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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절식과 시식

구난숙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우리나라는 농경지와 산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과 조

화를 이루는 식문화가 발달되었다. 즉 사계절의 구분이 있는 자연환경 속에

서 우리 조상은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하였기에 명절 때는 절식(節食), 계절마

다는 시식(時食)이라고 불리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먹으며 즐

겁게 살았다. 음력을 기준으로 1년 12달은 그 시기에 얻을 수 있는 식품 재료

를 사용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다. 설날·정월대보름·

중화절·삼월 삼짇날·사월 초파일·단오·유두일·칠석·삼복·추석·중

양절·시월 무오일·동지·섣달 등 절기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즐겼다(표 1). 

요즘은 우리 전통 음식을 만들고 즐기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절식 

및 시식의 의미와 음식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설날(음력 1월 1일)에는 떡국, 전, 적, 찜, 한과, 수정과, 과일 등으로 상차림

을 하여 가족과 식사하고 세배 온 손님도 대접한다. 흰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뜻이 있다. 충청도 지방은 쌀가루 반죽을 가래떡처럼 만

들어 생떡국을, 개성 지방은 가래떡을 누에고치 모양으로 잘라서 조랭이떡국

을 끓인다. 북쪽 지방은 떡국 대신 만둣국을 끓이거나 만두를 삶아서 먹는다.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은 신라 시대부터 지켜온 명절로 14일 저녁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는다. 대보름 음식으로 약식, 오곡밥, 부럼, 귀밝이

술, 묵은 나물, 복쌈, 원소병, 팥죽 등이 있다. 오곡밥(五穀飯)은 쌀, 조, 수수, 

팥, 콩을 섞어 지은 밥인데, 다른 성씨인 세 집 이상의 밥을 먹어야 그 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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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다고 하여 여러 집의 오곡밥을 서로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다. 부럼은 생밤, 호두, 은행, 잣 

등 견과류이다. 보름날 이른 새벽에 껍질째로 깨물어 내던지며 “부럼이요.”라고 말하면 일 년 내

내 무사태평하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고 치아가 튼튼해진다는 풍습이 있다. 묵은 나물로는 

호박고지, 가지, 박고지, 취, 고비, 고사리, 도라지, 무청, 버섯 등을 말리거나 묵혀 두었던 아홉 

가지를 나물로 하여 먹는다. 보름날 아침 귀밝이술을 한 잔씩 마시고, 귀가 밝아져 일 년 내내 기

쁜 소식만 전해 듣기를 기원한다. 

중화절(음력 2월 1일)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날로 삼고 집안을 청소하기도 하였다. 노비(일

꾼)들에게는 송편(노비송편)을 큼직하게 만들어 나이 수대로 나누어 주고 하루를 쉬게 하였다. 

삼월 삼짇날(음력 3월 3일)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날이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봄

을 맞아 진달래꽃으로 화전과 화채를 만들어 먹고 즐겼다.

사월 초파일(음력 4월 8일)은 부처님 탄신일이다. 불교적인 의미가 있어 모든 사람이 즐기지

는 않지만, 사찰에서는 이날 느티떡, 볶은 콩, 미나리강회 등을 마련한다. 

단오(음력 5월 5일)는 설·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절에 속한다.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남자들은 씨름,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하며 즐긴다. 단옷

날 오시(午時)에 익모초, 쑥을 뜯어 말려 두었다가 일 년 내내 약용으로 쓴다. 단오 음식으로 수

리취떡, 제호탕, 앵두화채, 준칫국, 붕어찜, 준치만두가 있다.    

  명절 및 절후명                                                                 음식의 종류

 
1월

 설날 떡국, 만두, 전유어, 육회, 느름적, 떡찜, 인절미, 단자류, 장김치, 한과, 강정, 수정과, 식혜, 과일 등 

  대보름 약식, 약과, 오곡밥, 부럼, 귀밝이술, 묵은 나물, 김구이, 복쌈, 원소병, 팥죽 등

 2월 중화절 송편(노비송편), 약주, 생실과(밤, 대추, 건시), 포(육포, 어포), 절편, 유밀과 등

 3월 삼짇날 진달래화전, 진달래화채, 두견화전, 쑥떡, 절편, 약주, 생실과(밤, 대추, 건시), 포(육포, 어포), 탕평채 등

 4월 초파일 느티떡, 증편, 쑥떡, 볶은 콩, 미나리강회 등

 5월 단오 수리취떡, 제호탕, 앵두화채, 준칫국, 붕어찜, 준치만두, 생실과 등

 6월 유두 떡수단, 보리수단, 편수, 밀쌈, 증편, 구절판, 복분자화채, 화전(봉선화, 감꽃잎, 맨드라미), 깻국, 어선, 어채, 상화병 

 
7월

 칠석 밀전병, 증편, 밀국수, 오이소박이, 복숭아화채, 수박화채, 깨찰편, 주악, 규아상 등

  삼복 개장국, 삼계탕, 육개장, 오골계, 민어국, 임자수탕, 잉어구이, 오이소박이 등

 8월 추석(한가위) 햅쌀밥, 송편, 토란탕, 화양적, 배숙, 배화채, 잡채, 나물, 햇과일 등

 9월 중앙절 국화전, 국화화채, 국화주, 유자화채, 감국전, 밤단자 등

 10월 상달(무오일) 시루떡, 무시루떡, 연포탕, 강정, 감국전, 유자화채 등

 11월 동지 팥죽, 동치미, 생실과, 경단, 우유죽

 12월 섣달 골동반(비빔밥), 각색전, 완자탕, 인절미, 주악, 정과, 잡과, 식혜, 수정과 등

표 1. 절식 및 시식 음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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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음력 6월 15일)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궂은 것을 털어버리고 음식을 차려

놓고 물놀이를 하였다. 이날 국수를 먹으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여 햇밀로 국수를 만들어 먹었

는데 이 음식을 유두면이라고 한다. 그 외에 떡수단, 보리수단, 편수, 밀쌈 등이 유두의 절식이다.

칠석(음력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너 만난다는 날이다. 여자들은 길쌈과 바느

질을 잘하게 해달라고 직녀에게 빌고, 볕이 좋을 때는 옷과 책을 말리기도 하였다. 밀전병, 증편, 

밀국수, 오이소박이, 복숭아화채, 수박화채 등을 만들어 먹었다.

삼복(三伏)은 초복, 중복, 말복이 지나는 한 달간으로 여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이다. 이때 더

위를 잘 견디고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개장국은 개고기에 파, 마늘, 차조기잎, 

죽순 등을 넣고 끓인 것이다. 고춧가루를 풀고 밥을 말아서 아주 맵게 먹었다. 지금도 개장국은 

삼계탕과 함께 보신탕(補身湯)이라 하여 삼복 절식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육개장은 개고기가 식

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쇠고기로 끓이는 국이다. 삼계탕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삼복 음

식으로 영계(어린 약병아리)나 어린 오골계에 찹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고 끓여서 만든다.

추석(음력 8월 15일)은 팔월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최대 명절이다. 추석에는 추수한 햇

곡식으로 햅쌀밥을 짓고 송편을 빚는다. 밤, 대추, 감, 사과, 배 등 햇과일을 준비하여 조상께 차

례를 지내며 성묘를 한다. 추석 송편은 올벼로 찧은 오려 쌀로 만들어 오려 송편이라고 한다. 강

원도 지방은 쌀 대신 감자녹말로 빚기도 한다. 또한 추석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토란으로 토란

탕을 준비하는데, 삶은 토란, 다시마, 쇠고기를 섞어 맑은장국을 끓인다. 배숙은 배를 삶아 꿀물

이나 설탕물에 담근 것으로 후식으로 먹는다.

추석은 

팔월한가위라고도 

하는데, 

추수한 햇곡식으로 

햅쌀밥을 짓고 

송편을 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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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양절(음력 9월 9일)은 제비가 강남으로 떠난다는 날이다. 농부들은 농악을 울리고 국화전, 

국화화채, 국화주, 유자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상달(음력 10월 무오(戊午)일)은 겨울에 접어들었으나 햇볕이 따뜻하여 소춘(小春)이라고도 한

다. 햇곡식으로 술을 빚고, 마구간에 시루떡을 놓고 말이 잘 크고 무병하기를 빌었다. 시루떡, 

무시루떡, 연포탕, 강정 등을 만들어 먹고 김장을 담근다.

동지(음력 11월)는 양력으로 12월 22, 23일경으로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이다.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동지팥죽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였다. 동지팥죽은 먼저 사당에 놓고 차례를 지내고 방, 마루, 광 등에 한 그릇씩 떠다 놓고 대

문이나 벽에다 뿌린 다음에 먹었다. 붉은 팥이 액을 막고 잡귀를 없애 준다는 데서 나온 풍습이

다. 동지팥죽에는 찹쌀가루로 만든 새알심을 먹는 사람의 나이 수대로 넣어서 먹는 풍습이 있다. 

궁중에서는 동지 절식으로 우유와 우유죽(타락죽)을 내공신에게 내려 약으로 썼다고 한다.

섣달(음력 12월) 중 납일은 동지를 지나고 세 번째 미일(未日)이며 종묘와 사직에 큰 제사를 지

냈다. 섣달 그믐날 밤은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여 제야(除夜) 또는 제석(除夕)이

라고 한다. 골동반(비빔밥), 각색전, 완자탕, 인절미 등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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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달은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기간으로, 

시루떡, 강정 등을 

만들어 먹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