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제2권 4호

조선시대 한글 음식 조리서로 본 
전통 음식 조리법의 비교-스면[粉湯]-

백두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우리가 먹는 국수는 그 종류가 매우 많다. 옛 한글 문헌에 자주 나오는 국수로는 ‘스면’
이라는 것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스면’을 찾아보니 ‘분탕’(粉湯)의 옛말이라 하였다.  

‘분탕’을 찾아 보면, “｢1｣밀가루를 풀어서 끓인 맑은장국. ｢2｣여러 가지 고명을 넣어 만든 

평안도식의 도미국수. ｢3｣=당면(唐麵)”이라는 세 가지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 한편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는 ‘분탕’을 다음과 같이 풀이해 놓았다. “감자나 고구마 등의 농마로

누른 오리를 얼궈 말린 국수 같이 생긴 반찬감의 하나. 녹두나 팥 농마로도 만든다. 주로 

잡채를 만들거나 국을 끓일 때 넣는다.” 여기서 ‘농마’란 녹두, 감자, 도토리 등을 물에 

불구어 갈아서 앙금을 앉힌 것을 말린 가루를 뜻한다.

옛 한글 문헌에서 ‘스면’은 중국어 학습서인 번역박통사, 번역노걸대 등에 주로

등장한다. 문헌에 나타난 ‘스면’의 용례 중 몇 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닐굽잿 미수엔 스면과 상화 관히 마 각산리로소니 리 수울 둘어 가져오라

(번역박통사상, 6b-7a, 15??년) 

닐굽재 스면 상화 각산 거시라(번역노걸대하, 37b, 15??년)

第七道 스면과 상홰니 각산 시라(노걸대언해하, 34a, 1670년)

稍麥과 스면 먹고(박통사언해하, 14a, 1677년)

 차반 싀면 상화 쟝만미 맛당다(몽어노걸대(중간본) 7, 3b, 1790년)

 안쥬 싀면 상화 쟝먄면 (청어노걸대 7, 4b, 18??년) (청어노걸대 7, 4a, 18??년)

16세기 초기의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를 비롯하여, 17세기의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18세기 말의 몽어노걸대(중간본), 19세기의 청어노걸대에 이르기까지 

‘스면’과 그 이형태인 ‘싀면’이 꾸준히 쓰였다. 이 자료들은 스면이 긴 세월 동안 사랑받은 

음식이었음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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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중국어 학습서에 ‘스면’은 한자어 ‘粉湯’의 번역어로 되어 있다. 중국어 

학습서에 이 낱말이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스면은 중국 음식의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어휘 번역서인 역어유해에는 ‘粉湯 싀면’과 ‘細粉 싀면’(상권 51b)이라는 두 개의 

한자어가 쓰여 있다.

 

필자가 필사본 한글 음식조리서 28종을 조사해 보니, 스면 조리법은 세 개 문헌에서 

등장한다. 이 세 문헌의 조리법을 서로 비교하여 그 같고 다름을 알아 보자. 먼저 음식디미방
의 조리법 원문과 현대국어 번역문을 조리 과정 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디미방의 스면법

스면법(원문)

싀면법

① 이삼월의 녹도  온 낫과 뉘 업시 라

②  어을믜 졍화슈 기러다가 모 이 몬 거 덥흐면 

녹되 쉬니 그처 물에 몰게 가

③ 이튼날 새배 우물의 가 씨어 급히 라

④   달게 덥지 아닌 제 무영 주머니예 닛 내 쳐 내여  물을 

만이 부어 장 눅게 여 관질그싀 안와 

⑤  이튼날 아젹의 웃물 퍼 리고 흰 안 우희 죠희 
고 그 우희  면 그 무리 다 예 거든  거더 

내고 술로 글거 채반의 식지 고 너러 틔 드지 아니케 

뢰여 녀허 두고

⑥  싀면 디여 쓸 제면 밀 장 조히 여 깁의 뇌여 녹도

 두 되 디려 면 밀 칠 홉을 의이치 조히 쥭 

쑤어 

⑦  그 쥭의 녹도 보라이 뇌여 라 더우니 면본의 

눌러 물의 건디시서 어물에 가 두고 쓰면 손님 

여닐곱이나 격그리라.

⑧ 녀 음식이 오미차  타 면 죠코 지령의 라 교

여도 죠니라.

⑨ 쥭 쑤 밀 상화 조 로 쑤라.  

⑩ 소 아니면 치 리 아 봇가 녀흐라.

⑪ 지령국의 면 교 고 오미국의 교 아니 니라(음식디미방 1b).

그림 1. 음식디미방의 ‘싀면법’

조선시대 한글 음식 조리서로 본 전통 음식 조리법의 비교-스면[粉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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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면법(번역)

스면법

① 이삼월에 녹두를 갈되 온 낟알과 뉘가 없도록 갈아라.  

② 어스름(=새벽)에 정화수를 길어다가 (간 녹두를) 담그되, 담근 것을 (뚜껑으로) 덮어 

놓으면 녹두가 쉬어 버리니 그냥 물에 잠기게 담가 두어라.

③ 이튿날 새벽, 우물에 가서 (녹두를) 씻어 급히 (물을) 갈아라.

④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무명 주머니에 (넣어) 잇꽃[紅花] 물을 내듯 쳐내어, 찬물을 

많이 부어 아주 눅눅하게 하여 질그릇에 (넣어) 가라앉혀라. 

⑤ 이튿날 아침에 웃물을 퍼내 버리고, 가라앉은 흰 가루 위에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재를 

깔아라. 그 물이 다 재에 배거든 재를 걷어 내고 숟가락으로 긁어 채반에 식지(食紙)를 

깔고 (그 위에) 널어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말려서 넣어 두어라.

⑥ 면(細麵)을 만들려고 쓸 때는 밀가루를 가장 깨끗이 하여 비단에 체질한다. 녹두가루 

두 되로 만들려 하면 밀가루 칠 홉을 율무같이 깨끗이 죽을 쑤어라.

⑦ 그 죽에 (두 되의) 녹두가루를 체질하여 부드럽게 반죽을 하고, 더운 것을 면본(=국수틀)

에 눌러 찬물에 건져 씻어 얼음물에 담가 두고 쓰면 손님 예닐곱 명은 대접할 수 있다.

⑧ 여름 음식은 오미자차에 꿀을 타서 말면 좋고 간장국에 말아 고명을 해도 좋다.

⑨ 죽 쑤는 밀가루는 상화를 만드는 깨끗한 가루로 쑤어라.

⑩ 채소로 만든 소를 쓰지 않는다면 꿩고기를 가늘게 다져 볶아 넣어라. 

⑪ 간장국에는 고명을 하고 오미자국에는 고명을 쓰지 않느니라.

번역문에서 (  ) 안의 낱말은 원문에 없지만 이해의 편의상 필자가 넣은 것이다. 조리법 

본문에 기술된 조리법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①~③은 재료를 장만하는 단계이다. 녹두를 

갈고 씻어 다시 가는 작업이 묘사되어 있다. ④~⑦까지가 본격적으로 스면 만드는 

단계이다. ⑧은 스면을 말아 먹는 국물 두 가지 만드는 법이다. 그리고 ⑨는 가루, ⑩~⑪은 

고명에 대한 보충 설명을 베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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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문(酒方文)의 스면법

스면법(원문)

싀면 漏麵
 ① 새 진 졉 내여 느즈기 풀 쑤어 두고  

 ② 녹말을 믈 려 셜기 반쥭듯 잇   1)
 부븬 후에 

 ③  그 플로 반쥭 알마초 여 무흔 치면 손의 뭇지 

아니코

 ④ 졈졈 눅거 박의 손락 들게 구무 세흘 워 

 ⑤ 손락을 바가 들고 그 반쥭 거 박의 브어 

 ⑥  믈 우희 들어 손락을 빼면 흘러리니

 ⑦ 게 려거 노피 들라 

 ⑧  릴 제 져로 혜져겨 조흔 쟐 그러 다마 
믈의 브으라 

 ⑨ 국이어나 오미국의 쳥밀 거나 여 쓰라 

 ⑩   방문은 반쥭을 우와 치 호 

 ⑪ 잠 되기 여  분판의 누르라 

 ⑫  기 쉽고 됴니라(주방문(酒方文)13b-14a)

스면법(번역)

싀면 [漏麵]

① 새 밀가루로 접(?) 내어 느직이 풀을 쑤어 두고 

② 녹말을 물 뿌려 설기 반죽하듯이 잘 비빈 후에 

③  그 풀로 반죽을 알맞게 하여 무한히 치면 손에 묻지 않는다. 

④ 점점 눅거든 바가지에 손가락이 들어가게 구멍 셋을 뚫어 

⑤ 손가락을 박아 (그 박을) 들고 그 반죽한 것을 박에 부어 

⑥ 끓는 물 위에 들어 올려 손가락을 빼면 (반죽한 것이) 흘러내린다.

⑦ 가늘게 하려거든 높이 들라. 

⑧ 흘러내릴 때 젓가락으로 헤저어 깨끗한 자루에 끌어 담아 찬물에 부으라. 

⑨ 깻국이나 오미자국에 청밀 타거나 하여 쓰라.

   1)  ‘잇’은 매우 희귀한 부사이다. 문맥으로 보면 ‘넉넉히’, ‘잘’의 뜻으로 보인다. 번역박통사에 한 예가 보인다.     

 구렁쟘불리 잇 지고 셕대 됴코(번역박통사상, 63a, 15??년)

그림 2. 주방문의 ‘싀면법’

조선시대 한글 음식 조리서로 본 전통 음식 조리법의 비교-스면[粉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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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또 한 방문은 반죽을 위와 같이 하되 

⑪ 약간 되직하게 하여 가는 분판에 누르라. 

⑫ (이 방법은) 하기 쉽고 좋다.

음식디미방과 주방문에서는 ‘스면’을 ‘싀면’이라 하였다. ‘싀면’은 ㅣ역행동화로 첫 

음절 모음에 ㅣ가 첨가된 변화형이다. 그리고 한자 이름으로는 ‘누면(漏麵)’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샐 루(漏)’자가 들어간 것은 국수 틀에 넣어 국수를 뽑을 때 면발이 ‘틈 사이로 

새는 면’이라는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음식디미방에서는 스면 원료가 ‘밀가루’와 ‘녹두’로 되어 있었는데, 주방문에서는      

‘진가루’와 ‘녹말’로 되어 있다. ‘진가루’는 밀가루와 같다. 여기서 녹말이라고 한 것이 

아마도 녹두로 만든 것이리라. 국수를 만드는 방법이 음식디미방과 달리 국수틀(면본)을

쓰지 않고, 바가지에 손가락이 들어가게 구멍 셋을 뚫고, 반죽한 것을 그 바가지에 부어 그 

구멍으로 반죽을 흘러 내리게 하여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국수 면발이 

매우 굵었을 듯한데 과연 국수가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스면의 제조법에 대한 설명 문장을 비교해 보면, 주방문의 스면 제조법이 음식디미방
의 그것보다 내용이 조금 단순하다. 음식디미방의 ⑧번에 오미자차나 간장국물에 말아

먹는다고 한 것이, 주방문에는 ⑨에 대응되는데 깻국이나 오미자국에 말아 먹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양자가 비슷한 조리법을 보여 준다. 주방문의 ⑩~⑫는

스면 만드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을 간략하게 추가 설명한 것이다.

주방(酒方)이라는조리서에는 ‘싀면법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조리법이 설명되어 있다.

주방(酒方)의 스면법

스면법(원문)

싀면법이라

① 녹말로 쥭을 흐게 쒸워

② 져그만 됵박을 밋틔 소발
   2)
 나게 구무 둘워 

③ 그 쥭의 녹말을 셔 그 녹말을 다마 드러시면

④ 궁그로 흘러니게든
   3)
 물의 오고 

⑤  그리 내 오라

⑥  박이 구무 져그면 나니
   4)
 아니코 지 들면 리 나니라(주방(酒方)2b)

   2) 소발 : 문맥상 ‘가는 면발’(小-발)로 보임.

   3) 흘러니게든 : ‘흘러니거든’의 오기.

   4) 나니 : ‘나디’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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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면법(번역)

스면법이라

① 녹말로 죽을 흐르게 쑤어 

②  자그마한 쪽박(바가지) 밑에 가는 면발이 나도록 

구멍을 뚫어 

③  그 죽의 녹말을 써서 그릇에 녹말을 담아              

(구멍으로) 들어가

④  (녹말이) 구멍으로 흘러내리거든 찬물에 넣어 

차게 하고 

⑤ 또 그렇게 내어 차게 하여라.

⑥  바가지의 구멍이 작으면 (녹말이) 내리지 않는다. 

낮게 두며 가늘게 내린다. 

주방의 스면법 설명은 더욱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재료는 녹말만 언급되어 있고 밀가루에 대한 내용은 

없다. 바가지에 구멍을 뚫어 그 사이로 반죽을 흘러 

내리게 하는 방법은 주방문의 그것과 같다. 주방
의 설명은 너무 간단하여 이 문장만으로는 조리법을 

배우기는 어렵다. 경험을 통해 이미 스면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조리 설명문이라 

생각된다.

세 음식책의 스면 설명법을 비교해 보면 음식디

미방의 것이 가장 자세하고 설명문의 짜임새가

갖추어져 있다. 게다가 음식디미방에는 재료의

준비 과정까지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재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새벽 어스름할 때 정화수를 길어다 가 녹두를 담아 두었다가 이튿날 다시 

새벽 우물에 가서 씻으라는 설명이 주목된다. 정갈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갖은 정성을 바쳐 스면을 만들었던 옛 여인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스면이라는 음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필자는 조선시대의 음식책에 나타난 스면이 당시의 양반가 집안에서 실제로 만들어 

먹었다는 증거를 17세기의 한글 편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1610년 전후에 씌어진                    

현풍곽씨언간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의 편지가 있다.

그림 3. 주방의 ‘싀면법이라’

조선시대 한글 음식 조리서로 본 전통 음식 조리법의 비교-스면[粉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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믜므 여 가지 되고 안쥬 치과 념통과 두 가지로셔  그세 겻드려 노케 

소. 믜 스믈 다시 가. 스면 누 판이 게 갓다  스면  그저 

보내. 이 뎌근 것 보고 도로 가뎌 오소. <현풍곽씨언간 72번 편지>

(제물로는 여섯 가지가 되고, 안주는 꿩고기와 염통, 그 두 가지를 한 그릇에 곁들여 

놓게 하소. 해삼은 스물다섯이 가네. 스면을 누르는 판이 거기에 갔다고 하므로, 스면 

가루를 그냥 보내네. 여기에 적은 것은 보고 도로 가져 오소.)

1610년경에 경상도 현풍에 산 곽주가 아내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갖가지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위 인용문에는 곽주가 스면을 만들려 했으나 스면 

누르는 판이 거기(부인 하씨에게) 가고 없으므로 스면 만들 가루를 그냥 보낸다는 사연이 

들어 있다. 보내주는 이 가루로 부인 쪽에서 스면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다.

17세기 초에 경상도 현풍땅에 살았던 곽주와 그의 가족들이 집안에서 스면을 만들어 

먹었음을 위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지의 내용과 분위기로 보아 혼인 잔치와 같은 

큰 가정사가 있을 때 스면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백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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