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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절식과 한시
윤호진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머리말

겨울철을 대표하는 절식으로는 아무래도 

추위를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이 손꼽힐 

것이다. 솥에다 쪄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

는 만두라든지, 동짓날 끓여 먹었던 팥죽, 아

예 휴대용 화로에 직접 음식을 해먹는 신선로 

등이 그것이다. 한여름에 이열치열로 뜨거운 

개장국을 먹었던 것과 같은 의미라 할까. 겨울

에는 이처럼 따뜻한 음식 말고 차가운 국물에 

말아먹는 냉면, 동치미, 수정과 등도 있었다.

이 밖에도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등 세

시풍속에 관한 자료에는 10월, 11월, 12월의 

시절식으로 강정이라든지, 연포국, 애단자 등

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애석하

게도 한시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신선로는 

한시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음식의 한 종류로

써가 아니라 주로 술이나 차를 데워 먹는 식기

의 일종으로 읊은 시가 있고 강정, 동치미, 수

정과, 연포국, 애단자 등 많은 겨울 절식은 음

영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시에 주로 등장하는 

만두, 팥죽, 냉면에 대해서 그 유래는 무엇인

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시로 읊어졌는지, 

이들에 대한 시인의 정감은 어떠하였는지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만두(饅頭)

만두는 사계절 어느 때고 먹지 않는 시절이 

없으나, 특히 날이 차가워지면서 따뜻한 것이 

생각날 때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솥에서 갓 

쪄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는 지금도 인

기가 있는 음식이지만, 옛날에는 계절식 또는 

특식으로 많이 먹었던 음식이다. 그렇다면 우

리가 언제부터 만두를 만들어 먹었던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만두에 대

해 ‘메밀가루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소를 넣고 

빚어서 삶거나 찐 음식’이라 정의하고, 『고려

사(高麗史)』 충혜왕조에 내주(內廚)에 들어가

서 만두를 훔쳐 먹는 자를 처벌하였다는 기록

을 통하여 고려시대에 이미 전래되었다고 밝

히고 있다.

그리고 “고려가요 『쌍화점(雙花店)』 에 나오

는 ‘쌍화’는 밀가루를 발효시켜 소를 넣고 찐 

음식으로 조리법이 중국의 만두와 같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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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루어 보아 만두가 그 명칭이 바뀌어 ‘쌍

화’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것이 아닌가 한다.”라

고 하였는데 여기의 쌍화는 칠월의 음식으로 

소개한 바 있는 상화(霜花)와 같은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상화는 일부에서 기장떡이라고 풀

이한 것도 있지만, 조선 숙종 때의 문신 이의

현(李宜顯)이 청나라에 다녀와 쓴 『경자연행

잡지(庚子燕行雜識)』에서 “이른바 유박아(柔

薄兒)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우리

나라 떡 상화(霜花)와 같고, 그 합쳐지는 곳에 

주름을 잡은 것은 우리나라 만두와 같다. 이것

은 대개 옛날 만두이다. 그 속은 돼지고기에 

마늘을 섞어서 만든다1).”라고 밝힌 바와 같이 

상화는 쌍화와 같은 것이며 만두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그렇다면 만두가 왜 7월의 절식도 되고 겨

울의 절식도 되는 것일까? 지금도 정월에 떡

국과 더불어 만둣국을 먹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당에 시절식을 올릴 때 자주 

올라가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사

당에 만두가 올라가는데, 특히 가을에는 제사

지낼 때뿐만 아니라 새로 수확한 메밀을 가지

고 만두를 만들어 먹었지만, 추운 겨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따끈한 음식이라 겨울에 가장 많

이 만들어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사 때 특별식으로 올리기는 하지

만, 만두는 아무래도 겨울철의 시식이라 할 것

이다. 강좌 권만은 『한성지일(漢城至日)』이라

는 시의 첫 번째 시의 첫 구에서 “팥죽과 만두

를 먹는 동지가 돌아왔네[豆粥饅頭冬至回]3).”

라고 하여 동지에 팥죽과 만두를 먹었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었으며,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에서는 “만두는 잔칫상이나 제상의 

음식으로 쓰이거나 겨울철의 시식(時食)으로 

애용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만두가 “중국의 산동(山東)지방을 

통하여 수입되었고, 메밀이나 밀이 북쪽지방

에서 많이 재배되었으므로 평안도나 함경도

지방에서 발달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언

급처럼 만두가 우리나라에는 북방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허균이 『도문대작(屠門大嚼)』에서 소개한 

대만두(大饅頭)가 바로 이것으로 보인다. 그

런데 이것은 중국의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

들였던 의주에서 잘 만들었던 것 같다. 그는 

“의주(義州)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처럼 잘 만

든다. 그 밖에는 모두 별로 좋지 않다4).”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언제부터 만두를 만

들어 먹었을까? 실제 언제부터 만들어 먹었

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홍

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에는 만두의 기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흥미있는 고사를 소

1)   李宜顯, 『陶谷集』권 30 『雜識』 『庚子燕行雜識』 下 “所謂柔薄兒, 以麵造, 似我國霜花而皺其縫, 亦似我國饅頭, 此盖古

之饅頭也.其饀以猪肉和蒜爲之.”(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2) 상화에 관한 내용은 『여름의 절식과 한시』(「한맛한얼」 여름호, 한국식품연구원, 2011)를 참고할 것.

3)  權萬, 『江左文集』 卷1 『漢城至日』

4)  許筠, 『惺所覆瓿藁』 권26 『說部』 5 『屠門大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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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있다.

『사물기원(事物起源)』 을 살펴보니 “제갈

공명(諸葛孔明)이 맹획(孟獲)을 정벌할 때 어

떤 사람이 말하기를, ‘남만(南蠻)의 풍속은 반

드시 사람을 죽여 그 머리로써 제사하면 신이 

받아먹고 음병(陰兵)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했다. 그러나 제갈공명은 그 의견을 좇지 않

고 양고기와 돼지고기를 뒤섞어 밀가루로 싸

서 사람의 머리 모양을 만들어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랬더니 신이 받아먹고 군사를 내보

내 주었다. 후인이 이로 인하여 만두라고 한

다.”고 했다5).

중국에서 제갈공명이 처음으로 만두를 만

들었다는 위의 고사로 보아 만두의 역사가 무

척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만두의 

기원과 만드는 방법, 만두의 용도 등에 대해 

설명한 흥미있는 자료이다. 만두가 처음 만들

어진 것은 뜻밖에 제갈공명의 지혜와 어진마

음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만두는 사람을 죽

여 귀신에게 복을 비는 것 대신에 사람의 머

리와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귀신을 속임으로

써 원하는 바를 얻은 제갈공명의 지혜가 빛나

는 음식인 것이다. 제갈공명의 만두가 우리나

라에 언제 전해졌는지는 지금 상고할 수 없지

만, 조선 초기의 시인 서거정의 시에 만두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붉은 통을 처음 열어보니,

朱榼初開見,

만두가 서릿빛처럼 희어라. 

饅頭白似霜.

보드라움은 병든 입에 딱 알맞고, 

軟溫宜病口,

5)  洪錫謨, 『東國歲時記』 “按『事物起源』, 諸葛公之征孟獲, 人曰, ‘蠻俗必殺人, 以其首祭, 則神享爲出陰兵.’ 公不從, 因雜

用羊豕之肉, 而包之以麵, 象人頭, 以祀神, 亦享焉, 而爲出兵. 後人由此, 爲饅頭.” (번역은 이석호 역본(『동국세시기』, 

동문선, 1991.)을 이용하되 약간 손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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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는 사람을 죽여 귀신에게 복을 

비는 것 대신에 사람의 머리와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귀신을 속임으로써 

원하는 바를 얻은 제갈공명의 지혜가 

빛나는 음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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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착지근함은 쇠한 창자를 보하네.

甛滑補衰腸.

항아리엔 매실 간장을 담았고,

甕裏挑梅醬,

쟁반엔 계피 생강도 찧어 넣었네. 

盤中搗桂薑. 

어느덧 다 먹고 나니, 

居然能啖盡,

후한 뜻을 참으로 못 잊겠구려.

厚意儘難忘6).

위의 시는 제목에 드러난 바와 같이 김뉴

(金紐)가 서거정(徐居正)에게 만두를 선물하

자 그 고마운 뜻에 답하는 내용이다. 만두는 

지금도 특식 혹은 맛있는 간식으로 먹는 경우

가 많은데 옛날에는 특히 귀한 음식으로 인식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두는 대단히 맛있는 음

식일 수밖에 없다. 맛도 맛이지만 재료를 다

져서 소를 만들기 때문에 부드럽다. 그래서 

서거정은 부드러운 만두가 병자의 입에 딱 맞

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서거정은 만두에 생강과 간장이 들

어간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선 중기에까지 그

대로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에 

『만물편(萬物編)』이라는 시편에서 『만두(饅

頭)』라는 시를 지어 만두에 대해 읊은 이응희

(李應禧)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집 며느리 솜씨가 좋아

吾家巧媳婦,

맛있는 물만두를 잘 빚누나. 

能作水饅嘉.

옥가루로 노란 알갱이 소를 만들어,

玉屑鞱金粟,

하얀 껍질로 싸서 솥에다 삶는다. 

銀包泛鐵鍋.

쓴맛은 생강을 많이 넣어서요,

苦添薑味勝,

짠맛은 간장을 많이 넣어서지.

鹹助豆漿多.

한 사발을 새벽에 먹고 나면,

一椀呑淸曉,

아침 내내 밥이 안 먹히네.

崇朝飯不加7)

시의 내용 가운데에는 만두를 조리하는 방

법과 만두에 들어가는 재료 등이 소개되어 있

는데, 솜씨 좋은 며느리가 빚어낸 만두를 맛

있게 먹은 일을 노래하였다. 만두가 이처럼 

특식으로 인식되어 손님 대접에도 많이 쓰였

음을 다산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십이월 삼일에 문산이 왔

는지라, 그 후 삼일 째 되던 날 밤에 만두를 

장만하고 장구를 지어 권유하다[十二月三日 

文山至 越三日夜 設饅頭 侑以長句]』라는 시

의 첫째 수 7, 8구에서 “늙은 아내의 만두는 

6) 徐居正, 『四佳詩集』 卷12 『謝金子固送饅頭』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7)  李應禧, 『玉潭詩集』 『萬物篇』 『饅頭』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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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기호에 따른 거라, 응당 자타갱보다 많

이 못하진 않을 걸세[老婦饅頭由世好, 不應多

羨紫駝羹]8).”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약용은 만두는 겨울의 특식으로 아

주 맛있는 음식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자타갱, 

곧 밤색 털을 지닌 낙타의 고기로 끓인 국보다 

못하지 않다고 만두의 맛을 노래하였는데, 만두

는 정약용만이 아니라 옛날 모든 사람에게 맛있

는 음식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냉면(冷麪)

냉면은 여름을 대표하는 계절식으로 자리

를 잡은 지 오래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더

위를 식혀주는 냉면이 당연히 여름음식일 것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냉면은 “차게 

식힌 국물에 국수를 말아서 만든 음식”이지만 

엄연히 겨울음식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냉면은 추

운 겨울철의 별미음식으로 애용되어 『동국세

시기』에서도 겨울철의 시식으로 손꼽히고 있

는데, 시원한 것이 여름철에도 적합한 음식이

다. 요즈음에는 겨울철 음식으로보다는 여름

철 시식으로 즐겨 먹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냉면이 계절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

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냉면은 

『동국세시기』·『진찬의궤(進饌儀軌)』·『규

곤요람(閨 要覽)』·『시의전서(是議全書)』·

『부인필지(夫人必知)』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

으로 미루어보아 조선시대부터 즐겨 먹던 음

식으로 추측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냉면이란 음식을 언제부터 만들

어 먹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시에서

는 조선중기의 문인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다음 시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높다랗게 툭 터진 집 좋다마다요,

已喜高齋敞,  

게다가 별미(別味)까지 대접을 받다니요. 

還驚異味新.

노을 빛 영롱한 자줏빛 육수,

紫漿霞色映,

옥가루 눈꽃이 골고루 내려 배었어라.

玉紛雪花勻.

입 속에서 우러나는 향긋한 미각, 

入箸香生齒,

몸이 갑자기 서늘해져 옷을 끼어 입었도다.

添衣冷徹身.

나그네 시름 이로부터 해소되리니, 

客愁從此破,

귀경(歸京)의 꿈 다시는 괴롭히지 않으리라. 

歸夢不湏頻9).

8)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6 『十二月 三日 文山至 越三日夜 設饅頭 侑以長句』(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이용함)

9)  張維, 『谿谷集』 卷27 『紫漿冷麪』

예술 속으로• 겨울의 절식과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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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제목은 『자장냉면(紫漿冷麪)』 이

다. 자장은 냉면의 국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

이는데, 자장이란 말로 보아 국물의 빛깔은 

보랏빛임을 알 수 있지만 어떤 국물인지는 알 

수 없다. 장유는 이 시에서 자장냉면을 먹을 

때의 감회를 읊었다. 자장의 색다른 맛과 보

기 좋은 국물, 향긋한 별미로써 그리고 차가

운 음식으로써의 냉면에 대한 느낌을 적었다. 

이 시를 지을 당시 장유는 객지에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객지에서의 근심이 냉면 한 그

릇을 먹고 나서부터 없어지고 고향에 돌아가

는 꿈도 덜 꾸게 될 것이라 했다. 냉면은 그저 

단순한 겨울의 별미일 뿐만 아니라 객수까지 

달래주는 효험이 있었던 맛있는 음식이었다.

 냉면은 사람을 얼게 하고 홍로주는             

열이 나게 하는데, 

冷麪氷人紅露熱, 

 피리소리는 해저물녘에 기녀들의               

푸른 누대에서 들려온다.

笙歌日夕起靑樓.

 이곳의 풍토가 살아있는 것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니,  

土風不一傷生事,

 성 안에 흰머리 늙은이가 있는 것                 

정말로 괴이하네.

還怪城中有白頭10).

이 시는 이면백(李勉伯)의 『기성잡시팔수

(箕城雜詩八首)』라는 시의 여섯 번째 작품이

다. 제목과 같이 평양에서 문물을 감상하고 풍

류를 즐기던 회포를 노래한 것이다. 대동강에

서의 뱃놀이, 부벽루와 을밀대에서의 가무 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평양의 물색과 놀이에 대

한 감회가 이 시에 짙게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에는 잔치 자리에서 냉면을 먹었던 일이 잠깐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홍로주는 사람의 

몸을 덥게 하지만 차가운 냉면이 사람을 얼어

붙게 한다고 냉면의 시원한 맛을 노래하였다.

조선 후기의 침계(梣溪) 윤정현(尹定鉉)

은 죽은 아내를 애도하며 지은 『도망(悼亡)』

이란 시에서 “화로 가운데 술을 데우고 잔질

을 하니, 냉면과 신 김치가 차례로 열리네. 남

편은 배가 부르자 기쁘지 않음이 없는데, 빈

속에 또 병이 들까 걱정이라네[爐中煖酒淺斟

杯, 冷麵酸葅次第開. 良人一飽非無喜, 復恐蔬

膓病又來]11).”라고 하여, 아내가 생전에 자신

을 위해 술을 마련하고 안주 겸 식사로 냉면

을 마련해주며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었던 

일을 노래하였다.

다음 시는 김택영의 시인데, 이근수(李根

洙)라는 사람이 관찰사 조두순(趙斗淳)을 보

러 평양으로 간다고 하며 찾아오니 그를 전

송하며 7언율시 15수를 지어준 것 가운데 

여섯 번째 시의 1-4구이다.

10)  李勉伯, 『岱淵遺藁』 卷1 『箕城雜詩 八首』

11) 尹定鉉, 『梣溪遺稿』 卷1 『悼亡』)



아름다운 십리 거리는 함구문을 끼고 있고, 

香街十里控含毬,  

 겹겹이 둘러친 발과 장막에는 푸른 그림자  

비치네. 

簾幕重重翠影流. 

푸른 대접의 면발은 서울거리에서도 압권이고, 

碧盌麵絲壓京陌,

 홍로주(紅爐酒)의 맛은 개주(開州)에서      

제일간다.

紅爐酒味狠開州12).

여기에서 김택영은 평양의 냉면에 대해 “푸

른 대접의 면발은 서울거리에서도 압권이다.”

라고 하여 평양의 냉면이 서울에서도 맛있는 

음식으로 인기가 많았음을 밝혔다. 그리고 김

택영은 이 구절에 대해 “평양의 풍속은 교맥

냉면을 잘 만든다.”라고 주를 달았다. 우리가 

냉면하면 평양냉면이라 하는 이유를 이런 곳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피리 소리 번갈아 서쪽 누대에서 시끄럽게   

나는데,  

笙簫迭發閙西樓.

소낙비 바람에 날리니 시원하기가 가을과 같네.

驟雨斜風颯似秋.

좋은 이웃의 새로운 솜씨에 힘입어서,  

賴有芳隣新手法.

평양의 냉면이 내 목구멍을 기름지게 하네.

箕城冷麵沃人喉13).

12)  金澤榮, 『韶濩堂詩集』 卷一 『李韋史 根洙 將之平壤 見觀察使趙公 過余徵詩 遂賦長句十五首塞之 兼寄李寧齋學士  

學士先有送韋史之作』

13)  趙斗淳, 『心庵遺稿』 卷7 『自三湖洗心亭 移卜玄石之小東樓 今二年矣 而前冬信宿殆忩忩 癸卯五月 得更來錄雜識』

예술 속으로• 겨울의 절식과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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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를 달았다. 우리가 냉면하면 

평양냉면이라 하는 이유를 이런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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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작자 심암(心庵) 조두순(趙斗淳)은 

제목을 통하여 삼호(三湖)의 세심정(洗心亭)

에서 현석(玄石)의 조그마한 동쪽 누대로 옮

겨와 산지 지금 2년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겨

울에 이틀 자면서 바쁘게 지냈는데 계묘년 5

월에 다시 와서 기록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시를 통하여 평양의 냉면에 대해 읊었다. 

여기에서는 겨울에 냉면을 먹은 것은 아니

며 소나기가 지나고 난 뒤 가을처럼 서늘해

졌을 때 냉면을 먹었던 일을 기록하였다. 그

는 평양의 냉면이 사람의 목구멍을 기름지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가 평양이 아닌 곳

에서 평양냉면을 먹었던 경위를 이 시의 뒤

에 있는 주석을 통하여 “영호정은 누대의 서

쪽 수십 보 되는 곳에 있는데, 당진 김대연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거주하였다. 그의 아내는 

평양 사람으로 매번 나에게 냉면을 대접하며, 

평양에 부탁하여 내온 것이라 하였다14).”라고 

하였다. 

팥죽(豆粥)

팥죽에 대해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에서는 “붉은팥을 삶아 거른 팥물에 쌀을 넣

고 쑨 죽, 동짓날 절식의 하나이다. 새알심이

라 불리는 찹쌀경단을 함께 섞어 끓이기도 한

다.”라고 하였다. 

동짓날 민간에서 행해지던 일로는 팥죽을 

쑤어먹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15).

팥과 찹쌀을 끓여 죽을 만들고, 여기에 또 찹

쌀로 단자(團子)를 만들어 넣는다. 단자는 크

기도 새알만 하지만 모양이 마치 새알과 같아 

‘새알심’이라 부르며, 지방에 따라 ‘옹심’이라 

부르기도 한다. 팥죽을 다 만들면 먼저 사당

(祀堂)에 올리고 각 방과 마루, 장독대 등 집

안의 구석구석 그릇에 담아 놓아두었다가 식

구들이 둘러 앉아 먹는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홍석모의 『동국세시

기』를 보면 “팥죽을 끓임에 찹쌀가루로 새알 

모양을 만들어 그 죽 속에 넣고 꿀을 타서 시

절 음식으로 제사에 올린다. 그리고 팥죽 국

물을 문짝에 뿌려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한

다16).”라고 하여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던 풍속

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특히 팥죽을 만드는 

과정이나 팥죽에 들어가는 재료, 팥죽의 모양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슨 까닭으로 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었던가? 양나라 때 종름(宗懍)

이 찬한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동지

일에 해그림자를 헤아려서 팥죽을 쑤어서 역

병을 물리쳤다17).”라 하였고, 이에 대한 안설

(按說)로 “공공씨(共工氏)에게 못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동지에 죽어 역귀가 되었다. 

그는 붉은팥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동짓날 

14)  趙斗淳, 『心庵遺稿』 卷7 『自三湖洗心亭 移卜玄石之小東樓 今二年矣 而前冬信宿殆忩忩 癸卯五月 得更來錄雜識』 “

映波亭, 在樓西數十步, 金唐津大淵甫, 携閨姬來住, 姬是箕城人, 每餉余以冷麪, 輒以箕城托出.』”

15) 이하 팥죽에 관한 내용은 졸저, 『팥죽 쑤어 나눠먹고』(민속원, 2007)에서 발췌한 것임.

16) 洪錫謨, 『東國歲時記』 “煮赤豆粥, 用糯米粉, 作鳥卵狀, 投其中爲心, 和蜜, 以時食供祀, 灑豆汁於門板, 以除不祥.”

17) 宗懍, 『荊楚歲時記』 “冬至日, 量日影, 作赤豆粥, 以禳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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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을 쑤어 물리친다18).” 하였다. 

이 내용은 김육의 『유원총보』 권4에도 인

용되어 있고,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도 수

록되어 있다. 홍석모는 또 『동국세시기』에서 

유자휘(劉子翬)의 『지일시(至日詩)』에 “팥죽

으로 귀신을 눌러 이기는 것은 형지방의 풍속

을 사랑하는 것이다19).”고 하여, 송나라 때에도 

귀신을 쫓기 위해 팥죽을 쑤어 먹었던 풍습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민간신앙에 근거하여 이것을 풀이한다면 

팥죽은 붉은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빛이 붉

을 수밖에 없는데, 붉은 색은 역귀가 싫어하

는 색이므로 팥죽을 먹음으로써 한 해 동안 

역귀의 접근을 막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하겠다. 팥죽을 쑤

어 먹을 뿐만 아니라 먹기 전에 집안의 여러 

곳에 놓는 것은 집안에 있는 악귀를 모조리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동짓날에 팥죽을 쑤

어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의 벽에 

뿌리는 것 역시 악귀를 쫓는 축귀 주술행위의 

일종이다. 

이러한 풍속에 대해 김매순은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의 시에 보이는 “서리는 청장

력을 보내주고, 집에서는 팥죽을 보내왔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팥죽을 쑤어 먹던 풍속

을 말하였지만, 그는 말미에서 “팥죽은 귀신

을 몰아내는 뜻으로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 풍속이 아니므로 이에 자세함을 

18) 宗懍, 『荊楚歲時記』 “共工氏有不才之子, 以冬至死為疫鬼, 畏赤小豆, 故冬至日作赤豆粥, 以禳之.”

19) 洪錫謨, 『東國歲時記』 “豆糜厭勝憐荊俗”

예술 속으로• 겨울의 절식과 한시

팥죽은 붉은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빛

이 붉을 수밖에 없는데, 붉은 색은 역귀가 

싫어하는 색이므로 팥죽을 먹음으로써 

한 해 동안 역귀의 접근을 막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20)  金邁淳, 『洌陽歲時記』 “吏送靑粧曆, 家傳赤豆粥.” “辟鬼昉於中華, 不專爲國俗, 故玆不詳別.”

21) 元天錫, 『耘谷行錄』 卷5

22) 洪聖民, 『拙翁集』 卷5

기록하지 않는다20).”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현은 그의 문집인 『역옹패설』 

권2의 『동지』라는 시에서 “그리워라! 우리집 

아우와 형은, 종을 시켜 부글부글 팥죽을 끓

일 거야[最憶吾家弟與兄, 齊奴豆粥咄嗟烹].”

라고 읊어, 이국의 타향에서 동지를 맞으며 

고향의 가족들이 동짓날 팥죽을 끓여먹는 광

경을 그렸고, 그 주석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동지에 반드시 팥죽을 끓여 먹는다[東人冬至

必烹豆粥].” 하였다. 

이를 통해 동지에 팥죽을 끓여먹던 풍습이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의 민속에 깊숙이 자리한 것을 볼 수 있

다. 원천석도 『동짓날 팥죽(冬至 豆粥)』이라

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음이 소멸되고 양이 회복되는 때가 되니,

陰消陽復正當期, 

붉은 팥죽 향내가 푸른 항아리에서 떠오르네. 

紅雪香浮碧玉瓷.

처음 소금을 넣을 때 바야흐로 솥에서 끓고,         

始下鹽時方沸鼎,

다시 꿀을 넣은 뒤에 바로 숟가락으로 뒤적이네.         

更投蜜處正翻匙.          

호타의 보리밥보다 품은 곱절이나 들고,  

滹沱麥飯功兼重,

금곡의 나물보다 맛이 더욱 기이하도다. 

金谷萍莖味最奇.  

나 역시 가난한 살림이 갑자기 심하거니, 

我亦窮居倉卒甚,

아! 만드는 방법을 모름지기 알아야 하리.      

咄嗟成辦要須知21).                  

          

여기에는 동지에 팥죽을 끓어먹던 일을 매

우 자세하게 노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동지

에 팥죽을 어떻게 끓여 먹었던가 하는 구체적

인 내용까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조선의 시인들이 종지에 팥죽을 끓여 먹

었던 일을 읊은 시는 수없이 많이 지어졌다. 

조선 중기의 문신 홍성민(洪聖民)은 『동지에 

팥죽을 끓이며[冬至烹豆粥]』라는 시에서 “창

문 사이로 소란스레 연기 일더니, 이 날은 팥

죽 쑤는 명절이라고 하네[隔窓撩亂爐煙起, 

云是名辰豆粥烹]22).”라고 하여 동짓날이 바

로 팥죽을 쑤는 명절이라 하였다.

맺음말

이상으로 겨울의 시절음식으로 한시에 많

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겨울의 음식으로는 여러 음식이 있지만 만

두, 냉면, 팥죽 이외에는 한시로 읊어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강정과 신선로, 수정과 

등은 만두, 냉면, 팥죽 못지않게 겨울의 절식

으로 꼽히는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강정과 신선로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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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문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한시작품은 드

물었다. 

만두는 쌍화(雙花), 상화(霜花), 포자(包

子), 교자(交子) 등 여러 이름이 있고 이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

에서 모두 만두라 할 것이다. 만두는 옛날에 

특별한 시절식으로 네 계절 모두 사당에 올려

졌지만, 특히 겨울의 음식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다. 『동국세시기』에 소개된 만두의 유래

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통하여 만

두가 맛도 맛이지만 제갈량의 지혜와 어진 마

음이 돋보이는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냉면은 한여름에 이열치열로 뜨거운 음식

을 먹었던 것과 같이 한겨울에 차가운 동치미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었던 음식이다. 그런데 

조선 중기 장유가 지은 『자장냉면』이라는 시

는 냉면의 국물이 보랏빛의 국물에 말아먹었

음을 알게 하는데 자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한시와 그것의 관

련 자료를 통하여 냉면이 평양의 대표 음식이

었음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팥죽은 동지를 대표하는 음식이며 왜 동지

에 팥죽을 끓여 먹었던가 하는 일은 이미 널

리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한시에 드러난 내

용을 통해서 동지에 팥죽을 먹었던 일과 팥죽

에 대한 사대부의 정감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동지에 팥죽을 먹었던 풍속이 매우 오래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짓날 하면 팥

죽을 떠올릴 정도로 동지와 팥죽은 밀접한 관

련을 맺었는데, 조선 중기의 문인 홍성민은 

아예 동지는 팥죽을 쑤는 날이라고 하기도 하

였다.

이들 시에 드러난 겨울 음식에 관한 정보는 

매우 단편적이고 정감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통하여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겨울 

음식의 실상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

식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살필 수 있는 특별

한 자료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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