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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절식과 시식

구난숙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우리 조상들은 여름에는 그 계절에 구할 수 있는 식품재료를 이용하여 시원

함을 즐기거나 특별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사람을 지치게 하는 더위를 이겨내

려고 하였다. 여름 절식과 시식으로 즐기는 음식으로는 햇과일을 활용하여 만

든 시원한 음료와 햇밀로 만든 차가운 만두나 국수가 있다. 특히 삼복에는 많

은 사람들이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 하여 뜨겁게 또는 맵게 만든 보양식을 먹

기도 하였다. 

단 오

단오는 음력 5월 5일(양력 6월)로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설·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절로 여겼다.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

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고 빠지지 않는다고 하여 창포 삶은 물에 세수하고 

머리를 감으며 홍색, 녹색의 옷을 입었다. 창포뿌리를 잘라서 만든 비녀에 수

(壽)·복(福)자를 써서 머리에 꽂으며 복을 빌기도 하였다. 단오 무렵 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부채를 사용하였다. 옛날 왕은 진상을 받은 부채를 신하에게 

하사했는데, 이 부채를 단오선이라고 하였다. 궁중의 내의원에서는 제호탕을 

만들어 왕께 바치고 왕은 그것을 신하에게 하사하여 여름더위를 이겨내도록 

하였다. 

단오는 모내기를 마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즐기는 명절이었다. 

고려 시대에 남자들은 공차기와 편싸움,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하는 풍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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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와 같은 풍습은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이날은 일 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많은 날

이라 하여 오시(午時,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에 익모초와 쑥을 뜯어 말려 두고 일 년 내내 

약으로 사용하였다. 단오 음식으로는 수리취떡·준치만두·준치국·붕어찜·도행병·앵두편· 

앵두화채 등이 있다.

앵두화채

단옷날 민가에서 만들어 먹던 시원한 음료이다. 빨간 앵두를 깨끗이 씻어 씨를 빼고 설탕이나 꿀

에 재워 두었다가 오미자 국물에 넣어 먹는다. 오미자는 따뜻한 성질이 있고, 신맛·단맛·쓴맛·짠

맛·매운맛의 다섯 가지 맛이 있다. 신맛이 강하여 차게 마시는 전통 음료에 오미자 우려낸 물을 사용

하면 입맛을 살려주고, 수렴성이 있어서 땀이 많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갈증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제호탕

여름 더위를 이기고 보신하기 위해 마시는 한방 청량음료이다. 한약재인 오매말(烏梅末)·백

단향(白檀香)·축사(縮砂)·초과(草果)를 가루로 만들어 꿀에 재워 백 항아리에 담아두고 냉수에 

타서 마셨다. 초과는 매운맛이 있고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복부가 냉하고 아픈 증

상·구토·설사 등이 있을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 제호탕은 단오 때부터 여름 내내 시원한 냉수

에 타서 마시면 더위를 잘 견디고 갈증을 없앨 수 있다. 

준치만두

준치는 생선 중에 가장 맛이 좋아 진어(眞魚)라고도 한다. 단오 즈음이 제철이어서 단오 절식

을 만들어 먹게 된다. 준치만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두와 다르다. 쪄낸 준치에서 

발라낸 살·볶은 쇠고기·전분·생강즙·소금·흰 후춧가루를 넣고 잘 치댄 뒤에 잣을 한 알씩 

넣어 동그랗게 빚어 완자를 만든다. 완자 겉에 전분을 고루 묻혀 찐 다음 담쟁이 잎을 깐 접시에 

담아낸다. 양지머리 삶은 육수로 장국을 만들어 준치만두를 몇 개 띄우면 준치 만둣국이 된다.

수리취 절편

단오에는 수리취라는 나물을 뜯어 떡을 만드는데, 수리취 대신 쑥을 이용하기도 한다. 수레바

퀴 모양의 문양을 찍어 만들기 때문에 ‘차륜병’이라고도 한다. 파랗게 데쳐낸 수리취를 곱게 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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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멥쌀가루에 섞어 찐 다음 쫄깃하게 쳐서 가래떡으로 비비고,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문양을 

낸 떡이다.

유 두

유두는 음력 6월 15일로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이라는 말에서 유래하며 신라 시대부터 전해

오는 풍속이다. 유두에 맑은 개울물에 목욕하고 머리를 감으면 나쁜 것을 쫓아낼 수 있고 여름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려 시대의 자료에 의하면, 선비들이 6월 15일을 유두일이라 하

고 개울에서 목욕하고 궂은 것을 털어버리고 음식을 차려 놓고 풍월을 읊는 유두연(流頭宴)을 베

풀었다고 한다. 천신(薦新)은 철따라 새로 나오는 식품을 조상이나 신에게 먼저 올리는 일인데, 

유두천신이라 하여 이즈음 나오는 참외·오이·수박 등 과일과 떡, 국수로 사당에 제(祭)를 올렸

다. 유두면·편수·구절판·밀쌈·상화병·보리수단·떡수단 등이 유두 절식이다.

떡수단

유둣날에 떡을 넣어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던 음료로, 찹쌀이나 밀가루를 염주알 크기로 빚어 

녹말을 입혀 삶고 오미자 꿀물에 넣어 차게 먹는 음료이다. 예전에는 밀가루 반죽을 구슬모양으

수리취 절편은 수레바퀴 모양의 문양을 찍어 

만들기 때문에 ‘차륜병’이라고도 한다. 

파랗게 데쳐낸 수리취를 곱게 짓이겨 

멥쌀가루에 섞어 찐 다음 쫄깃하게 쳐서 

가래떡으로 비비고,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문양을 낸 떡이다.



2011 제4권 2호—133

로 만들어 오색물을 들인 뒤에 세 개씩 포개 색실로 꿰어 허리에 차거나 대문에 걸어 잡귀를 쫓

기도 하였다. 

보리수단

햇보리를 삶은 다음 찬물에 여러 번 헹구어 물기를 잘 빼고, 한 알씩 녹두 녹말을 묻혀 끓는 물

에 데친 후 즉시 찬물에 헹구는 작업을 4~5번 반복해서 투명하고 큼직한 보리알을 만든다. 보리

수단은 이렇게 만든 보리알을 오미자 꿀물에 넣어 시원하게 먹는 전통 음료이다.

편수

네모 모양의 만두이다. 여름이 제철인 호박은 당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식량이 부족한 시절

에는 대용식으로 기르며 여름 내내 여러 가지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또한 비타민 A, C 및 섬

유질이 풍부하여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활력을 줄 수 있다. 

유두에는 어린 애호박으로 만든 호박 편수를 쪄서 그대로 초간장에 찍어 먹거나 삶아서 바로 

찬물에 헹구어 건진 다음 기름을 제거한 차가운 장국에 띄워 먹기도 한다. 애호박·쇠고기·표

고버섯·숙주나물 등을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는데,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정사각형으로 만든 

만두피에 만두소를 놓는다. 이후 잣을 2~3개 넣어 만두피의 네 귀를 모아 붙여서 사각형의 만두

떡수단은 유둣날에 떡을 넣어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던 음료로, 

찹쌀이나 밀가루를 염주알 크기로 빚어 

녹말을 입혀 삶고 오미자 꿀물에 넣어 

차게 먹는 음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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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든다. 쩌 놓으면 만두 껍질이 투명해지면서 만두 속에 있는 호박의 파란색이 비쳐 보기에도 

시원하고 제철 호박의 단맛을 즐길 수 있다.

규아상

조선 시대 궁중에서 먹던 음식으로 해삼 모양으로 빚어 만들기 때문에 해삼만두라고도 하였

다. 규아상은 더운 계절에 쪄서 차게 만들어 그대로 먹거나 냉국에 띄워 먹는 유두 음식이다. 오

이 껍질만 곱게 채를 썰어 절였다 볶거나, 채 썬 소고기와 표고버섯 볶은 것을 섞어 만두소로 사

용하고 만두를 빚을 때 실백을 하나씩 넣어 위에 주름을 잡아 해삼 모양의 만두를 만든다. 담쟁

이 잎 위에 만두를 얹어 찌고, 담쟁이 잎을 깔아 놓은 그릇에 담아 시각적으로도 시원함을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구절판

아홉 칸으로 나누어진 그릇을 구절판이라고 부르는데, 그릇 이름이 그대로 음식 이름이 되었

다. 햇밀이 나오는 초여름에 만들어 먹는 밀쌈의 일종인데, 동·식물성 식품으로 오색의 조화를 

만들어 내는 시각적으로 화려하고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다. 쇠고기, 표고버섯, 

오이(또는 호박), 당근, 숙주(또는 죽순), 석이버섯, 달걀 황·백 지단 등 8가지를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한 후 구절판 그릇 바깥쪽에 색을 맞추어 돌려 담고 소금 간만 하여 아주 얇고 조그맣게 부

친 밀전병을 가운데 칸에 담는다. 밀전병 한 장에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담고 겨자장이나 초

장을 조금 뿌린 다음 싸서 먹는다.

밀쌈

강원도의 총떡이나 제주도의 빙떡과 비슷한 음식이다. 햇밀가루로 밀전병을 얇게 부치고 볶은 

오이채, 쇠고기, 표고버섯 등을 넣어 돌돌 말고 살짝 데친 미나리 줄기로 묶어 겨자장이나 초간

장에 찍어 먹는 음식이다.

유두면

유두에 국수를 먹으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여 햇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닭 국물에 말아 먹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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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복

삼복은 초복·중복·말복을 의미하며 대체로 양력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30일인데, 여

름 더위가 최고에 달하는 때이다. 이 기간 동안 계곡의 물가에서 복놀이를 하고 보양식을 챙겨 

먹으며 더위를 잘 견디고자 하였다. 삼복 음식으로 삼계탕·개장국·육개장·임자수탕·민어

구이·잉어구이·복죽·칼국수·팥죽·복숭아화채 등을 즐겼다. 특히 붉은 팥으로 만든 팥죽은 

잡귀를 쫓아 열병을 예방한다고 생각하며 먹었다. 삼계탕과 개장국에 대한 기록은 조선 후기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경도잡지(京都雜志)』,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나온다.

삼계탕(參鷄湯)

찹쌀·마늘·대추·백삼을 영계의 뱃속에 넣고 푹 고아낸 음식으로 요즈음도 많은 사람들

이 즐겨 먹는다. 살·껍질·뼈가 모두 검은 오골계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소화기능

이 약해서 설사를 하는 경우 기력을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백삼과 황기를 넣

고 만든 오골계 삼계탕을 더 귀한 음식으로 여겼다. 닭고기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다른 육류보다 

지방을 적게 함유하고 있어 여름철 보양 음식으로 적합하다. 특히 닭은 5~7개월 된 영계가 맛도 

좋고 영양가가 우수하기 때문에 삼복 음식을 만들 때 영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인삼은 기력이 

약하여 피로하고 땀을 많이 흘릴 때, 위장기능이 약해져서 식욕부진·구토·설사 등이 있을 때 

약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닭으로 여름철 보양식을 만들 때 인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개장국(구장, 狗醬) 

개고기는 더운 성질이 있어서 양기를 돋우고 허한 것을 보충하는 식품이라고 여겼다. 개를 삶

아 파·마늘·생강 등을 넉넉히 넣고 차조기잎, 달걀, 죽순을 넣고 끓인 후 고춧가루를 처서 맵

게 끓여 먹는다.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허약해진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보신탕이라고 하

였는데, 글로벌 시대인 요즈음에는 외국인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하여 영양탕 또는 사철탕으로 

부르기도 한다. 예전 우리 조상들에게는 채식 위주의 전통 식생활에서 땀을 많이 흘려 지치고 기

운이 없는 삼복더위 기간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음식이었다.

육개장(肉介醬)

개장국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삼복 음식으로 육개장을 먹었다고 한다. 쇠고기 양지머리를 



푹 삶아서 찢어 매운 양념으로 무친 후 끓는 장국에 넣고, 고사리·토란대·숙주·파를 넣어 맵

게 끓여 개장국 대신 먹는 음식이다.

민어매운탕 

고추장을 풀어 넣은 장국으로, 토막 낸 민어와 애호박을 넣고 파·마늘·생강으로 양념하여 

맵게 끓인 음식이다.

임자수탕 

깻국탕이라고도 하는데 차게 만들어 먹는 여름 보양 음식이다. 손질한 닭이 푹 잠길 정도의 물

을 붓고 강한 불에서 40분쯤 삶는다. 흰 깨의 껍질을 제거하고 볶아서 분마기에 넣고 닭국물을 

조금 첨가한 뒤 갈아낸다. 기름을 제거하고 차게 식힌 닭국물에 간을 하고, 갈아놓은 깨와 섞어 

체에 걸러 깻국을 준비한다. 삶은 닭은 결대로 찢어 양념한 후 그릇에 담고, 쇠고기 완자·달걀

지단·미나리초대·표고버섯·붉은 고추·오이 등을 색깔 맞추어 얹고 찬 깻국을 부어 만든다. 

초교탕도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닭을 사용한 깻국탕인데, 임자수탕과 달리 쇠고기완자 대신 전

복이나 해삼 등이 사용된다.

[사진제공 | (사)궁중병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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