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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글이 창제(1443년)되기 이전에는 문자가 없어 우리

말을 한자로 표현했으며, 한글이 창제된 후 구급간이방

(救急簡易方, 1489)·훈몽자회(訓蒙字會, 1527)·주촌신

방(舟村新方, 1687) 등에 고추를 ‘椒고쵸’로 표기하여, 椒

가 고추를 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 이 椒는 삼국지위지동

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 233~297)에도 나와 있으므로, 이

미 고추는 기원전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추장도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1433), 허백정

집(虛白亭集, 1438~1504) 등에 椒醬으로 나오고, 승정원

일기(承政院日記, 1754)에 순창 조종부(趙宗溥) 집안의 

椒醬,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1788이후)에

는 淳昌之椒醬(순창의 초장, 즉 순창의 고추장)으로 기록

되어, 椒醬이 고추장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고추장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1766)

에 처음 등장한다고 하여,  고추장을 담그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 후반이라고 한다.[1] 이에 따르면 고추장의 역

사가 250여년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순창고추장

의 역사는 100여년밖에 안되는 것인가?  순창고추장의 

역사를 구전 및 문헌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고추장의 역사

  고추장 기록은 130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문헌에

서 찾아볼 수 없으나, 중국의 문헌인 식의심감(食醫心鑑, 

850), 사시찬요(四時纂要, 996), 거가필용(居家必用, 

1271~1368)에 椒醬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椒醬과 거의 같은 내용의 기록

을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1443), 의방유취(醫方類聚, 

1445), 식료찬요(食療纂要, 1460), 의림촬요(醫林撮要, 

?~1597),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1608~1649) 등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식품학계에서 한 재료에서 발효 음식이 우연히 발견되

기까지는 200년 이상 걸리며, 또 그 재료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적어도 100년, 저장법을 발견하는 데 약 200

년, 또한 전국적으로 퍼지고 수십 가지 종류가 생기려면 

그때부터 다시 적어도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로 보

면 고추장의 재료가 되는 고추와 메주가 진수의 삼국지

위지동이전(233년~)에는 椒가, 삼국시대(683)에 이미 장

(醬)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추장은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청국장의 역사도 이미 지금부

터 2200여 년 전에 있었음이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2]

Ⅲ. 순창고추장의 역사

가. 1500년대 이전

  순창고추장 이야기는 이성계(李成桂, 1335~1408)와 관

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고려 말 이성계가 

무학 대사(1327~1405)가 기거하고 있던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에 있는 만일사(萬日寺)에 찾아가던 도중 어느 농

가에서 고추장에 점심을 맛있게 먹은 후 그 맛을 잊지 

못하다가 후일 왕이 된 후 궁중에 진상토록 하였다고 하

는 유래가 있다. 이는 구전으로만 남아있어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앞서 고추장의 역사에서 향약집성방

(1443년)에 고추장(椒醬)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고추장

은 향약집성방 문헌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으므로, 이

는 고려 말 이성계가 순창의 농가에서 고추장을 먹은 것

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이성계는 조선 제1대왕으로 1392년에 즉위하였고, 왕

에 오르기 전(1327~1391)에 순창고추장을 맛보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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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순창고추장의 역사는 지금부터 250여년밖에 안된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미 1600년대에 순창고추장 만드는 법이 나오고 

있으며, 구전이지만 고려말 이성계가 순창고추장을 맛본 이야기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여러 기록들을 통하여, 고추장의 역사는 지

금부터 2000여년, 그리고 순창고추장의 역사는 1000여년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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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고추장은 이미 1300년대 이전에 있었다. 순창고추장

은 고려시대 무렵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순창 고추장은 최소한 지금부터 10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 1600년~1700년대

  순창고추장 기록은 소문사설(謏聞事說)에 처음 보인

다. 소문사설의 저자는 이시필(李時弼, 1657~1724)로 숙

종 4년(1678년)에 의과(醫科)에 등제하여 내의(內醫)를 

지냈다. 순창고추장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미 

숙종 때 왕실에서 순창고추장을 만들었고, 숙종 이전

(1500년대 이전)에도 왕실에서는 순창고추장을 애용하였

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영조30년(1754.11.20) 기록

에는 영조가 고추장을 좋아했으며, 특히 조종부(趙宗溥, 

1715년생) 집안의 고추장 맛이 좋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종부는 순창이 본관으로 순창고추장을 왕실에 진상하

여 영조가 애용하였다. 소문사설의 이시필과 같은 시대

의 조종부 집안의 인물은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였던 

아버지인 조언신(趙彦臣, 1682~1731)과 조부(祖父) 조태

흥(趙泰興, 1655~1720)이 있으며, 조종부 집안은 조부 조

태흥 이전부터 일찍이 왕실에 순창고추장을 진상한 것으

로 보여 진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1788~1863)에는 

순창고추장이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기록이 있다.

문헌상 1600년대 이후에는 순창 지역의 고추장이 왕실에 

진상되어 숙종, 영조 등이 순창고추장을 맛보았고, 어의 

이시필이 순창고추장 만드는 법을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보아, 순창고추장은 왕실고추장이었으며,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고추장으로 소문났음을 알 수 있다. 

다. 1800년대 ~ 현대

  규합총서(閨閤叢書, 1809)에는 순창고추장이 지역특산

품으로 순창고추장 만드는 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의약

월보(醫藥月報, 1914)에도 지역명물로 순창고추장을 기

록하고 있다. 해동죽지(海東竹枝, 1925)에도 순창고추장

이 전국 으뜸이며,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1937)에서도 

조선 각지의 명물에 순창의 고추장을 꼽는다. 개벽 61호

(1925), 동아일보(1927, 1931), 경향신문(1966, 1967) 등

에 순창고추장은 맛으로 유명하면서 담그는 재료부터 다

르며, 만드는 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Ⅳ. 결론

  순창고추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지금까지 소문사설

(1657~1724)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나, 이 때는 이미 순

창고추장이 왕실에서 애용되고, 유명해졌을 때이다. 삼국

지위지동이전(233~297)에 고추를 의미하는 椒가 나오며, 

장(醬)의 기록이 삼국사기(683년)에 나오고, 고추장을 의

미하는 초장(椒醬) 기록이 중국과 한국에서 850년 이후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고추장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순창고추장은 고려

(916~1391)말 이성계가 순창의 농가에서 고추장맛을 보

았다고 하여, 이미 지금부터 1000여 년 전인 고려 때 있

었고, 고려 말 이후 태조 이성계, 숙종, 영조 등 지속적으

로 왕실에서 애용하고, 순창의 종가에서는 왕실에 순창

고추장을 진상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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