될 수 있고, 한국인에게 느끼한 맛을 주는 치즈류는 고추

장을 혼합함으로서 느끼한 맛을 크게 순화시킬 수 있다. 순창군은 장류 세계화를 위해 우리의 

장류를 이용한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요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취향을 알아보고자 학술활동을 펼쳐 의견교환도 추진하고 있다.

순창장류연구소는 순창장류축제에 맞춰 매년 장류국제포럼을 추진하고 있다(사진 3). 매년

마다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장류와 관련된 영국,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축제

의 한마당과 어울릴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순창장류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을 하고 있다. 

고추장의 국제화는 우리식품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위

상 제고와 함께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

사진 3.-순창장류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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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추장은 제조 방법과 제품의 특이성, 그리고 품질 차별화로 김치 다음으로 국제화 가능성

이 높은 품목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기관, 학계, 업계와 연계하여 필요한 연구와 제품개발을 

하고 외국의 수요 품목 조사와 소비자 요구 취향과 함께 시장조사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계

속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고추장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류산업을 육성함으로서 발효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과 동시에 국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장류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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