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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우주를 품은 
한 그릇

대표 한류 아이템, 전통음식

 우리 민족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 및 유럽 등과 교류하면서

도 독자적인 고유한 식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발효식품의 존

재, 세시풍속, 제철음식 등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우수한 식생활문화이다. 

우리 전통음식의 독특함은 오색오미(五色五味), 음양오행의 조화로운 맛, 식이동원(食而同原) 등 기술

성, 역사성, 문화적 우수성이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전래되어 현재 세계적인 한류 아이템이 되었다. 이

렇게 우수한 문화적 유산인 식문화는 우리민족이 세계를 향해서 진출하는데 매우 소중한 지식 경제 자

원이며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식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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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글로벌 음식 ‘비빔밥, 뿌리를 찾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경제, 문화, 산업의 중심권에서 활동하면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접할 기

회를 많이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전통음식 ‘비빔밥’은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두루 갖춘 식품으로써 세계

적으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비빔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면서 특히 비빔밥의 유래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으며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또한 많다. 그러나 현재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우

리나라 식품의 역사적 배경이나 어원 등을 비롯한 정보들이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다. 비빔밥을 포함한 

김치나 고추 전래설 등 수많은 식품들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 식품의 우수성에 상처를 입히는 사

례가 많다. 이에 한국식품연구원은 검증된 정보 제공의 시급성을 통감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과학

적인 검증을 통한 정보를 선별하여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호는 첫 번째로 비빔밥에 

대한 역사, 문화적 배경 등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로 엮었다.

비빔밥의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

비빔밥에 대해서 현재 언론이나 학술지 등에 게재되거나 발표된 기사나 논문도 정확한 근거 없이 

1800년대 말에 등장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빔밥의 역사는 문헌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1300년대 초반에도 이미 존재하였다. 

이러한 비빔밥의 어원과 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는 권1) 에 의해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권은 『훈몽

자회(訓蒙字會)2), 1527』와 100여 종의 고문서 기록을 분석하여 비빔밥의 어원은 한글 현대 발음으로 

‘비빔밥’, 한글고어로 ‘부 밥’ 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한자어로는 ‘골동(骨董, 汨童)’으로 사용했

1)  비빔밥과 골동반(骨童飯), 권대영 한국식품연구원 대사기능연구본부 책임연구원, 2011.12.09일자, 식품외식경제(http://

www.foodbank.co.kr/news/view.php?cat_name=%BF%C0%C7%C7%B4%CF%BE%F0&secIndex=30752&page=5&se

ction=003003&back=I&cat_sel)  

2)  훈몽자회(訓蒙字會): 최세진(崔世珍)이 어린이들의 한자(漢字) 학습을 위하여 지은 책. 1527년(중종 22)에 간행된 이래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편저자는 그 당시 한자 학습에 사용된 ‘천자문’과 ‘유합(類合)’의 내용이 경험세계와 직결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하고, 새·짐승·풀·나무의 이름과 같은 실자(實字)를 위주로 교육할 것을 주장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에 1,120자씩 총 3,360자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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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글이 없던 시기에 편의상 표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원의 주요사업인 

「식품분야 국가지식 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서 심층적인 조사 분석을 하였다. 좀더 객관적이

고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위해 디지털 고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db.

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에서 한글 키워드 ‘골동’, ‘골동반’, ‘혼돈반’, ‘비빔밥’, 한자어 키

워드 ‘골동(骨董, 汨童)’ 표기를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검색된 관련 자료(583건) 속에서 비빔밥의 유래, 어원 등 귀중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얻었다. 그 결과 비빔밥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 식생활 속에 뿌리 깊이 존재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빔밥의 역사를 고문서에서 찾다 

고문서 소장기관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의검색

자료를 토대로 문헌·출처·연대기·저자·내용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리대전(性理大全, 1415)3)』 

중국에서도 비벼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이를 ‘골동갱(汨董羹)’이라 불렀다는 것이 『성리대전(性理

大全)』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사계전서(沙溪全書)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

온다.

 한(閒)은 한만(閒漫)이다. 골동(汨董)은 《성리대전보주(性理大全補註)》에 의하면, 남방 사

람들이 물고기와 살코기를 뒤섞어 밥 속에 두는 것을 골동갱(汨董羹)이라 하니, 어지럽게 

뒤섞여 분리되지 않은 일을 말한다. 한어(漢語)에서는 골(汨) 자를 목(木) 변에 쓰고 있는

데, 한골동(閒董)이란 썩은 나무둥치와 같다(그림 1).

3)   성리대전(性理大全) : 명나라 성조(成祖: 永樂帝)의 명을 받아 호광(胡廣) 등 42명의 학자가 송나라 때 성리학설을 집대성하여 

편집한 책. 1415년에 완성된 이 책에는 송대와 원대의 성리학자 120여 명의 학설을 채택하였으며, 전체가 7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성은 70권 중에 25권이 송대 학자의 중요한 저술을 수록한 것이고, 45권이 주제별로 여러 학자의 학설을 분류, 편

집한 것이다.

4)   사계전서(沙溪全書) :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선생의 문집은 3종이 있는 바 정묘운각본(丁卯芸閣本, 1687) 14

권 6책과 임자개각본(壬子改刻本, 1792) 13권 5책과 임술신간본(壬戌新刊本, 1922) 51권 24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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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몽자회(訓蒙字會, 1527, 최세진)』

비벼서 먹으니까 ‘부뷔움 골(骨)’ 자를 썼음을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잡기(寄齋雜記)(1591~1592년 일기)5)』

조선 중기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이 쓴 『기재잡기(寄齋雜記)』에는 비빔밥을 ‘혼돈반(混沌飯)’이

라고 기록하였다.

그림 1. 『사계전서(沙溪全書)』, 汨董羹

[출처: 한국고전종합DB(ht tp://db. i tkc.or .kr/ i tkcdb/main IndexI f rame. jsp)]

5)  기재잡기 : 기재(寄齋) 박동량(朴東亮)이 지은 야사로서, 시대적으로는 조선 초기부터 명종(明宗) 때까지의 이야기인데, 정

사에 빠진 저명한 인물들의 뒷이야기들이 작자의 의견을 곁들여 흥미 있게 소개되어 있다.

2012 제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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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遂以飯一盆。襍以魚菜。如俗所謂混沌飯。酒一角杯可容三壺者饋之。霖 乃數匙而盡其飯。一倒

而傾其盃。”

“밥 한 대접에다가 생선과 채소를 섞어 세상에서 말하는 비빔밥(混沌飯)과 같이 만들

고…”(그림 2)

『조선왕조실록 정조 7년 게묘(1783년 7월 4일, 선정에 대한 공조 판서 정민시의 상소문)』

“ 而士夫之間, 不以名節相尙, 朝著之上, 不以廉恥爲重。 泯泯棼棼, 便作虛僞, 汨蕫世界, 得

罪淸議而無所拘, 行己鄙悖而不見棄, 則行檢無所用矣。 少者不難於侮老成, 賤者不難於凌

尊貴, 則風俗從以壤矣。”

그림 2. 『기재잡기』, 混沌飯

[출처: 한국고전종합DB(ht tp://db. i tkc.or .kr/ i tkcdb/main IndexI f rame. 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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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고 어지러워져 그만 허위가 판을 치는 골동반(汨董飯)과 같은 세상이라, 청의(淸議)

에 죄를 얻어도 구애(拘碍)될 것이 없고 행신이 비루하고 패리(悖理)해도 버림 받지 아니

하여, 행검(行檢)이 쓸 데가 없게 되고, 젊은 사람이 노인을 모욕하는 일이 어려울 것 없

고 미천한 사람이 존귀(尊貴)한 자를 능멸하는 일이 어려울 것 없게 되어, 따라서 풍속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그림 3)

그림 3. 『조선왕조실록 정조 7년 게묘(1783, 7월4일, 선정에 대한 공조 판서 정민시의 상소문)』, 汨童

[출처: 한국고전종합DB(ht tp://db. i tkc.or .kr/ i tkcdb/main IndexI f rame. 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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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가 온통 비빔밥같이 어지러운 개판이라 정치 좀 잘해보라는 요지의 내용이다. 한때 비빔밥

은 마구 뒤섞어 꼴 보기 싫은 것의 대명사였다. 요즘은 그 지위를 짬뽕에게 넘겨줬지만, 1960년대 이

전까지도 비빔밥은 <비빔밥 정국> <외세가 뒤섞인 비빔밥 같은……>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 위의 기

사는 언제적 이야기일까? 무려 1783년의 정조 7년의 왕조실록기사이다. 1783년에도 젊은이들은 버

릇이 없었고 나라는 비빔밥처럼 개판이었구나. 이것으로 봐서 비빔밥은 18세기에도 이미 유명한 음

식이었다. 

『심리록6) 제31권, 무오년(1798)』 

비빔밥의 한자어인 골동반(汨董飯)7)은 그림 4의 고문헌 『심리록 제31권, 무오년(1798)』에도 표기되

어 있듯이 골(汨)은 ‘어지러울 골’자이며, 동(董)은 ‘비빔밥 동’자로 골동(汨董)이란 여러 가지 물건을 

한데 섞는 것을 말한다. 비빔밥의 뜻은 지어놓은 밥에다 여러 가지 찬이나 식재료를 섞어서 한데 비

벼먹는 것이니 비빔밥과 골동반이 같은 의미를 가진 음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홍재전서(弘齋全書)(1799~1801)8)』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는 비빔밥이 ‘골동반(汨董飯)’으로 소개되고 있다(그림 5). 

6)   《심리록(審理錄)》은 정조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작한 때부터 사죄(死罪) 사건에 관하여 손수 내린 판결을 모은 것으로 정

조 즉위 직후부터 어제(御製) 편집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3년에 편집이 완료되었으며 정조대 찬란한 법적 업적의 마지

막을 장식하였다. 말하자면 《심리록》은 《대전통편》, 《추관지》와 함께 이 시대 법제사에 있어서 3대 업적의 하나이다.

7)   골동반(汨董飯) : 골동(汨董)은 골동(骨董)과 같은 말로, 잡되다는 뜻이다. 《성리대전(性理大全)》 보주(補註)에, 강남 사람들이 

물고기와 채소 등을 함께 섞어서 끓인 국을 골동갱(骨董羹)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골동반도 이와 같은 말로 뒤섞이고 혼란하

여 긴절하지 않은 일을 말한다.

8)   홍재전서(弘齋全書) : 조선시대 정조의 시문집. 184권 100책. 활자본. 이 책은 어제시문(御製詩文)을 규장각에서 편찬한 것인

데,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편찬은 1799년(정조 23) 규장각직제학(奎章閣直提學) 서호수(徐浩修)가 주가 되어 어제

회수법(御製會粹法 : 임금이 저술한 것들을 모아서 중수의 작품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의례(儀例)를 세운 후, 편차(編

次)를 나누어 이만수(李晩秀)·김조순(金祖淳)·이재수(李在秀) 등과 함께 편찬하였다. 편찬 도중 서호수가 사망하자 서영보

(徐榮輔)에게 잇게 하여, 총 190편을 완성하였다. 2차 편찬은 1800년 정조가 승하할 때까지 약 반년간의 저술을 덧붙여 1801

년(순조 1) 12월에 심상규(沈象奎)가 주가 되어 184편을 편찬하였다. 이것을 1814년 정리자판(整理字版)으로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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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심리록(審理錄) 제31권, 무오년(1798)』, 汨董飯

[출처: 한국고전종합DB(ht tp://db. i tkc.or .kr/ i tkcdb/main IndexI f rame. jsp)]

그림 5. 『홍재전서(弘齋全書))』, 汨董飯

[출처: 한국고전종합DB(ht tp://db. i tkc.or .kr/ i tkcdb/main IndexI f rame. 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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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9)』 

1849년에 홍석모가 저술한 풍속지인 『동국세시기』의 동지달편에는 

“밥밑에 자(생선식해), 포(육포), 회(어회나 육회), 구(구이)를 빼지 않고 넣는다. 이것이 즉, 

반(飯)의 골동(骨董)이다.”

9)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골동지반(骨董之飯): 홍성모(기, 1849년)의 동지달편에 "骨董之飯"이란 말이 나온다.

그림 6.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동지달편-骨董飯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ht tp://www.dl ibrary.go.kr/JavaCl ient/Serv let/

SearchServlet?command=br i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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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이 있다. 젓, 포, 회, 구운 고기 등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밥을 퍼 담아 섞어서 먹는 형태

였다. 이는 오늘날 비빔밥의 조리 형태와는 조금 상이하나 비빔밥을 골동반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

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그림 6).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 1800년대 초10)』

1800년대 초,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에는 12가지의 다양한 비빔

밥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骨董飯。菜蔬骨董飯。以平壤爲珍品。如雜骨董飯、鯔膾鮆膾鰣膾芥醬骨董飯、鱅魚新出炙骨董

飯、乾大鰕屑蝦米屑骨董飯、黃州細蝦醢骨董飯、蝦卵骨董飯、蟹醬骨董飯、蒜骨董飯、生胡瓜骨

董飯、 油鹽炙海衣屑骨董飯、美椒醬骨董飯、炒黃豆骨董飯。人皆嗜爲珍美”

그림 7.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 12가지 비빔밥 소개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

10)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19세기의 학자 이규경(李圭景 : 1788∼1863)이 쓴 백과사전 형식의 책. 60권 60책. 

필사본. 원래 더 거질(巨帙)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60권 60책의 필사본을 최남선(崔南善)이 소장해 왔다. 그러나 이 필

사본마저 6. 25로 소실되었으며, 다행히 최남선 소장본을 필사한 책을 규장각에서 보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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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풀어보면 “골동반, 일명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평양의 야채비빔밥이 일품이다. 이 외에도 잡

채비빔밥, 숭어회비빔밥, 갈치회비빔밥, 준치회비빔밥, 겨자장비빔밥, 용어구이비빔밥, 대하가루비

빔밥, 새우살가루비빔밥, 황주세하장비빔밥, 새우알비빔밥, 게장비빔밥, 마늘비빔밥, 오이비빔밥, 해

의(해초)기름소금구이비빔밥, 홍고추장비빔밥, 볶은콩비빔밥 등이 있는데, 각각 그 맛이 독특하여 진

미를 즐길 수 있다.” 라는 뜻이 된다(그림 7). 

이때의 골동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동국세시기』에는 구이, 회 등의 재

료를 밥밑에 깔아서 섞어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비빔밥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위의 『오주

연문장전산고』를 봐서는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중국집의 볶음밥에는 새우볶음밥이든 소고기볶

음밥이든 소고기나 새우보다는 당근과 양파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다시 이런 문장이 있다. 

“平壤之紺紅露、冷麪、骨蕫飯”, 

평양의 감홍로, 냉면, 골동반이 유명하다는 내용이며, 다시 한 번 ‘골동반’이 언급된 사례이다.

『시의전서, 19세기 후(1800년대말)』

1800년대 말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필사본 『시의전서』에서는 비빔밥을 ‘골동반(汨董飯)’과 

‘부 밥’으로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그림 8). 또한 여기에 나타나는 ‘부 밥’ 이라는 음식은 지금의 비

빔밥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조리법을 알아보자. 

“ 밥은 정희 짓고, 고기는 재워 볶고, 간납은 붙여 썬다. 각색 남새를 볶아놓고, 좋은 다시

마로 튀각을 튀겨서 부셔 놓는다. 밥에 모든 재료를 다 섞고 깨소금, 기름을 많이 넣어 비

벼서 그릇에 담는다. 위에는 잡탕거리처럼 계란을 부쳐서 골패짝 만큼씩 썰어 얹는다.” 

위에 등장한 비빔밥을 소개한 문헌들을 통해 대략적인 비빔밥의 등장 시기를 짐작해볼 수 있다. 따

라서 『시의전서』에 ‘부 밥’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비빔밥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음식이 나타날 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애용되고 있는 단계이며 그 당시의 지역 간 교류 정도

를 감안해보면 비빔밥은 오래 전부터 먹어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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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의전서』, 汨董飯 부 밥

[출처: 이효지 외, 시의전서, 신광출판사, 2004]

비빔밥의 분분한 설, 설, 설

비빔밥은 그 종류만큼이나 유래에 대한 '설'이 분분하다. 궁중음식설, 음복설, 묵은 음식 처리설, 동

학혁명설, 농번기 음식설, 임근몽진 음식설 등 다양한 설들이 전해진다. 이 중 대표적인 설이 '음복'에

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예로부터 산신제나 동제, 시제 등은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지내는 것이 상례

였다.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음복(飮福)’이라는 절차를 거쳤다. 참석한 이들 전원이 빠짐없

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음복은 돌아가신 조상께 올린 음식을 살아있는 후손이 먹는 것으로 신

인공식(神人共食)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참석한 이들 전원이 빠짐없이 

음복을 해야 하는데 밥과 찬에 맞는 그릇을 일일이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저 사람마다 그릇

을 하나씩 주고 거기에 메, 나물, 적 등의 제찬을 함께 담아주니 먹을 때는 자연히 섞어서 비벼 먹을 

수밖에 없었기에 비빔밥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음복설’이다. 그러니 제사 후 먹는 비빔밥의 풍습

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음복설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것은 ‘들밥’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한창 농번기에는 꼭두새벽부터 

별 뜨는 밤까지 논밭에 매어 있기 일쑤인 것이 농부의 하루일 터이다. 쌀 ‘미(米)’ 자를 파자(破字)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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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八), 십(十)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의 여든 여덟 번 손을 타야 하는 게 쌀농사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그러니 제 시간 맞춰 집으로 가 끼니를 챙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저 새참으로 나

온 보리밥을 바가지에 담고 푸성귀를 이것저것 넣은 다음, 된장이나 쳐서 썩썩 비벼 먹었던 들밥에서 

비빔밥이 되었다는 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듯 비빔밥의 유래에 관한 설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갖추어진 상차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밥

과 반찬을 한 그릇에 모아 비비는, 기능적인 측면이 뛰어난 음식이 비빔밥이기에 오늘날까지 비빔밥

이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비빔밥의 조리 변천사   

같은 이름 아래, 다양한 조리법이 공존하는 비빔밥 

여러 자료를 통해 볼 때 비빔밥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근대 초기의 조리서에는 모두 밥과 부재료가 분리되어 그릇에 담기지 않

았다는 것이다. 모든 재료를 미리 비벼서 그릇에 담았으며 매운 맛을 내는 고추장 역시 1987년에 발

간된 「한국의 맛(198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있다. 

달걀을 부쳐 골패쪽만하게 썰어 얹고

19세기 말에 지어진 『시의전서』는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조리서이다. 이 조리서에는 어떤 나물을 쓰

는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나물을 볶아서 넣는다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시의전서』에 기록된 비빔밥 조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밥을 잘 짓고, 고기는 재웠다가 볶아서 넣고, 간랍을 부쳐 썰어 넣고, 각색 채소도 볶아 넣

고, 좋은 다시마 튀각도 튀겨 부숴 넣고, 고춧가루, 깨소금, 기름을 많이 넣어 비벼서 그릇

에 담는다. 위에는 잡탕거리처럼 달걀을 부쳐 골패쪽만 하게 썰어 얹고, 완자는 고기를 곱

게 다져서 잘 재워 구슬만 하게 빚어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을 씌워 부쳐 얹는다. 비빔밥 상

에 고춧가루 뿌리고 젓가락장국을 잡탕국으로 하여 놓는다. 

고춧가루 뿌리고 젓가락으로 슬슬 저어 비벼 

1917년 방신영(1890~1977)에 의해 씌여진 『조선요리 제법』에는 비빔밥을 ‘부밥’이라고 적어 놓았는

데, 오늘날과는 달리 비빔밥에 고춧가루를 뿌려 넣은 것이 독특하다. 또한 밥을 지을 때 고슬고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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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어야 한다고 했으며 나물의 일부를 깨소금과 참기름으로 슬쩍 비벼 담은 후 각종 나물과 전을 색

스럽게 담는다고 쓰고 있다. 

몬저 밥을 되직하직하게 지어 큼직한 그릇에 퍼놋코 무나물 콩나물 슉쥬나물 도랏나물 미

나리나물 고사리나물들을 만드러셔 몬저 무나물과 콩나물을 솟해 넛고 그우에 밥을 쏘다 

너흔 후 불을 죠곰식 때여 더웁게 하고 누루미와 산적과 전유어를 잘게 쓰으러 넛코 또 각

색나물들을 다 너흔 후기름 깨소금을 치고 져가락으로 슬슬 져어 부벼서 각각 쥬발에 퍼 

담은후에 누루미 산  젼유어를 잘게 쓰으러 가쟝자리로 돌러 인고 또 그우해 튀각을 부스

러트리고 팽란을 잘게 쓰르러 언진후 알고명을 잘게 쓰르러 언고 고초가루와 깨소금을 뿌

려 놋나니라 그러나 이거슨 겨울에나 봄에 먹난 거시오 혹 여름에도 이와 가치 하기난 하

나 호박과 외를 잘게 채쳐 기름에 복가셔 우헤 언나니라 그러나 이거슨 겨울에나 봄에 먹

난 거시오 혹 여름에도 이와 가치 하기난 하나 호박과 외를 잘게 채쳐 기름에 복가셔 우헤 

언나니라. 

풋김치 대강 썰고 깨소금을 많이 넣고 비벼

1930년 이용기가 쓴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은 『조선요리 제법』과 비슷하나 여러 가지 비빔밥 중에

서도 풋김치를 대강 썰고 기름과 깨소금을 많이 넣고 비벼 먹으면 맛이 아주 좋다고 해서 색다른 비

빔밥 조리법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몬저 죠은 쌀로 밥을 되직하게 지어 그릇에 퍼노코 무나물과 꽁지 딴 콩나물과 숙주나물

과 도랏나물과 미나리나물과 고사리나물들을 만드러서 몬져 무나물과 콩나물을 솟헤 너

코 그 위에 밥을 쏘다너은후 불을 죠금식 때여 더웁게 하고 누루미와 산적과 가진 전유어

를 다 잘게 써러 너코 또 각색나물들을 다 너은 후에 기름은 마니 붓고 깨소금 치고 가락

으로 슬슬 져어 부벼서 각각 그릇에 담은후에 누루미 산적 전유어를 잘게 써러 가장자리

로 돌려 언고또 그위에는 튀각을 부스질너 너코 살문 계란을 잘게 써러 함께 언고 실백과 

고초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알고명을다른 고명이 뵈지 안토록 너덧푼 둑게나 되게 언지면 

죠으니라 여러 가지 부빔밥 중에도 풋김치를 대강 썰고 기름과 깨소금을 만이 치고 부비

어 먹으면 맛이 등에가나니라 대체 부빔은 일왈 뜨겁고 이왈 기름맛이 잇어야 죠으니라 이 

위에 것은 겨울에나 봄에 먹는 것이요 혹 여름에도 이와 가티 하기는 하나 호박과 외를 잘

게 채쳐 기름에 복가서 너키도 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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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과 건강, 맛을 골고루 갖추어

1934년 이석만이 쓴 『간편조선요리제법』 역시 조리법은 그리 다르지 않으나 삶은 달걀을 뜻하는 팽

란을 잘게 썰어 얹는 것이 특징적이다.  

몬져 밥을 되직하게 지어 큼직한 그릇에 퍼 놋코, 무나물 콩나물 슉쥬나물 도라지나물, 미

나리나물, 고사리나물들을 만드러셔 몬져 무나물과 콩나물을 솟헤 넛코 그 우에 밥을 쏘

다 너흔 후 불을 죠곰식 때여 더웁게 하고 누루미와, 산적과, 전유어를 잘게 쓰으러 넛코, 

또 각색나물들을 다 너흔후, 기름 깨소금을 치고 저가락으로 슬슬 져어 부벼서 각각 쥬발

에 퍼 담은후에 누루미 산적 전유어를 잘게 쓰으러 가쟝자리로 돌린 언고 또 그 우에 튀각

을 부스러트리고 팽란을 잘게 쓰으로 온진 후 알고명을 잘게 쓰으러 언고 고초가루와 깨

소금을 뿌려 놋나니라.

조리법에 순서를 정해 번호를 매기다

1957년 조자호가 지은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은 비빔밥의 조리법에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놓아 

눈길을 끈다. 달걀 지단도 황지단과 백지단으로 나누어 부쳤으며 뜨거운 장국을 곁들여 먹도록 설명

하고 있다. 

(조리법)

① 무는 채쳐서 나물을 볶고, ② 콩나물을 꼬리를 따서 나물을 볶는 법대로 볶아 놓고, 

③ 미나리는 소금을 차사시로 하나만 뿌려서 절였다가 꼭 짜서 기름에 볶아놓고, ④ 다시

마는 마른 행주로 잘 문질러서 모래를 정하게 떨어가지고 적당히 썰어서 펄펄 끓는 기름

에 튀겨 놓고, ⑤ 계란은 노란자위와 힌자위를 각각 얇게 부쳐서 채쳐 놓고, ⑥ 고기는 가

늘게 채쳐서 갖은 고명을 해서 볶아 놓고, ⑦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사발에 반쯤 담고 

그위에 이상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재료들을 색 맞추어 얹고 계란 채친것을 맨위에 뿌려

서 덮어 놓으라.

(선조들의 지혜)

① 이것을 식사 시간에 섞어 가면서 간을 맞추어 먹고, ② 또 한 가지 법은 밥에다가 이상 

여러가지 재료를 전부 한데 섞어서 묻혀 가지고 그릇에 담기도 한다. ③ 부빔밥에는 반드

시 장국을 뜨겁게 끓이고 고춧가루를 타서 부빔밥에 조금씩 쳐가면서 먹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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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상궁이 전하는 궁중의 비빔

조선시대 이전의 우리 음식에 대한 정보는 일부 농서와 의서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남아있을 뿐이

다. 하지만 조선왕조의 궁중음식은 많은 자료를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우선 조

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왕족의 의식주와 관련한 관청으로 상의원(尙衣院), 사옹원(司饔院), 

전설사(典設司), 전연사(典涓司) 등이 나와 있다. 그중 사옹원에서 임금의 식사와 대궐 안 음식물의 

공급에 관한 일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궁중의 일상식에 관한 문헌은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생존한 주방 상궁을 통해 전수되

었다.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조리기능 원형을 후세에 전수한 한희순 상궁을 통해서이다. 한희순

(1889~1972)은 주방내인으로 덕수궁과 경복궁, 창덕궁, 낙선재의 소주방에서 고종, 순종, 순종의 정

비(正妃)인 윤비의 수라를 담당하였다. 무려 60여 년의 세월이다.

현재 조선왕조 궁중음식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38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한희순 상궁은 

제 1대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장본인이다. 왕족이 평상시에 먹는 반상(수라상), 

죽상, 면상, 다과상, 연회에서 올렸던 진어상 등에 차려진 주식, 찬물, 병과와 음청류를 모두 포함하

는 방대한 양이다. 2007년 제 3대 기능보유자를 인정하면서 세부종목 ‘궁중음식’은 주식 26종, 찬품 

206종이고, ‘궁중병과’는 떡류 45종, 과정류 63종, 음청류 8종으로 총 350종을 망라한다.  

궁중 비빔밥은 한희순 상궁이 제 2대 기능보유자인 황혜성(1920~2006)을 통해 전수함으로써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다. 황혜성 기능보유자가 정리한 궁중 비빔밥의 모습은 자못 화려하다. 궁중에서

는 비빔밥이라 하지 않고 비빔이라고 불렀는데 재료로는 다시마 튀각 부순 것, 생선 흰살, 오이, 애호

박, 콩나물이나 숙주, 고사리, 표고, 쇠고기, 달걀, 양념 약간 등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1976년 

황혜성이 지은 『한국요리 백과사전』을 보면 그 조리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쇠고기는 채 썰어 양념하여 볶고, 오이는 반달 모양으로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꼭 짜서 

볶아 식힌다. 호박은 채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볶고 콩나물이나 숙주는 삶아서 양념하

여 무친다. 물에 불린 고사리는 짧게 잘라 짜서 기름에 볶다가 양념하고 도라지는 삶아 

양념하여 볶는다. 표고는 채 썰어서 양념하여 볶고 다시마는 튀겨서 부스러뜨린다. 생

선은 전유아를 지져서 식으면 굵게 채 썬다. 고슬고슬하게 지어 놓은 밥에다 위의 재료

들을 고루 섞어 놓고 비벼서 간을 잘 맞추어 큰 대접에 담고 위에 생선전과 달걀 황지단 

채를 고명으로 얹는다. 이것이 원 궁중법이다. 비빔상차림에는 비빔송이탕에 나박김치

를 곁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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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장국과 볶은 고추장을 곁들이니

1987년 강인희가 지은 『한국의 맛』에서 소개하고 있는 비빔밥은 현대 소개되고 있는 비빔밥의 모습

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정제된 형태의 반가 조리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맑은 장국을 

곁들이고 기호에 따라 볶은 약고추장을 곁들인다고 되어 있는데 달콤한 맛을 내는 배채를 얹어 내는 

것이 이채롭다. 

① 쇠고기 200g은 채 썰어 양념하여 살짝 볶고, 100g은 다져서 양념한다.

② 1의 양념한 쇠고기를 콩알만큼씩 떼어 타원형으로 빚어 번철에 지져 소를 만든다.

③  달걀을 황백 따로 풀어 번철에 한 숟가락씩 떠 놓아 타원형으로 부친 다음, 소를 넣고 

반으로 접어 반달모양으로 지져 알쌈을 만든다.

④ 표고버섯은 잘 다듬어 채 썬 다음, 볶아 양념한다.

⑤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얇고 어슷하게 썰어 소금에 절여 놓았다가 꼭 짜서 기름에 볶아 양

념한다.

⑥  무는 곱게 채썰어 맑은 집간장으로 간하면서 볶다가 양념을 하고, 생강즙을 넣어서 볶

아낸다.

⑦  도라지는 소금물에 삶아서 물에 담가 쓴맛을 뺀 뒤, 딱딱한 머리 부분은 제거하고 6cm

로 잘라 반으로 가른 다음, 좀 가늘게 쪼개어 볶으면서 양념을 하고, 2큰술 정도의 맑

은 고기국물을 넣어 도라지를 부드럽고 연하게 볶는다.

⑧  삶은 고사리는 억센 부분을 잘라내고, 길이를 2등분하여 기름에 볶다가 갖은 양념을 친 

다음, 간장으로 간을 하여, 다 볶아졌으면 깨소금에 친다.

⑨  미나리는 잘 손질해서 6cm 정도로 썰어 물기를 빼고, 달군 번철에 소금을 약간 넣고 센

불로 파랗게 볶아 양념한다.

⑩ 배는 껍질을 벗겨 속을 도려낸 뒤에 채 썬다.

⑪  다시마는 길이 5cm, 너비 0.3cm 정도로 썰어 4개 정도를 한데 모아, 다른 하나로 가운

데를 묶어 기름에 튀겨 설탕을 약간 뿌려 놓는다.

⑫  그릇에 밥을 담고, 그 위에 준비한 나물을 색스럽게 돌려 담고 알쌈과 튀각을 가운데에 

올려 놓는다.

⑬ 맑은 장국을 곁들이고, 기호에 따라 볶은 약고추장도 곁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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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철학을 듣다  

오색오미의 구현 

삼라만상이 음양오행 안에 모두 들었나니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에 입각해 이해한 선조들은 의식주에 ‘오방색’

이라는 독특한 색채 문화를 적용했다. 우주 만물의 현상을 음양(陰陽)이라는 이원론적 사고로 이해한 

것이 음양론이며 여기에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 소멸(生成消滅)을 목(木)·화(火)·토(土)·금(金)·

수(水)의 변전(變轉)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행설이다. 이에 따라 오행의 상생(相生)·상극(相剋) 관계

로 사물 간의 상호 관계 및 그 생성(生成)의 변화를 해석했던 것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의 운행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낳는 이치로, 곧 목생화(木生火)·화생

토(火生土)·토생금(土生金)·금생수(金生水)·수생목(水生木)의 이치를 이른다. ‘오행상극(五行相

剋)’은 오행이 서로 부정하고 배척하는 이치로, 목극토(木剋土)·토극수(土剋水)·수극화(水剋火)·

화극금(火剋金)·금극목(金剋木)을 말한다. 

“하늘과 땅이 생겨난 뒤에 음과 양의 두 기운은 다섯 가지의 원소(元素)를 생산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오행이다.”

권오호가 쓴 『우리 문화와 음양오행』은 음양오행에 대해 이렇듯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행이 의미하는 ‘목, 화, 토, 금, 수’의 의미는 바로 ‘나무, 불, 흙, 금, 물’을 뜻한다. 지구를 이루는 

기본적인 다섯 요소의 상호 작용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중국 전한 시대에 생겨난 음양오행

설에서 음양과 오행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기’ 

로 인해 하늘과 땅이 나뉘고, 그 안에서 다섯 가지 원소가 생겨났다고 말한다. 

음양이라는 것은 우주 생성 원리의 근본이며 모든 생존 질서의 관념이다. 음양은 두 가지 원초적 세

력이 우주를 지배하는데, 이들의 작용을 보면 음은 어둡고 수동적이며, 양은 밝고 능동적인 속성을 

보유하여 생물과 무생물의 모든 구조를 형성한다. 하늘과 땅, 낮과 밤, 그리고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

을 인간과 서로 연결시켜 해석하였다. 또한 음양의 두 기운이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을 생성하며 

순환하는데, 서로 상생하기도 하고 상극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체계를 이용하여 색의 위치

를 결정하였는데 중앙과 동서남북 사방을 기본으로 황은 중앙, 청은 동, 백은 서, 적은 남, 흑은 북을 

가리킨다. 이 다섯 가지 색깔은 우리 민족이 가진 색 개념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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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와 균형의 양생학

음양오행의 원리는 모든 현상에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사람의 장기 역시 그에 따라 분류했다. 영양

을 섭취하고 배설하는 육부(六腑‘)는 양의 장기로 보았고, 정기(精氣)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오장(五臟)

은 음의 장기로 보았다. 양은 발산하는 성질이고, 음은 가라앉고 축적하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삼라

만상과 인간사의 균형은 결국, 음양오행의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얻어지는 것. 음식과 건강의 상관관

계를 밝히는 양생학 역시 조화와 균형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다. 자신이 타고난 체질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과하거나 부족한 것을 매일 먹는 음식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다. 

한식의 특징 중 하나로 꼽는 ‘시절식의 발달’ 또한 이런 양생학을 기저에 두고 있다. 제철에 나는 재

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야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몸의 상태에 맞춰 식품의 종

류와 조리법을 달리해 먹었다는 것은 음양오행 사상에 기초를 둔 섬세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다. 오뉴

월에 수확한 밀은 찬 성질을 가진 식품이다. 밀가루가 귀했던 옛날에는 여름철에 주로 밀가루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반드시 따뜻한 성질을 가진 호박을 넣어 먹었는데, 더운 계절에는 몸속이 외기보다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따뜻한 성질의 재료가 필요했던 까닭이다. 

다섯 색이 조화로운 한 그릇 

오방색은 방위와 색이 합을 맞춘 것이지만 여기에는 사계절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청색은 

방위로는 동쪽을 상징하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나타낸다. 흰색은 방위로는 서쪽을, 계절로

는 가을을 나타낸다. 적색은 방위로는 남쪽을, 계절로는 양기가 왕성하고 만물이 무성한 여름을 의미

한다. 황색은 동서남북의 중앙을 가리키는 색이다. 흑색은 북쪽을, 계절로는 겨울을 나타낸다. 

비빔밥은 우리 음식 중에서 가장 오방색을 잘 구현한 것으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다섯 가지 색의 

조화를 재료로써 완벽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재료들은 각기 가진 영양성분을 통해 육

체와 기질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색의 조화만이 아닌,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음

식으로 비빔밥이 첫손에 꼽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오방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료들을 꼽아보

자. 

청색(녹색)

시금치와 미나리 

시금치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철분, 칼슘, 클로로필을 많이 포함하는 녹황색 채소로 식물섬유도 

부드러우며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봄의 7초 중 하나인 미나리는 다년생 초본으로 논 미

나리와 밭 미나리가 있다. 카로틴, 비타민 C가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

고 전해진다. 미나리는 찬 알칼리성 식품이며,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해독작용이 뛰어난데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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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빼주는 효과 또한 대단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원래 향기가 있는 음식은 위

를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를 늘려 소화를 돕는다. 

봄의 기운이 담긴 향취로 미나리만한 것이 없음은 옛 문헌에도 등장한다. 조선시대에 씌여진 『청구

영언』이라는 시조 속에 “겨울날 따스한 볕을 님 계신 데 비추고자 / 봄 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드리

고자 / 님이야 뭣이 없으리만은 내 못 잊어 하노라.”라는 구절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옛 선비들은 한 겨울 칼바람을 이겨내고, 얼음장 밑으로 푸른 싹과 줄기를 밀어 올리는 미나리의 끈

질긴 생명력과 독야청청한 기운이 담긴 미나리쌈과 나박김치, 미나리강회를 이른 봄에 맛보아야 할 

최고의 별미로 꼽았다. 덧붙여, 술 마시기 전에 미나리즙을 마시면 깨끗하게 취하며 숙취도 예방한다

는 것 또한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비방이었다. 

호박과 오이 

호박은 칼로리가 높고 카로틴을 다량 함유하여 비타민 B1과 비타민 C가 풍부하다. 저장성이 높아

서 둥글게 썰어 가을볕에 말려 두었다가 정월 대보름에 먹는 묵나물에 반드시 사용했던 채소이다. 

오이는 96%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채소로 칼로리가 매우 낮다. 영양성분보다는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채소로써 사각사각한 미각을 즐길 수 있다. 서양에서는 오이를 피클이나 샐러드 재료로 이용하

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장아찌를 담그는 데에나 쓰지만 우리 조상들은 오이를 다양한 음식의 재료

로 사용했다. 오이소박이나 오이생채, 오이냉국은 생채로 사용한 음식들이며 오이무름, 오이감장과, 

오이통장과 등은 익혀서 사용한 음식들이다. 

백색

도라지 

‘길경, 도랏, 길경채, 백약, 질경, 산도라지’라고도 부르는 도라지는 산과 들에서 자라며 뿌리는 굵

고 줄기는 곧게 자라며 자르면 흰색줄이 나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통적으로 태음인은 폐가 나쁘기 

쉬운데, 폐를 주관하는 오행의 기운은 쇠(金)다. 폐가 나쁜 사람은 얼굴이 하얘지는데 도라지나 더덕 

같은 흰색 음식은 기관지와 폐를 보하는 것으로 알아 예로부터 기침을 할 때 도라지 달인 물을 마시

게 하거나 도라지청을 먹게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무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은 녹색을,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흰색을 주로 띤다. 무 뿌리에는 비타

민 C가 풍부하며 소화를 돕는 디아스타제와 발암성 물질을 분해하는 옥시다아제가 함유되어 있다. 

무는 보리나 밀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맥독(麥毒)을 풀어주는 해독제로도 사용되어 왔다. 『본초강목』



에 무즙은 안팎의 종독(腫毒)과 창독(瘡毒)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박 

인도에서 아프리카에 걸친 지역이 원산지로 알려진 박은 일년생 넝쿨성 초본이다. 과실은 긴 타원

형에서 원형까지 있으며 겉껍질은 연한 녹색을 띠고 있지만 속살은 눈부시도록 흰 것이 특징이다. 박

은 그 자체로는 더할 나위 없이 담백한 맛을 낸다. 예전에는 빈량(貧糧)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을 때 없어서는 안 될 구황식량이었다. 흥부네 집 음식 가운데 가장 고급 요리가 박속을 

나물로 무친 포심채(匏心菜)와 그를 국으로 끓인 흥부탕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초가을에 나

는 박의 여린 속살은 나물로 먹었지만 늦가을에 탄 박은 얇게 돌려 깎아 가을볕에 말려 박고지를 만들

었다. 쫄깃쫄깃 씹는 식감이 그만으로 이 역시 겨우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찬거리였기 때문이다.  

적색

당근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날로 먹기보다는 기름과 함께 조리해야 흡수

율이 좋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당근은 채를 쳐서 기름에 볶는데 완벽한 영양흡수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조리법을 택한 셈이다. 

흑색

육회

전라도 지역과 일부 경상도 지역에서는 기름기 없는 쇠고기 우둔살을 얇게 썰어 비빔밥의 꾸미로 

사용한다. 그 외의 지방에서는 잘게 다지거나 얇게 채썰어 갖은 양념으로 볶은 쇠고기를 넣어 비빔밥

의 맛을 한층 풍부하게 하는 데 이용한다. 

고사리

고사리는 세계 각지에 분포하는데 해가 잘 드는 초지나 산지에 산다. 고사리는 비타민 B2 파괴효

소,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잘 삶아 물에 우려 떫은맛을 없애면 상당부분 제거된다. 수많

은 산나물 가운데 고사리만큼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나물도 드물다. 나물을 읊은 우리의 옛 시가나 

속요 가운데 고사리가 빠지는 법은 없었다. ‘농가월령가’의 삼월령에도 고사리가 등장하며 산채 노래

인 ‘전원사시가’에도 첫 구절에 고사리가 등장할 정도이다. 

고사리는 보릿고개가 절정일 때에 꺾을 수 있으므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식

품이었다. 고사리 나물이 제상에 오르는 필수 음식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본초강목』에는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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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독성에 관해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고사리를 오래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코가 막히며 머리가 

빠지고 아이들이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발이 약해져 잘 걷지 못하게 된다.’는 기록이 있다. 『동의보감』

에서는 ‘고사리는 맛이 좋지만 오래 계속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 양기를 소멸시키며 다리 힘을 약하

게 하여 걸음을 걸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예부터 절 음식에 고사리를 많이 활용한 것은 

불도를 닦는 승려들의 양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다시마 

다시마는 알긴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많이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내리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마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D,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마그네슘, 인, 아연, 철분도 많다. 



그 밖에 육상식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오드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다시

마는 기름에 튀긴 부각의 형태로 많이 넣어 맛과 영양을 돋우게끔 사용한다. 

황색

황포묵 

황포묵은 녹두로 만든 청포묵에 치자물을 들여 색을 낸 것으로 오행사상에 맞춰 만들어낸 우리 조

상들의 지혜가 드러나는 음식이다. 황포묵은 특히 전주비빔밥에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재료로 활

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황란 

달걀의 노른자만을 따로 덜어낸 것으로 30%의 지방과 15%의 단백질, 50%의 수분이 적절하게 유

지된다. 이는 황란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인 레시틴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는 비빔밥의 가운데에 황란을 얹음으로써 맛과 영양의 균형은 물론, 오방색의 완벽한 구현을 도모

한다. 

고명의 미학  

섬세하게 수놓는 화려한 웃기 

‘고명’이란 음식을 보고 아름답게 느껴 먹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음식의 맛과 모양,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장식하는 것을 뜻한다. ‘웃기’ 나 ‘꾸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한국 음식의 색깔은 오행설에 

바탕을 두어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오색이 기본이다. 오색은 재료들이 지닌 자연적인 색깔

로 나타내지만 완벽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양한 고명을 씀으로써 완벽을 기하는 것이 특

징이다. 

비빔밥 역시 다양한 고명을 써서 화려한 색채를 구현하고 맛의 조화와 균형을 잡는다. 갖가지 고명

들은 재료 자체를 큼직하게 썰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크기로 썰거나 다지며 재료에 따

라 볶거나 튀기거나 조려서 사용한다. 

청색 고명

실파와 미나리 

가는 실파나 미나리 줄기를 데쳐서 약 3~4cm 길이로 썬다. 넉넉한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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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혀 쓰면 색이 특히 곱다. 미나리는 재료 자체로 쓰기도 하지만 미나리 초대를 부쳐서 사용하는 경

우도 많다. 미나리를 씻어서 잎과 뿌리를 떼고 줄기를 약 15cm 길이로 잘라서 굵은 쪽과 가는 쪽을 

번갈아 대꼬치에 가지런히 꿰어 직사각형 형태로 만든 다음 양면에 밀가루를 고루 묻혀 털고 달걀 푼

물에 적셨다가 기름을 두른 팬에 양면을 지져서 만든다. 미나리 대신 실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식힌 

초대는 골패쪽 모양으로 썰어 음식에 올린다. 

은행 

단단한 겉껍질을 벗기면 황록색의 은행 알맹이가 나오는데 이것을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

고 볶은 다음 마른 종이나 행주로 싸서 비벼 속껍질을 벗겨 쓴다.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쳐  

속껍질을 벗겨 쓰기도 한다. 

백색고명

백지단 

달걀의 흰자만을 따로 나누어 잘 풀어서 기름을 두른 팬에 얇게 부친다. 채 썬 지단은 골패쪽 모양

으로 썰기도 하고 얇게 채를 치기도 한다. 백지단은 찢어지기가 쉬워 음식하는 사람의 솜씨를 가늠할 

수 있는 고명이기도 하다. 

흰깨 

참깨를 잘 일어 씻어 볶아서 빻지 않고 통깨로 쓴다. 더욱 고급스럽게 쓰려면 껍질을 벗겨 하얗게 

볶은 실깨를 쓰기도 한다.

적색고명

고추 

홍고추를 그대로 고명으로 쓸 때는 고추를 갈라서 씨를 빼고 채로 썰거나 골패쪽 모양으로 썰어서 

쓴다. 비빔밥에는 주로 실고추를 쓰는데 잘 마른 건고추를 4cm 길이로 곱게 채썰어 사용한다. 색이 

강하므로 조금만 얹어야지 많이 쓰면 음식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음식이 지저분해지므

로 주의해야 한다. 

대추 

대추 과육은 희고 아삭아삭 씹는 맛이 나며 맛은 달고 시다. 건위(健胃), 강장 등의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한방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재료이다. 고명으로는 마른 대추를 주로 쓰는데 찬물에 씻어서 건져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고 씨만 남기고 돌려가며 깎아 살을 발라낸 다음 적당한 모양으로 썰어서 쓴다.  

흑색고명

석이버섯 

절벽 위 바위에 서식하는 석이버섯은 직경 5~10cm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표면은 회갈색이지만 안

쪽은 흑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약간 미끄러우며 거친 털이 밀생한다. 담백하면서도 씹는 맛이 좋

아 고급 음식에 주로 쓰이는 고명이다. 

석이버섯은 손질하는 법이 까다롭다. 먼저 더운물에 불린 다음 잘 비벼서 안쪽의 이끼를 말끔히 벗

겨내고 오돌거리는 것들을 떼어내야 한다. 손질한 석이버섯을 여러 장 겹쳐서 말아 곱게 채를 썰어 고

명으로 쓴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야 할 때는 곱게 다진 다음 달걀 흰자에 섞어 얇게 부쳐낸 다

음 골패쪽 모양으로 썰어 쓰기도 한다. 

표고버섯 

마른 표고버섯을 불려서 채 썰어 양념하여 볶아 고기 고명처럼 쓴다. 찬물에 불린 다음 기둥을 조

심스럽게 떼어내고 갓만 쓰는 것이 모양이 깔끔하고 입안에서 겉돌지 않는다. 시간이 없어 빨리 불려

야 할 때는 설탕을 조금 섞은 물에 불리면 훨씬 잘 불릴 수 있다. 

고기고명 

쇠고기를 곱게 다지거나 채 썰어 양념하여 볶아 쓴다. 좀 더 점잖게 모양을 내고 싶을 때는 완자를 

빚어서 쓴다. 쇠고기의 살을 곱게 다지고 역시 곱게 다져 물기를 짜낸 두부를 섞어 갖은 양념으로 치

댄다. 지름 1~2cm 크기로 둥글게 빚어 밀가루를 얇게 입히고, 달걀물에 담가서 프라이팬에 굴려가

며 지진다. 

황색고명

달걀 황색지단 

가장 대표적인 지단으로 달걀 노른자만을 나누어서 기름을 조금만 두른 팬에 얇게 부친다. 기름이 

남아있으면 울퉁불퉁해지므로 잘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골채쪽 모양으로 썰거나 얇게 채를 쳐서 

사용한다. 

호두 

딱딱한 껍질을 벗긴 다음 꺼낸 호두살을 더운물에 잠시 담갔다가 대꼬치 등으로 속껍질을 말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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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벗겨내고 채를 썰거나 납작하게 썰어서 쓴다. 

잣 

잣은 예로부터 선인의 영약으로 불려온 귀한 식품이다. 지방과 단백질, 철, 칼슘, 비타민 B1, 비타

민 B2, 비타민 E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잣을 고를 때는 되도록 굵고 통통하며 기름이 겉으로 배지 

않고 보송보송한 것을 골라야 한다. 뾰족한 쪽의 고깔을 떼어낸 다음 통째로 쓰거나 곱게 갈아서 쓴

다. 잣가루 만들기는 은근히 까다로운데 도마 위에 한지를 겹쳐서 깔고 칼로 곱게 다진다. 보관할 때

도 종이에 싸서 두어야 기름이 배어나와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밀봉해두어야 다른 잡

냄새가 배지 않는다. 비빔밥 위에 얹을 때는 통잣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길이대로 반을 갈라 얇은 비

늘잣을 만들면 얌전하게 얹을 수 있다. 

양념의 과학 

몸에 약처럼 이롭기를 바라느니 

‘양념’ 은 한자로 ‘약념(藥念)’으로 표기한다. ‘먹어서 몸에 약처럼 이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

지를 고루 넣어 만든다’는 뜻을 담은 표현이다. 음양오행의 철학이 담긴 한식은 재료와 고명을 통해 

맛과 영양의 조화와 균형을 꾀한다. 이는 [명종실록 권제33, 64장 앞쪽, 명종 21년 윤10월 15일(임인)]

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영의정 이준경이 상소하기를, “…오미로 말하면 신맛·짠맛·단맛·쓴맛·매운맛의 물건

은 각각 그 맛을 달리하므로 각각 한 가지 맛만 쓴다면 반드시 몹시 맵고 아려서 입에 맞

지 않지만, 단것에는 반드시 매운 것을 넣고 쓴 것에는 신 것을 넣어 힘써 서로 적절히 조

합하여 대갱의 화를 이루면 상극하면서 상성하고 상해하면서 상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

하의 사물이 모두 그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 領議政李浚慶上疏曰…以五

味言之 酸鹹甘苦辛之物 各異其味 而各用一味 則必獰惡辛辣 不堪於口 而甘者必受其

辛 苦者如致其酸 務相調劑 以成大羹之和 有以相克而相成 有以相同而相害 天下之物 

莫不皆然…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에는 양념이 결코 빠지지 않는다. 각각의 재료가 지닌 고유한 맛을 살리면서 

음식이 가진 본연의 조화로운 맛을 내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양념이기 때문이다. 양념은 조미료와 향



신료로 이루어져 있다. 

조미료는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의 다섯 가지 기본 맛을 내는 것들이다. 향신료는 매운맛, 

쓴맛, 고소한 맛 등을 내는 재료이며 식품이 가진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며 특유의 향기로 음식맛을 더욱 좋게 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한국 음식의 조미료에는 소금, 간장, 고

추장, 된장, 식초, 설탕 등이 있으며 향신료로는 생강, 겨자, 후추, 고추, 참기름, 들기름, 깨소금, 파, 

마늘 등을 사용한다. 한식은 한 가지 음식에 적어도 대여섯 가지 이상의 조미료와 향신료를 쓰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갖은 양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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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맛을 그리다 

밥을 짓다 

밥알에 윤기가 있고 부드러우며 향긋해야 맛있느니 

중국 청나라 사람들은 ‘밥 짓는 불은 약하고 물은 적어야 이치에 맞는데 솥 속의 밥이 고루 익어 기

름지도록 밥 짓기를 잘하는 것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라는 말로 우리의 밥맛을 칭찬했다. 밥과 반찬

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식문화 덕분인지 조선시대 문헌에는 맛있는 밥 짓기 요령이 심심찮게 등장하

기도 했다. 

비빔밥 역시 맛있게 밥을 짓는 것이 그 맛을 내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 맛있는 밥의 조건을 살펴보

자. 우선, 외관상으로 밥알이 온전한 모양을 갖추면서 윤기가 흘러야 하는데 노리끼리한 색이 흐르면

서 찰기와 탄력성이 느껴지면 금상첨화이다. 또한 구수한 밥냄새가 흘러야 하고 씹었을 때 감칠맛이 

느껴지면서 부드럽게 씹히면 좋다.  

밥맛이 좋으려면 쌀이 좋아야 하는 법인데, 밥맛을 좋게 하는 쌀의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밥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품종이고 다음으로 산

지의 영향이 크다. 벼가 팰 때의 기상조건이 나쁘거나 논에서 일찍 물을 빼면 밥맛이 나빠진다고 한

다. 또한 수확 후에 벼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급히 말리거나, 지나치게 말리거나, 쌀을 서늘한 곳에 

저장해 두지 않으면 밥맛이 크게 나빠지기도 한다. 쌀의 수분 함량도 밥맛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눈으로 보아 쌀알이 통통하고 반질반질 광택이 나면서 분이 없는 것이 맛있는 쌀이다. 되도록 표면에 

부서진 낟알이 적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밥을 할 때 부서진 면에서 전분과 냄새가 흘러나와 밥알 모양

이 쉽게 흐트러지고 질척해지기 때문이다. 밥맛을 좋게 하는 수분량은 16% 정도로 이 정도의 수분을 

보유하려면 도정한지 15일 이내가 되어야 한다.

 

살살 어르듯 씻어 건진다  

쌀을 일어낸 첫물은 쌀겨 냄새가 배지 않도록 되도록 빨리 헹구어 버리는 것이 좋다. 쌀을 씻을 때

는 힘을 주지 않고 살살 어르듯 휘젓는다. 쌀을 씻은 후 오래도록 물에 불리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쌀겨 냄새가 섞여 밥에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할 뿐더러 밥알 모양도 뭉개져서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슬고슬 맛있는 쌀밥을 지으려면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어야 한다. 쌀을 불리는 시간은 수

온에 따라 다르지만 여름철은 30분, 겨울철에는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쌀은 보통 밥하기 1시간 전에 

일어 소쿠리에 받쳐 물기를 뺀다. 쌀을 물에 장시간 담가두는 것은 밥맛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불과 물 조절이 밥 짓기의 전부임에야 

돌솥에 지은 밥이 맛있는 이유는 바닥이 두껍고 뚜껑이 무거워 밥이 끓어도 잘 넘치지 않고 열이 잘 

보존되어 불을 줄인 다음에도 뜸을 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돌솥에 밥을 지을 때는 강한 불에 한 번 끓

어오르면 불을 끄고 주걱으로 아래위로 한 번 뒤섞은 다음 약한 불로 10분 정도 뜸을 들인다. 

밥물은 쌀의 품종과 도정, 건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태를 보아가며 조절해야 한다. 불리지 

않은 쌀의 밥물은 쌀 부피의 1.5배가 적당하며 불린 쌀이나 햅쌀의 밥물은 쌀의 양과 같은 비율로 하

면 된다. 

 

나물을 무치다 

조리서 속 호박나물의 맛 

비빔밥 맛을 좌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나물의 공을 무시할 

수 없다.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볶느냐, 혹은 데쳐서 무치느냐에 따라 그 맛과 식감은 다르기 때문이

다. 고조리서에서 엿보이는 나물 만드는 법을 찬찬히 읽다보면 그 시대, 어머니들의 손끝에서 탄생했

을 나물 맛이 저절로 그려지는 것만 같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먹었던 채소 중의 

하나는 호박이었다. 그래서인지 호박 나물을 만드는 법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규합총서』에서는 

“ 쥬먹 치 어리고 연  호박을 , 후박을 마초아 흐라, 노고를 몬져 게 달호고 기

을 만히 부은 후 호박과 고기를 너허 게 복가 고은 소금 허 고”

라고 쓰고 있다. 이를 풀어보면 주먹같이 어리고 연한 호박을 갓 따 두께를 알맞게 해서 썰어서 쓰는

데 이때 오래된 솥을 먼저 달군 다음 기름을 가만히 붓고 호박과 고기를 넣어 빨리 볶아서 고운 깨소금

을 뿌려 쓰라는 것이다. 

『시의전서』에서는 찌는 조리법을 사용한다. 

“ 쵸나물은 어린 호박 셔 살쟉 셔  반에 여  얇게 써흐러 파 강 다져 너코 

고쵸 로 소곰 지령 쵸기름 너혀 함 담마 쵸이 무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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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쓰고 있는데 “어린 호박을 반으로 쪼갠 다음 살짝 찌고 다시 쪼개어 얇게 썬다. 여기에 파와 

생강을 다져 넣고, 고춧가루와 깨소금, 지령, 초, 기름을 넣어 간을 맞춰 무친다.”는 뜻이 된다. 

『조선요리제법(1921)』에서는 애호박과 호박오가리로 만드는 두 가지 호박나물 조리법이 등장한다. 

“ 호반오가리를 물에불녀 쳐셔 솟헤넛코 고기익여 너흔후 간쟝에복가셔 기름 쇼곰 고초가

루를 쳐셔 뭇니 니라 여름에  호박을 얇게 써으러셔 고기익여넛코 우 국에 복나니 파조

곰 써으러넛코 쇼곰에 잠간 져렷다가 물을  바리고 기름에 복가셔 고명을 치 니라.”

라고 쓰고 있다. 이를 풀이해보면 “호박오가리를 물에 불려서 채쳐서 솥에 넣고 고기를 잘게 다져 

넣은 후 간장에 볶아서 기름, 깨소금, 고춧가루를 쳐서 맛을 낸다. 여름에는 호박을 얇게 썰어서 고기

를 다져 넣고 새우젓국에 볶으니 파를 조금 썰어 넣고 소금에 잠깐 절였다가 물을 꼭 짜버리고 기름

에 볶아서 고명을 얹는다.”라는 뜻이 된다.  

조리서 속 미나리나물의 맛 

『조선요리제법(1921)』에서는

“ 미 리를 졍 게 다듬어셔 씨셔가지고 치기리식 써으러 쇼곰에 잠간 져렷다가 물을  바리

고 기름에 복가셔 졉시에 담고 쇼금을 쳐셔 먹 니라.”



라고 쓰고 있다. 이는 “미나리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씻은 다음 한치 길이로 썰어 소금에 잠깐 절였

다가 물기를 짜고 기름에 볶아서 접시에 담은 후 깨소금을 쳐서 먹는다.”는 뜻이다. 

『조선요리제법(1934)』에 나와 있는 미나리나물 조리법은 조금 더 세밀하다. 

“ 미나리를 뿌리따고 입사귀를 따고(입사귀는 잘게띨것) 정하게 씻여 한치 길이로 잘라 그릇

에 담은 후 소금을 뿌려서 한 삼십분 두엇다가 꼭 짜가지고 번철에 기름을 붓고 미나리를 지

져서(수가락으로 자주 저어서 타지 않도록 할 것) 빛이 노랗게 될 때 곳끄내어 펴놓아 식여

가지고 고추와 파를 이겨 넣고 깨소금 넣고 간을 보아서 습겁거든 간장을 조금 넣어서 알맞

게 만들어 접시에 담아놓고”

라고 나와 있다. 이를 풀어 보면 “미나리 잎과 뿌리를 떼어낸 다음 깨끗하게 씻어서 한 치 길이로 

잘라 그릇에 담은 후 소금을 뿌려서 30분 정도 두었다가 물기를 짠 다음 번철에 기름을 붓고 지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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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게 익으면 꺼내 펼쳐 식힌다. 여기에 고추와 파를 다져 넣고 깨소금으로 양념하되 싱거우면 간장

을 조금 넣어 간을 맞추라.”는 뜻이 된다. 이때 숟가락으로 자주 저어가면서 지져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 미나리를 끓는 물에 넣어서 즉시 끄내어 냉수에 해어 꼭 짜가지고 한치 길이로 썰어서 고추

장과 초를 치고 파와 마늘을 잘게 이겨 넣고 깨소금치고 무쳐서 먹나니라.”

라는 구절도 보이는데 이는 “미나리를 끓는 물에 데쳐서 냉수에 헹군 다음 한치 길이로 썰고 고추

장, 식초, 다진파, 다진마늘, 깨소금을 넣어 무쳐 먹으라”는 뜻이 된다. 

조리서 속 오이나물의 맛 

『조선요리제법(1921)』에 나와 있는 오이나물 만드는 법은 이렇다. 

“ 연  외를 지  잘나바리고 얇게써으러 남비에담고 고기와 파를익여 너흔후 간쟝에 복 니 

혹 외를 잘게 써으러 쳐셔 쇼금에 잠간 져렷다가 물을 바리고 기름에 복가셔 고명을 쳐

셔 먹기도 니라.” 

이를 풀어보면 “속이 들지 않은 오이를 꼭지를 잘라 버리고 얇게 썰어서 냄비에 담고 다진 고기와 

다진 파를 넣은 다음 간장에 볶는다. 또 오이를 채쳐서 썰어 소금에 잠깐 절였다가 물을 짜버리고 기

름에 볶은 다음 고명을 얹어서 먹기도 한다.”는 뜻이 된다. 

조리서 속 도라지나물의 맛 

『조선요리제법(1921)』에서는 도라지나물 조리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도랏을 물에너허 두어 동안 불려셔 여러번 어 가지고 살마셔  물에 담거 로  울녀가

지고 쳐셔 남비에담고 고기와 파를 익여넛코 간쟝에 복가셔 기름과 쇼곰을 쳐셔 먹 니 

쵸를치면 고쵸가루를 넛 니라.”

 

풀어보면 “말린 도라지를 이틀간 물에 불린 다음 여러 번 씻었다가 삶은 후 물에 담가 하루 정도 쓴맛

을 우려낸다. 손질한 도라지를 채쳐서 냄비에 담고 다진 고기와 다진 파, 간장을 넣고 볶은 다음 깨소금

을 쳐서 만든다. 그와 달리 도라지나물에 식초를 넣을 때는 고춧가루를 넣어 무친다.”는 뜻이 된다. 



조리서 속 콩나물의 맛 

다음은 『조선요리제법(1921)』에 나온 콩나물 조리법이다. 

“ 콩나물을 리 잘나바리고 졍 게 씨서셔 대강 써으러 숏헤넛코 물 죠곰치고 쟝을 친후  

려셔 익거든 퍼셔 그릇에 담고 기름 쇼곰 고츄가루를 치고 뭇치 니 혹 복 에 고기를 

익여넛코 기도 니라.” 

풀어보면 “콩나물 꼬리를 자르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 솥에 물, 간장과 함께 넣어서 익힌 다음 그

릇에 담고 기름, 깨소금, 고춧가루를 넣어 무친다. 만약 볶는다면 다진 고기를 넣기도 한다.”는 뜻이 

된다. 

콩나물 맛이 나물 맛의 반   

예나 지금이나 가장 대표적인 비빔밥의 재료로 꼽히는 것이 콩나물이다. 콩나물은 전주 10미의 하

나로 전주비빔밥을 ‘콩나물 비빔밥’이라고 할 만큼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재료이다. 콩나물은 그 

자체의 맛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소금과 조화되어 씹어보면 고소하고 부드러우며 나긋나긋한 맛이 

있어 비빔밥의 맛을 한층 돋운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콩나물은 길이가 5~6cm일 때 가장 맛이 좋으

므로 다 자라기 전에 뽑아 사용해야 질기지 않고 연하다. 통통하면서도 너무 굵지 않아야 하고 대가

리 또한 너무 크지 않아야 다른 재료들과 조화를 이루어 비빔밥 맛을 좋게 한다. 

전통 한식에서는 나물을 무칠 때 소금 대신 간장을 사용했다. 그중에서도 햇 간장인 청장을 써야 제 

맛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오래 묵지 않은 청장은 색과 향이 진하지 않아 재료 고유의 향을 살

려야 하는 나물무침이나 맑은 국에 제 맛을 낸다. 전주 지방에서는 특별히 접장을 아껴가며 쓰기도 한

다. 접장은 담근 지 5년 이상이 지난 간장을 말한다. 간장의 재료인 콩 속에 들어 있는 단백질이 분해

되어 아미노산으로 되면 구수한 맛이 생기는데 묵을수록 분해가 더 진행되어 한층 맛이 깊어진다. 

나물을 무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물에 직접 양념이나 간장을 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골

고루 섞이지 않아 어느 한쪽이 싱겁거나 짠맛이 돌기 때문이다. 먼저 나물을 무칠 그릇에 적당량의 간

장을 붓고 다진 마늘을 넣어 마늘향이 우러나게 한 다음 나머지 갖은 양념을 넣고 섞어둔다. 나물을 

맨 마지막에 넣은 다음 손으로 조물조물 무쳐야 양념이 골고루 배어 맛이 좋아진다. 참기름과 깨소금

은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제대로 살고 다른 양념이 겉돌지 않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넣어야 향이 달

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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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을 담그다

윤기 흐르는 찹쌀고추장이라야 

전통적인 고추장은 메주, 고춧가루, 찹쌀, 엿기름, 소금 등으로 만든다. 찹쌀을 가루로 만들어 반죽

한 다음 쪄내고 메줏가루를 넣어 저으면 녹말이 당화되면서 묽어진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섞고 소금

으로 간을 맞춘 다음 숙성시키는 것이다. 지방과 집안에 따라 찹쌀 대신 멥쌀, 밀가루, 보리 등을 쓰

기도 한다. 

비빔밥에 넣는 고추장은 날 것 그대로 쓰기보다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참기름을 섞어 만들거나 아

예 여러 재료를 넣고 볶아서 따로 비빔밥용 고추장을 만들어놓기도 한다. 다진 쇠고기와 꿀, 잣 등을 

넣어 볶은 약고추장이 대표적이다. 



고문헌 속의 고추장맛 

고문헌 속에도 고추장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부인필지』에서는 메주와 백미로 만든 흰무리

떡, 찰밥에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고추장을 선보이고 있으며 『시의전서』, 『규합총서』 등의 고문헌에서

는 특이하게 대추 두드린 것과 육포가루, 꿀을 넣어 맛을 낸다고 되어 있다.

『시의전서』에서는 

“고초 에 초와 을 타셔 져허 맛보아 쓰고 단맛 잇계 여 죵 에 노허라.”

라는 고추장 윤즙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풀어보면 “고추장에 초와 꿀을 타서 저어 맛보아 쓰고, 단

맛이 있게 하여 종지에 담는다.”는 뜻이 된다.   

요즘 비빔밥에 들어가는 볶음고추장이나 약고추장과 비슷한 조리법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선요리제법(1921)』에 나오는 ‘고초쟝복 법’이다. 여기에 보면 

“ 조흔 고초쟝과 쇠고기 익인것을 분반 여 좀넛코 파 생강을 익여넛코 기름을 만히 부은후 

숫불에 천쳔이 복그되 쥬져어 기름이 즐만 거든 를 넣 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풀어보면 “좋은 고추장과 다진 쇠고기에 꿀, 다진 파, 다진 생강을 섞은 후 기

름을 부어서 숯불에 천천히 볶고 마지막에 깨를 넣는다.”는 뜻이 된다. 

또한 『조선요리제법(1934)』에서는 약고추장의 조리법을 

“ 고기와 파를 곱게 이겨서 남비에 담고 익혀가지고 다시 도마에 놓고 곱게 이겨서 남비에 넣

고 생강 이긴것과 고추장을 넣고 설탕을 넣고 물 치고 기름도 함께 넣고 저으면서 볶나니 빛

이 검으스름하도록 볶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풀이하면 “고기와 파를 다져서 냄비에 담아 익힌 다음 다시 꺼내 도마에 

놓고 한 번 더 다져 냄비에 넣고 다진 생강, 고추장, 설탕, 물, 기름을 넣고 거무스름한 색이 돌도록 

볶으라.”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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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팔도를 품다

지역별 비빔밥의 종류와 특징 

환경 따라, 물산 따라 

비빔밥은 밥과 나물, 고기 등속을 섞어서 비벼먹는 음식이다. 그런 까닭에 지방 어디나 대개 비슷

한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다. 하지만 산세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면 그에 맞춰 나는 물산도 다른 법이

기 때문에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비빔밥 지도가 조금씩 모습을 달리한다. 

전국 각 지역의 비빔밥 중 가장 원형에 가깝고 지금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비빔밥의 형태는 전

주비빔밥이다. 콩나물을 비롯한 갖은 나물에 육회와 황포묵을 올리고 갖가지 고명을 더해 화려함을 

자랑한다. 전주비빔밥에 못지 않게 많이 알려진 지역은 진주이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진주비빔밥이 

전주비빔밥보다 더욱 화려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 ‘화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함평비빔밥은 우시

장의 도축장에서 나오는 신선한 쇠고기 육회를 얹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통영 앞바다에서 많이 나는 풍부한 해산물을 얹어내는 통영 비빔밥과 멍게를 썰어 2~5일 정도 숙

성시킨 후 고추장 대신 김가루와 참기름, 깨소금을 얹어내는 거제 멍게젓갈 비빔밥은 해산물이 주가 

되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유교 문화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안동 헛제

삿밥이나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섞은 된장을 얹어 비비는 나주비빔밥, 산채가 많이 나는 특성을 살

려 산채를 듬뿍 얹어내는 울릉도 비빔밥도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지금은 쉽게 맛볼 수 없지만 북한 지역만의 특징이 살아있는 비빔밥도 있다. 전주비빔밥과 비슷하

지만 육회 대신 볶은 쇠고기를 넣은 평양비빔밥, 맨밥이 아닌 기름에 볶은 밥을 소금으로 간하고 장

국과 나박김치를 곁들이는 해주비빔밥, 삶은 닭고기를 듬뿍 넣고 고추장 대신 참기름에 갠 고춧가루 

양념을 넣어 비비는 평안도 닭비빔밥이 그것이다. 

전주비빔밥 

사골국물로 지은 밥에 30여 재료를 빼곡히 올려 

전주에서는 예전부터 사골 곤 물로 밥을 짓는다. 밥알이 서로 달라붙지 않아 비비기에 편하기도 하

지만 무엇보다 밥맛이 구수해 비빔밥의 맛을 더욱 돋우기 때문이다.  

전주비빔밥에 올라가는 재료는 최소한 30여 가지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전주비빔밥의 풍미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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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용을 하는 것은 콩나물, 황포묵, 고추장, 쇠고기육회, 집장의 다섯 가지 재료들이다. 전주비빔밥

에 들어가는 나물 중에 콩나물과 미나리는 데친 다음 양념하여 넣고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애호

박은 볶아서 넣으며 무, 오이, 당근은 날 것으로 넣는다. 이러한 세 가지 조리법이 함께 적당히 조화

를 이루어야 진짜배기 전주비빔밥으로 인정을 받는다. 달걀 노른자를 가운데에 얹어내는 전주비빔밥

은 비빌 때 따로 참기름을 넣지 않는다. 나물을 무칠 때 사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소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전주비빔밥에는 콩나물국이 곁들여지는데 소금 외에는 어떤 재료도 첨가하지 않은 맑은 국이다. 콩

나물국이 맵거나 짜면 전주 비빔밥의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 10미가 모여야 진짜배기 전주비빔밥

전주에는 예로부터 맛있는 것들을 모아 전주 10미라 하여 지역 사람들이 즐겨 이용했는데 전주비

빔밥 재료에는 8~9미가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콩나물이며. 주산지는 교동 일대로 알려져 있다. 콩나물은 쥐눈이콩이라고

도 불리는 임실산 서목태로 기른 콩나물을 제일로 여겼으며, 많이 기르지 않아 통통하면서도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화산동 고개의 미나리 방죽에서 생산되는 미나리 역시 빠질 수 없는 재료이다. 

여기에 오목대에서 흘러나오는 녹도포 샘물을 이용해 만든 녹두묵에 치자물을 들인 황포묵을 반드시 

얹어낸다. 그 외에도 삼례나 봉동 근처에서 나는 무와 전주 북쪽의 신풍리에서 나는 호박 등을 써서 

맛을 내는 것을 제대로 된 전주비빔밥이라고 부른다. 



2012 제5권 2호 |119

전주비빔밥 조리법 

식재료

쌀 540g(3컵), 사골육수 800mL(4컵), 쇠고기 육회(또는 쇠고기볶음) 150g, 콩나물 100g, 미나리 

100g, 애호박 200g(
1
2 개), 도라지 100g(5뿌리), 고사리 150g(

2
3 컵), 건표고버섯 10g(3개), 무 80g, 오

이 70g(
1
2 개), 당근 70g(

1
2 개), 황포묵 150g, 달걀 400g(8개), 다시마튀각, 잣, 식용유 적량, 찹쌀고추

장 70g(4큰술) 

부재료 

•쇠고기육회 양념 : 간장 1작은술, 청주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다진 마늘, 통깨, 설탕 약간

•콩나물, 미나리, 애호박, 도라지 양념 : 소금,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적량

•고사리, 표고버섯 양념 : 간장,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적량

•무 양념 : 고춧가루, 소금,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적량

만들기

1 사골육수에 쌀을 넣어 약간 되직하게 밥을 짓는다. 이 밥을 넓은 그릇에 퍼 담아 식힌다.

2 쇠고기육회는 분량의 양념으로 무친다.

3 콩나물과 미나리는 끓는 물에 데쳐 분량의 양념으로 무친다.

4  애호박은 채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짜고, 도라지는 가늘게 찢어 소금으로 문질러 씻고 꼭 

짠 후 분량의 양념을 넣고 식용유에 볶는다.

5  고사리는 물에 1~2시간 불린 뒤에 줄기가 연해질 때까지 삶은 다음 짧게 썰고, 건표고버섯은 물

에 불려 채 썰어 분량의 양념으로 볶는다.

6 무는 채로 썰어 분량의 양념으로 무치고, 오이와 당근은 곱게 채 썰어 놓는다.

7 황포묵은 얇게 썰고, 달걀은 황백지단을 부쳐 곱게 채 썰고, 다시마튀각은 잘게 잘라 놓는다.

8 그릇에 밥을 나누어 담고 재료들을 고루 돌려 담은 후 고추장을 얹는다.

9 기호에 맞게 날달걀을 얹고 잣을 돌려 담는다.

진주비빔밥 

‘칠보화반’이라 불린 꽃밥

비빔밥 하면 전주비빔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식가들 중에선 진주비빔밥을 제일로 치는 



이도 있을 정도로 진주비빔밥은 별미 중의 별미로 꼽힌다. 경상남도 진주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인 진

주비빔밥은 ‘일곱 가지 보물이 있는 꽃밥’이라는 뜻의 ‘칠보화반’이라고도 불리는데 동황색의 둥근 놋

그릇과 흰 빛깔의 밥, 그 위에 얹은 다섯 가지 나물 이렇게 일곱 가지 색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주비빔밥의 재료는 전주비빔밥보다는 간소한 편이다. 나물로 숙주나물, 무나물, 고사리, 청포묵, 

죽순나물, 근대나물, 고추나물 등을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리 해가며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진주비빔

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신선한 육회가 듬뿍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전주비빔밥에도 쇠

고기(육회)가 들어가긴 하지만, 진주비빔밥은 육회가 재료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진주비빔밥에 육회를 넣어 먹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이 일어나자 

진주에 사는 아녀자들이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진주성 군사들의 체력 보강을 위해 밥에 나물과 

쇠고기를 함께 비벼주었는데 바로 여기서 진주비빔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1593년 6월, 임진왜란 때 있었던 2차 진주성 전투에선 민관군 7만 명이 순국하기 전, 진주성 안의 

모든 소를 잡아서 비빔밥으로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또한 예부터 진주일대에

는 대규모 우(牛)시장이 설 만큼 소가 많아서 신선한 고기를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 육회와 비빔

밥이 만나 오늘날의 진주비빔밥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진주비빔밥 조리법 

식재료 

쌀 360g(2컵), 밥 짓는 물 470mL(2
1
3 컵), 숙주 130g, 콩나물 130g, 시금치 100g, 애호박 100g(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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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사리 100g, 도라지 100g, 쇠고기 200g, 황포묵 100g, 김 10g, 무 100g, 잣 10g, 엿고추장 2큰

술, 국간장 2큰술, 깨소금 
1
2 큰술, 참기름 

1
2 큰술

부재료 

•육회 양념 :  참기름 2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
2 큰술, 다진 파 1큰술, 깨소금 2작은술,  

소금, 후춧가루 약간

•보탕국 : 바지락살 130g(
2
3 컵), 국간장 약간, 물 100mL(

1
2 컵)

만들기 

1 쌀은 깨끗이 씻어 30분 정도 불린 후 고슬고슬하게 밥을 짓는다.

2 쇠고기는 가늘게 채 썰어 양념장으로 육회 양념을 한다.

3 숙주는 머리와 뿌리를 떼고, 콩나물은 뿌리를 떼고 삶는다.

4 시금치와 고사리는 각각 끓는 물에 데친다.

5 애호박과 무, 도라지는 가늘게 채 썰어(5×0.2×0.2cm) 끓는 물에 데친다.

6 마른 김은 손으로 잘게 부수고 황포묵은 굵게 채 썬다(5×0.5×0.5cm).

7 3, 4, 5, 6에 국간장,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각각 무친다.

8 바지락살은 씻어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 국간장으로 간을 하여 보탕국을 만든다.

9 그릇에 밥을 담고 7의 나물을 색 맞추어 담아 8의 보탕국을 끼얹고 쇠고기육회를 올린다.

10 비빔밥에 잣을 고명으로 얹고 보탕국과 엿고추장을 곁들인다.

통영비빔밥 

바다 향기 품은 해산물이 푸짐한 비빔밥 

통영비빔밥은 명절, 제사, 생일, 혼인잔치 등 각종 행사에 늘 오르는 음식이다. 콩나물, 오이, 박, 

가지, 호박, 미나리, 시금치, 무, 부추, 근대, 쑥갓, 솎음배추 등을 사용하는 것은 여느 지역과 다를 바

가 없어 보이지만 통영만의 지방색이 실린 아주 독특한 재료들이 들어간다. 파래, 생미역, 톳 등 바다

에서 건져 올린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맑게 끓인 두부탕국을 끼얹어 비벼 먹는 것

이 통영비빔밥만의 맛의 특징이기도 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제 2대 기능

보유자인 황혜성 교수가 생전에 남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편)』에 기록한 자료를 보면 

통영비빔밥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다. 



“비빔밥에는 생합자(生蛤子)와 바지락을 까서 잠깐 볶아내고 쇠고기는 육회로 무치고, 청

포묵을 채로 친다. 계란은 황백으로 갈라서 지단을 부쳐 국수처럼 썬다. 채소는 콩나물, 숙

주, 박, 시금치 등 살짝 데쳐서 유장(油醬)으로 맛나게 무친다.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큰 대접에 담고 고기와 채소 고명을 예쁘게 얹어 담는다. 또 비빔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는 국을 같이 대접해야 한다. 국을 끓이는 법은 뜨물을 받아서 무채, 미역, 파래, 톳두부 

등을 넣고 끓여서 멸장(멸치장)이나 합자장(홍합을 삶은 물을 조린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그 맛이  고기국보다도 더 좋다. 이 국을 두부나물국이라고도 한다. 통영은 홍합을 많이 잡

아오는 고장이므로 이 조개를 쪄서 말린 것은 마른 홍합으로 팔고 나머지 맛난 국물을 조

리면 특수한 흰 지질장을 얻을 수 있다.”  

통영비빔밥 조리법 

식재료

쌀 360g(2컵), 콩나물 100g, 시금치 100g, 부추 100g, 톳나물 100g, 생미역 100g, 무 100g, 애호박 

100g(
1
4 개), 가지 100g(1개), 오이 100g(

2
3 개), 물 470mL(2 

1
3 컵), 고추장 3큰술, 소금 약간, 식용유 적

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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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료

•탕수국 : 두부 130g(
1
4 모), 조갯살 300g(1

1
2 컵), 국간장 1

1
3 큰술, 참기름 약간, 물 1L(5컵)

•양념장 : 국간장 2큰술, 다진 파 1큰술, 다진 마늘 
1
2 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2작은술

만들기

1 쌀은 깨끗이 씻어 30분 정도 불린 후 고슬고슬하게 밥을 짓는다.

2 콩나물은 다듬어 삶고, 부추, 시금치, 톳나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양념장으로 각각 무친다.

3 생미역은 주물러 씻어 5~6cm 길이로 잘라 양념장에 무친다.

4  무, 애호박은 곱게 채 썰고(5×0.2×0.2cm), 오이, 가지는 은행잎 모양(0.5cm 두께)으로 썰어 팬

에 식용유를 두르고 소금 간을 하여 각각 볶는다.

5 두부는 깍둑썰기(사방 2cm) 한다.

6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조갯살을 볶은 후 물을 붓고, 국간장으로 간을 하여 끓인 후 두부를 넣

고 한소끔 더 끓여 탕수국을 만든다.

7 그릇에 2, 3, 4를 색 맞추어 담고 중앙에 6의 탕수국을 부어 밥을 넣고 고추장을 곁들인다.

안동 헛제삿밥 

양반문화를 엿볼 수 있는 한상 

양반문화가 꽃을 피운 안동에는 독특한 형태의 비빔밥이 존재한다. 제사를 지낸 나머지 음식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풍습을 그대로 재현한 ‘헛제삿밥’이 그것이다. ‘헛’자가 붙은 것에서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듯, 헛제삿밥은 제사를 올리지 않고 먹는 제삿밥이다. 헛제삿밥이 생기게 된 데에는 역시 

안동의 유생들이 한몫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밤 늦도록 글을 읽다 출출해진 속을 달랠 것을 찾다가 

마땅치 않자 하인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차려낸 제삿밥을 수

시로 먹었던 탓에 헛제삿밥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인데, 지금도 안동 시내의 식당 여러 곳에서 안동 

지역 문화 특성을 한상에 그대로 재현해내어 외지인들이 맛볼 수 있도록 했다. 

고사리, 묵나물, 도라지, 콩나물, 무나물, 숙주, 토란 등 계절에 따라 6~7가지 나물을 쌀밥에 올려

내고 다시마와 쇠고기, 상어고기로 육수를 낸다. 그리고 무, 오징어, 쇠고기 등을 넣고 천일염으로 간

해서 끓인 탕국과 제사 음식인 찐 상어 돔배기, 쇠고기 꼬치, 두부부침 등의 전과 물김치가 곁들여진

다. 제사 음식인 만큼 파, 마늘, 부추, 달래, 고추 같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독특하다. 

안동 헛제삿밥을 비비는 장은 특이하게도 고추장이 아닌 조선 간장이다. 후식으로 마시는 식혜 또



한 안동만의 격식을 따라 만들어낸다. 고춧가루로 물을 내어 붉은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흔히 먹

는 식혜와는 맛도 다르지만 만드는 방법도 다르다. 일반적인 식혜는 엿기름 물에 고두밥을 넣고 끓여

서 만들지만 안동식혜는 술을 빚듯 따뜻한 아랫목에서 삭혀내는 발효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

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재료도 쌀로 고슬고슬하게 지은 고두밥과 엿기름이 들어간다는 점은 식혜

와 같지만 고춧가루와 무를 넣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강물을 넣어 알싸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과 아삭하게 씹히는 무와 탱글한 밥알이 독특한 식감을 만들어 낸다.

안동 헛제삿밥 조리법 

식재료 

쌀 360g(2컵), 밥 짓는 물 470mL(2 
1
3 컵), 무 300g(

1
3 개), 두부 250g(

1
2 모), 상어 200g, 쇠고기 

200g, 간고등어 200g(
1
2 마리), 달걀 100g(2개), 동태포 80g(6토막), 시금치 80g, 콩나물 80g, 배추 

80g, 삶은 고사리 50g(
1
4 컵), 도라지 50g(3뿌리), 다시마 30g, 물 적량, 국간장 2큰술, 다진 생강 1작

은술, 참기름 
1
2 큰술, 깨소금 

1
2 큰술, 소금 2작은술, 식용유 

1
2 큰술, 설탕 약간

부재료 

•반죽물 : 밀가루 2큰술, 국간장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소금 약간, 물 1큰술

만들기 

1 쌀은 깨끗이 씻어 30분 정도 불린 후 물을 부어 밥을 짓는다.

2  간고등어와 상어는 손질하여 직사각형으로 썬(3×7×1cm) 후 상어는 소금을 약간 넣어 간을 

한다.

3 쇠고기는 결 방향으로 직사각형으로 썰어(3×8×1cm) 소금으로 간을 한다.

4 2와 3을 꼬치에 끼워 식용유를 두르고 지진다.

5 시금치는 다듬어서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후 소금, 참기름, 깨소금으로 무친다.

6  도라지는 소금으로 비벼 씻어 쓴맛을 빼고 데친 후 소금,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하여 팬에 식용

유를 두르고 볶는다.

7 삶은 고사리는 씻어 물기를 빼고 국간장, 참기름으로 무쳐 팬에 볶다가 물(1큰술)을 넣어 끓인다.

8  무의 반은 나박썰기 하고(2×2×0.5cm), 나머지 반은 채 썰어(5×0.2×0.2cm) 소금에 절인 후 

물기를 빼고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생강, 소금, 참기름을 넣어 볶는다.

9 콩나물은 씻어 소금 간을 하여 물(1큰술)을 붓고 볶아 참기름, 깨소금으로 무친다.

10  동태포는 어슷하게 썰어 놓고, 두부는 반은 깍둑썰고(사방 2cm), 반은 1cm 두께로 썰어 소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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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지져서 3×4cm 크기로 썬다.

11  배추는 칼등으로 두들겨 놓고, 다시마는 물 4컵에 불려 반은 5×5cm 크기로, 반은 2×2cm 크

기로 썰고, 다시마물은 따로 둔다.

12 밀가루에 소금, 참기름, 국간장, 물을 넣고 섞어서 반죽물을 만든다.

13 달걀 1개는 소금 간을 하여 풀어 놓고, 나머지는 소금을 넣고 삶는다.

14  가열된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시마(5×5cm)와 배추잎은 반죽물을 묻혀 지지고 동태포는 밀

가루, 달걀물 순으로 묻혀 굽는다.

15  냄비에 11의 다시마 불린 물을 넣고 끓여 다시마(2×2cm), 무를 넣고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끓으면 두부를 넣고 한소끔 더 끓인다.

16 밥과 위에서 준비한 국, 각종 나물, 전, 삶은 달걀을 담고 국간장을 곁들인다.

평양비빔밥 

볶은 쇠고기와 각종 채소를 밥에 얹어 고추장에 비벼 먹는 것으로 전주비빔밥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데 19세기 중반 이규경이 편찬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평양비빔밥이 가장 맛있다고 기록된 것으

로 보아 비록 전주비빔밥처럼 상품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에는 평양비빔밥이 상당히 유명했

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비빔밥에는 쇠고기 볶음과 호박, 숙주나물은 기본이고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등 버

섯류가 특히 많고 절반은 다져서 갖은 양념을 해 따로 볶는다. 북한은 쇠고기가 흔하지 않아 돼지고

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살코기만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볶는다. 송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은 

가늘게 찢고, 표고버섯은 가늘게 채 썰어 볶는다. 숙주나물과 미나리는 살짝 데쳐서 갖은 양념을 넣

어 무치고, 고사리와 도라지는 삶아서 쌀뜨물에서 담가 쓴맛을 우려내 각각 팬에 볶고 간한 뒤 육수

를 넣어 익힌다. 달걀은 황백 지단을 부쳐 채 썰고, 달콤한 배도 채 썬다. 큰 대접에 밥을 담고 그 위

에 쇠고기와 나물을 색 맞추어 담고, 가운데에 다진 쇠고기 볶음을 놓고 그 위에 김 가루를 뿌리거나 

다시마튀각을 얹는다. 또한 평양비빔밥에는 고추장을 심심하게 풀어 끓인 쇠고기 양지 육수에 마름

모꼴 지단을 띄워 곁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성 차례 비빔밥 

제사에 사용한 나물로 만들기 때문에 차례비빔밥이라고 한다. 차례비빔밥에는 무국이나 토란국이 

잘 어울린다. 개성에서는 비빔밥에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섞어 비빈다. 또 볶은 다시마를 꼭 쓰는

데, 튀각을 대신 넣어도 된다. 튀각은 다시마를 깨끗한 행주로 닦아 식용유로 튀긴 뒤 뜨거울 때 쇠절

구에 빻아 가루를 낸 것이다. 이것을 비빔밥에 뿌려 먹는다. 튀각을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면 1년을 두

고 먹어도 바로 튀긴 것처럼 바삭바삭하다.

해주비빔밥 

황해도 향토음식인 해주비빔밥은 해주교반이라고도 불리는데 밥 위에 닭고기와 여러 가지 나물 등을 

얹어서 만드는 비빔밥이다. 해주비빔밥은 해주 수양산에서 나는 고사리와 황해도 특산물인 김을 넣고, 

미리 기름에 볶은 밥을 소금으로 간을 한 뒤에 닭고기를 기본 고명으로 얹는 것이 다르다. 삶아서 가늘

게 찢어 양념에 무친 닭고기, 길이대로 찢어서 소금 넣어 볶아낸 송이버섯 또한 해주비빔밥의 맛을 돋

우는 재료이다. 여기에 색색으로 갖춘 나물들을 얹고 구운 김을 부순 고명과 달걀 지단을 얹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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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세계로 뻗다

비빔밥의 영양학적 가치 

 

저칼로리의 균형 잡힌 건강식 

비빔밥은 한국의 전문가 100인이 선정한 ‘최고의 건강식’에서 5위에 선정된 음식으로서, 1~4위가 

콩, 현미, 토마토, 김치 등 단일식품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음식 중에서 단연 으뜸가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갖가지 나물과 고기 등이 어우러져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갖은 나물

을 통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그리고 풍부한 섬유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비빔밥의 예를 들면 비빔밥은 다른 음식에 비해 한끼에 섭취해야 하는 에너지 함량이 

600~700kcal를 넘지 않으면서 일부 칼슘과 철분 등의 무기질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

히 제공해줄 수 있는 균형식이다. 특히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영양소인 비타민 A, 비타민 C와 섬유소 

는 성인이 식사 한끼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필요량의 각각 379%, 175%, 200%에 달한다. 또한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등도 충분히 공급해주므로 피로 회복 효과까지 얻

을 수 있다. 

비빔밥의 영양학적 우수성은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다. 쌀에 포함된 펩타이드는 혈압상승을 억제

하고 비타민 E, 엽산, 토코트리에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고추장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담당한다. 비위를 가라앉히고 안정감을 주

며, 땀이 나게 만들어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드라마 속에서 우울

하거나 답답할 때 양푼 한가득 밥과 나물을 담고 고추장을 넣어 썩썩 비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

주 등장하는 것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식 세계화의 첨병 

융합과 통합의 식문화 

한식 세계화 붐에 힘입어 해외에 비빔밥이 자주 소개되고 있다. 자연스레 외국인들이 불고기와 함

께 첫손에 꼽는 대표적인 한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빔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외국

인들은 어떤 비빔밥을 접하고 있으며 어떤 시각으로 비빔밥을 바라보고 있을까? 또한 우리들은 그들



에게 비빔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밥과 반찬으로 이루어진 ‘반상차림’이라는 것이다. 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면 반드시 반찬을 한 가지 이상 집어먹게끔 되어 있다. 3첩, 5첩, 7첩, 9첩이라는 첩 수에서도 

알 수 있듯, 반찬의 종류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 나는 재료들을 골고루 쓰고 조리법이 겹치는 법이 없

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서 구성한다. 거기에 양념과 고명을 섬세하게 씀으로써 음양오행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우리의 반상차림이다. 

그런데 그 공식을 깨버린 음식이 하나 있다. 바로 비빔밥이다. 한 그릇 안에 밥과 반찬이 함께 담겨 

있다. 그리고 모든 재료를 뒤섞어 비벼 먹는다. 일정한 순서에 의해 식사를 하는 서양인들의 시선으

로 보면 독특하다 못해 낯설기까지 한 식사법이다. 그러나 비빔밥만의 ‘비벼먹기’에는 우리 민족만의 

특별한 문화적 특성이 배어 있다. 

비빔밥의 다양한 설에서 보았듯, 비빔밥은 제례 문화에서 비롯된 식문화이다. 제물을 진설함에 있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나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차려내는 것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의식의 

발로이다. 또한 조상에게 바친 후 후손이 골고루 나누어 비벼 먹는 음복의 풍습은 조상과 후손이 하나

가 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주와 자연,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과거와 현재, 조상과 

후손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 등장하는 음식이 바로 비빔밥인 것이다. 비빔으로써 얻어지는 맛 또한, 이

리저리 뒤섞여버려 애초의 미각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추장과 참기름에 의해 융화되어 

새로운 맛이 창조된다고 볼 수 있다. 

비빔밥은 모든 재료가 각기 가진 맛의 특징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이끌어내는 

융합과 통합의 식문화를 가장 잘 구현해낸 음식인 것이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음식 인지도 및 비빔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그들이 비빔밥

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이미지는 ‘자연식’, ‘먹기 

편한’, ‘맛이 좋은’, ‘영양적인’이라는 것이다. 채소를 듬뿍 사용하며 볶거나 튀기는 조리법을 최대한 배

제한 비빔밥이야말로 성인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임에 틀림없다. 그 대상이 한

국인에 국한될 필요는 더욱 없다. 몸에 좋은 음식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깊은 철학적 성찰이 담긴 음

식문화의 결정체로 인정받는 비빔밥이야말로 세계인에게 꼭 필요한 음식, 그만큼 반가운 음식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늘에서 맛보는 비빔밥 

비빔밥은 서울시가 지난 2000년 외국관광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음식으

로 뽑힌 바 있다(조선일보, 2000. 05. 24).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빔밥 관능검사 결과를 보면 

재료 중에 콩나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시금치, 고기, 표고버섯, 당근, 볶은 호박, 오이, 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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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묵, 미나리, 도라지 순으로 호감을 보인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비빔밥을 접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외국에 있는 한식당에서 맛보기도 하고 한식세계화 

정책에 따라 개최되는 다양한 한식 관련 행사를 통해 접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경

로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늘 위의 식사’이다. 국내 항공사에서 비빔밥을 기내식으로 채택한 까

닭이다. 1990년대 초반 대한항공에서 처음 기내식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비빔밥은 아시아나 항공은 

물론, 이제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항사의 기내식 목록에도 오를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반 항공기를 거쳐 최근에는 우주에서도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바로 우주

식(食)이다. 전주시와 정읍 방사선연구소가 1년 여의 연구 끝에 한국을 대표하는 우주식으로 비빔밥

을 내놓은 것이다. 

우주식 비빔밥은 건조된 밥에 물을 부은 뒤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 용액을 넣고 15분만 기다리면 먹

음직스러운 비빔밥이 완성된다. 맛도 뒤지지 않는다. 직접 시식을 해본 시민들은 “비빔밥의 감칠맛과 

매콤함이 살아있다.”며 대부분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장

이 쉽고 휴대하기 편리한 기능을 살린 우주식 비빔밥은 러시아 연방 국립과학센터(SSCRF) 산하 의

생물학연구소(IBMP)의 인증평가도 통과했으며 실제로 시판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주식 

비빔밥의 시판 예상 가격은 4,500원이다. 등산이나 낚시 등 기타 야외활동 외에도 국가재난, 군 전투 

식량 등 극한 환경에 대비해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비빔밥의 세계는 지구 도처를 덮고 우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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