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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이 건강과 삶의 여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속도

우선주의 풍조에 대한 대안으로 슬로우 푸드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종가와 종가음식의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다. 요란하고 화려할 것 같다거나, 현대인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와는 달리 정성이 가득 담긴 소박하고 여전히 맛있는, 그렇지만

항상 비밀스러웠던 종가음식이 이젠 세상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종가음식은 맛과 멋, 정(情)과 예(禮)라 표현할 수 있다. ① 맛(味) : 한결같고

정성이 담긴 맛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것이 종가음식이다. 종가음식은 ‘로컬 푸드’의

원조이자 ‘슬로우 푸드’의 대명사로서 의미를 지니는데,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종가음식의 기본이며, 오랜 기간 정성으로 담그는 장은

모방할 수 없는 종가음식의 대들보이다. ② 멋(美) :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종가음식은 항상 맛깔스러운 색과 모양, 담음새를 유지한다. 오색으로 수놓은 떡과

전, 꽃 모양의 오징어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는다. 또한 ‘책걸이 상’이나

‘손님맞이 상’ 등 특별한 상황에 맞는 상차림은 종가음식의 ‘의미를 담은 멋’

이다. ③ 정(情) : 종가는 지역사회에서 상부상조라는 미덕을 실천하는 구심점

이었다. 제사를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협동이 이루어지고, 마을에서 함께 음복을

한다. 또한 종가를 방문한 손님은 항상 정성을 담은 음식을 대접했으며 ④ 예(禮) :

종가의 음식은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혼례가 있는 날은 맏며느리 큰상

내리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4대조까지의 기제사와 명절의 차례, 불천위제까지

많은 제사를 지내며 종가음식은 발전되어 왔다.

이제 종가음식은 (1) 한식 세계화의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계승․발전되어야

한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슬로우 푸드로서 한식의 인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종가음식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 종가음식에 과학성을

접목하여 가치를 제고하고, (3) 전통 식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그 일환으로, 종가음식과 문화를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문화 유산에

등재하여 세계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그간 종가와

종손 그리고 종부들이 고집스럽게 지켜 온 우리의 문화와 음식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조사하여 보존하고 국민들에게도 널리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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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가(宗家) 음식 이야기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푸드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향토 음식과 전통 식문화의 가치가 부각되어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대두되는 추세

○ 음식의 메뉴 뿐 아니라 식재료를 얻는 방식, 조리법, 식사법 등

식문화 전반을 하나의 패키지로 상품화하는 사례가 증가

- 프랑스, 멕시코, 지중해의 미식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세계

문화유산에 선정

* 유네스코 주관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성공한 도시의 경험을 세계가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 우리나라는 미식분야에 전북 전주가 가입을 추진

○ 음식(Eat)과 오락(Entertainment)이 만나 이터테인먼트(Eatertainment)로

변신하는 등 미식문화가 확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식분야 선정 도시

국가 및 도시 선 정 사 유

콜롬비아 포퐈얀
- 독특한 전통 요리법 보존

- 백년 이상 한결같은 방식을 고집하는 지역 향토음식이 발달

중국 청두(成都)
- 2천 명 이상의 마스터 쉐프 보유

- 300명 이상의 국가대표급 요리사 보유

스웨덴 오스터순드
- 지역생산 식재료를 활용한 전통적인 미식문화 보유

-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식문화의 가치 인정

□ 현대의 속도 우선주의 풍조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슬로우푸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 패스트푸드는 맛을 획일화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식사의 소중함과

미각의 즐거움을 주는 전통음식을 보존하자는 것이 핵심

- ’86년 이탈리아에서 카를로 페트리니가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 맥도날드가 개점하는 것에 항의하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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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宗家)와 종가음식의 재발견

□ 최근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하여 종가에 대한

가치가 부각

○ 종가는 조선 중기 이후에 대부분 형성되어 4백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고유의 씨족사회 전통을 보여주는 가족제도

○ 조선시대는 유교적 예학이 강조되는 사회로, 이에 따라 국가사회의

지도자격인 수많은 인물과 명문가가 탄생

- 율곡 이이(李珥)의 기호학파는 경기, 충청, 호남지역에 분포하고 퇴계

이황(李滉)의 영남학파는 토지와 서원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 분포

○ 종가는 현대에 있어서도 전통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산으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

* ’10년 8월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슬로우푸드 열풍으로 종가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지역의

종가음식을 발굴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증대

○ 종가음식은 각 집안의 전통과 종부의 솜씨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이

어우러져 다양하게 형성

- 음식의 종류도 제사, 식사, 접빈, 구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곁들여지는 술과 천연 조미료까지 포함된 방대한 콘텐츠 보유

퇴계 이황 종택 경주 양동마을 종가의 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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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宗婦), 종가 지킴이에서 문화 지킴이로

□ 종부는 종가의 맏며느리로서 대를 잇고 가문을 지키며 전통을 계승하는

역할로, 가문에서 높은 존경을 받는 인물

○ 종부는 가문의 제사와 손님 접대를 책임져야 하며, 각 종가마다

접빈객(接賓客)에 대한 예와 음식이 존재

- 가문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독특한 음식과 손님상, 집에서 담근

가양주(家釀酒)가 존재하며 종부는 이를 보존․계승하는 역할

○ 종손과 마찬가지로 종부가 세상을 뜨면 족친(族親)들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고인에 대한 존경과 슬픔을 표현

□ 현대에 있어 종부는 집안 내의 역할에서 나아가 우리 문화와 음식의

계승․발전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 종가는 우리의 유교문화를 현대에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그 자체로 중요한 문화적 유산

- 특히 우리 음식 예절과 접대 등 음식과 관련된 문화가 풍부하여

한식의 문화 코드화, 세계화를 위한 바탕으로 기능

○ 우리 음식을 지키는 인간문화재로서, 혹은 음식 사업가로서 현대

사회에서 종부의 역할은 더욱 활발하고 다양해지는 중

- 종가에서 담근 장을 사회와 공유하고 있는 순창의 이기남 종부와

임금님께 진상한 연엽주를 빚는 인간문화재 최황규 종부 등

박물관장이 된 종부(宗婦)

▷ 조선시대 3대 청백리 오리(梧里) 이원익 선생의

13대 종부, 함금자 충현박물관장

- ’64년 종갓집에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종부의 길에

접어든 제13대 종부 함금자 관장은 종가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고자 ’03년 종가박물관인 충현

박물관을 경기도 광명시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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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종가음식은 집안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고

외관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선입관이 존재

○ 종가에서 제사를 모실 때 준비하는 제사음식의 경우에는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최고의 음식을 준비

○ 그러나 평상시에는 상다리가 휠 정도로 많은 산해진미 보다는

오히려 정성이 담긴 소박한 음식을 즐김

- ‘성호사설’의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은 잡곡밥에 된장, 고추장,

김치, 나물로 이루어진 밥상으로 생활

* 콩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절식을 하자는 의미로 ‘삼두회’를 조직하기도

하였으며, 열 살까지는 매우 병약했으나 소박한 식단 덕분에 83세까지 장수

성호 이익선생의 삼두회(三豆會)

▷ 콩으로 만든 세 가지 음식(콩죽, 콩나물, 된장)을

차려놓고 친척들을 중심으로 개최한 詩會 모임

- 음식에 사치하는 탐관오리들을 비판하고 굶주림에

고통을 받는 백성들의 식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로 콩을 곡식 중에 으뜸으로 꼽고 콩을 예찬하는

시를 남김

□ 종가음식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일반인들과는 별개의 음식이며

현대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고전적인 음식이라는 편견

○ 종가의 음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드는 이의 정성이며 재료의

손질부터 조리 과정에도 먹는 이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담음

- 손이 많이 가는 복잡한 과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슬로우 푸드의 정신이 잘 담긴 음식문화

○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 발전

하여 현대인의 입맛도 충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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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명가

□ 외국에도 왕실, 귀족, 정재계 인사, 장인 등 유명한 가문이 존재하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종가와는 많은 차이가 존재

○ 소위 명문가는 정치, 경제, 학문적 위치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대에

따라 흥망성쇠가 큰 경향

* 지역 정치, 경제 등의 중심인 점, 집안의 후계자 교육방식은 비슷한 점이 있으나,

기타 방계에까지 미치는 영향이나 고유의 음식문화 부재 등의 차이가 존재

□ 미국은 비교적 역사가 짧아 초기에는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이주한

귀족가가 명문을 형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정재계 위주로 재편

○ 정계에서는 대통령과 장차관을 많이 배출한 케네디가(家), 루스

벨트가(家)의 정통명문과 신흥명문인 부시가(家)등이 유명

- 금융계의 모건가(家), 산업계의 록펠러가(家)가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명문가이며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 한 것으로도 유명

□ 유럽에는 중세부터 적용된 봉건제의 영향으로 많은 왕실, 귀족가가

존재하나 왕권교체 등으로 위상에 변화가 극심

○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전통 귀족가는 사회적 활동보다는 국가의

정신적 구심점의 의미가 커서 우리나라와 종가와 비슷

- 250여년 전통의 프랑스 로스차일드가(家)가 가장 유명하며, 최근에는

전통와인, 맥주, 도자기 등 장인의 가문 등도 명가로 부상

장인으로 이어진 명가의 전통

▷ 일본도, 전통가면, 종이인형, 오뎅 등 다양한 기술을

대대로 보존 발전

- 250년을 이어온 오뎅가게, 국외 반출이 금지된 일본도,

채화칠기, 보슈부채, 목공 등 다양한 명가가 존재

- 한편 일본의 정계 또한 세습정치라 할 만큼 정치명문가가

독점, ‘아소가(家)’, ‘하토야마가(家)’, ‘아베가(家)’등이 유명

  

일본 가문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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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명 종가

□ 우리나라에는 조선조 이후로 많은 종가가 존재하였으며 그 중에

최고의 종가는 문묘(성균관과 향교)에 모셔진 18인의 가문

○ 문묘에 배향된 인물들은 주로 사림집단에서 추천되고 학문과

덕행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의 정신적 지도자

- 신라 2현 설총, 최치원, 고려 2현 안유, 정몽주 등 4분에 조선

유림 14현을 포함하여 동국십팔현으로 추앙

□ 동국십팔현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종가 중의 최고 명문인 18가문

○ 신라 2현은 경주 설씨(薛氏), 경주 최씨(崔氏)가문이며 고려 2현은

순흥 안씨(安氏), 연일 정씨(鄭氏)

○ 조선 시대의 서흥 김씨(金氏), 하동 정씨(鄭氏), 한양 조씨(趙氏),

여주 이씨(李氏), 진성 이씨(李氏), 울산 김씨(金氏), 덕수 이씨(李氏),

창녕 성씨(成氏), 광산 김씨(金氏), 배천 조씨(趙氏), 은진 송씨(宋氏),

반남 박씨(朴氏)

□ 문묘배향공신을 배출한 가문은 최고의 학자가문으로 존경받았으며

국가에서도 그 후손을 녹용(錄用)이라는 특채방식으로 기용

○ 문묘에 배향된다는 것은 전통사회에서는 가문의 최고 영예로서

논의 과정이 정밀하고 매우 치열

- 고려의 대석학 이제현(李齊賢)이나 해동공자 최충(崔沖),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던 조식(曺植), 이이(李珥)도 제외될 정도로 엄격

종묘(宗廟), 문묘(文廟), 가묘(家廟), 동묘(東廟)

▷ 종묘는 조선왕조의 종통을 이은 임금의 위패를 모신 곳

- 문묘는 유학의 종통을 세워 정신적 지주가 된 인물의 위패를 모신 곳이며, 가묘는

그 집안의 종통을 이은 조상의 위패를 모신 곳

- 동묘는 중국에서 무신으로 추앙하는 관운장을 모신 묘로, 임진왜란시혼령이동대문을

수호하여왜군의한양진입을저지한것을기리기위해명황제가우리나라에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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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맛과 멋, 情과 禮

정성으로 지켜온 천년의 맛

□ 종가음식이란 전통의 맛과 멋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음식이자,

우리만의 정서와 예의가 담겨있는 문화적 집합체

○ 종가음식은 그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한 향토음식이며,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한 기다림의 음식

○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음식으로 아름다운 밥상을 차리는

것이 종가음식의 정신

○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손님에게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정의 문화가 담겨있는 것이 특징

○ 종가음식은 종가 구성원의 통과의례와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위한

상차림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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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味)

신선한 재료로 내는 맛

□ 종가음식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보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로 요리를 구성

○ 식재료의 신선도를 위해 주로 지역 특산물이 이용되어, 현대의

종가음식은 향토음식의 보고이자, 로컬 푸드의 원조

- 또한 각 지역에서 전해 내려 온 요리법들이 살아 있어, 지역문화

보존의 역할까지 수행

□ 대표적 로컬푸드로서의 종가음식은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것뿐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전승

○ 바다와 멀어 해산물을 구하기 어려운 충북 청원의 문화 류씨

대승공 류차달 종가에서는 콩을 이용한 요리가 많은 것이 특징

- 산나물과 콩 위주의 식단으로, 계절마다 다른 별미장을 이용

*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는 빠금장, 여름에는 된장, 가을에는 담북장

- 콩밥, 삶은 배추 된장무침, 돼지고기에 된장을 넣고 삶은 수육 등

콩을 재료로 하는 다양한 향토음식이 보존

○ 경상도에서는 인근 바다에서 상어가 많이 잡혀, 돔배기1) 구이 등

상어를 이용한 음식을 애용했으며, 오늘날에도 제수음식으로 사용

경상도만의 제사 음식, 돔배기 구이

▷ 바다가 가까운 경상도에서 제사상에 올리던 상어 고기

- 예부터 한의학에서는 상어를 “교어”라 하여 오장을

모두 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며, 특히 간과 폐를 돕는

작용을 보유

1) 간을 쳐서 토막 낸 상어고기라는 뜻의 경상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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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을 위한 기다림

□ 종가음식은 전통의 맛이 보존되어 온 내림의 음식이자 기다림의

음식으로, 그 비법의 완성은 대대로 내려온 장맛

○ 장은 긴 시간 발효를 거치는 대표적 슬로우 푸드로서, 같은 방법으로

요리를 해도 흉내 낼 수 없는 종가음식의 대들보 역할

○ 모든 문중에는 그 가문만의 장이 보존․계승되고 있으며, 보은

보성 선씨 선영홍 가문에는 350년 된 씨 간장이 존재

○ 대나무가 많은 담양 장흥 고씨 고세태 종가에서는 죽염 간장으로

만든 장아찌와 전복초, 우엉탕 등이 유명

□ 귀한 재료를 오래 즐기기 위해 탄생한 장아찌는 오랜 기간의 숙성으로

재료를 순화시킨 또 하나의 ‘기다림의 음식’

○ 장아찌는 채소류를 소금물, 간장, 식초 등에 발효시켜 저장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발효의 독특한 풍미와 기능성이 생성

○ 순창 안동 권씨 추밀공 가문에는 홍삼장아찌와 굴비장아찌, 전복

장아찌, 더덕장아찌 등 다양한 장아찌가 유명

- 홍삼장아찌는 순창 전통고추장에 4~6년 된 홍삼을 넣어 장기간

숙성시키며, 쌉싸름한 맛이 일품

‘이기남 할머니 고추장’을 탄생시킨 배움과 기다림

▷ 순창 안동 권씨 추밀공 가문의 이기남 종부 이야기

- 지금의 ‘이기남 할머니 고추장’이 탄생하기까지는, 까다로운 집안 어르신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오랜 단련의 시간이 필요

- “꼬막을 삶을 때 꼬막의 입이 탁 벌어지려는 그 순간에 건져야 가장 맛이

있으나, 그 시점을 놓친 꼬막을 상에 올리면 종손이신 시아버님은 밥상을

마당으로 내 던졌다.”고 이기남 종부는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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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美)

정성을 담아 한껏 멋 낸 음식

□ 종가음식은 맛도 좋지만 음식의 모양과 담음새, 차림새가 정성이

담겨 아름답기로 유명

○ 아름다운 음식으로 요리 하는 사람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의미가 담긴 모양으로 먹는 사람의 안녕까지도 기원

- 다양한 색, 꽃으로 장식한 보기 좋은 음식은 먹는 맛을 더하고,

오방색 장식은 음양오행에 순응하는 건강한 삶을 기원

□ 충재 권벌 종가의 닭실 마을 오색한과는 천연 색소로 물들인 다섯

가지 색의 한과가 곱기로 유명

○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색 한과는 치자와 검은깨, 흰깨,

지초 등 자연에서 얻은 다섯 가지로 물들인 웰빙 한과

- 오색 한과는 음양오행의 오방색2)에 근거하여,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로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

- 현재 닭실 마을의 오색한과는 마을 부녀회의 노력으로 닭실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발전

재령 이씨 석계 이시명 가문의 조리서

▷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의 가을 손님상

- 약 340년 전, 석계 이시명 선생 부인인

장계향 선생이 후손들을 위해 지은 조리서

- 경상도 지방에서 실제로 만들던 음식의

조리법과 저장발효식품, 식품보관법 등

146가지를 소개

2) RDA 인테러뱅 제11호 ‘농업에 色을 입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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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담아 그때그때 다른 상차림

□ 종가음식은 상을 차리는 상황과 상을 받는 이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의미가 내포

○ 강릉 창녕 조씨 종가에서는 태극모양의 웃기떡으로 사위의 첫

생일상을 차리는 전통이 존재

- 태극모양은 음양오행과 우주의 원리, 조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위가 나라의 큰 동량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의미

- 치자와 맨드라미 물을 들인 색색 편의 위에 얹었다고 해서 웃기

떡으로, 옛 할머니들은 12가지까지 색을 내기도 했음

○ 보성 선씨 선연홍 가문에는 서당에서 책 한권을 떼고 나면 이를

격려하기 위한 책거리상이 존재

- 이 책거리 상에는 속이 빈 송편이 올라가는데, 이는 학동의 지혜

구멍이 송편처럼 뚫리라는 바람을 의미

○ 대구에 위치한 경주 최씨 종가는 설에 가래떡을 어슷한 모양이

아닌 둥근 형태로 써는 태양떡국을 차림

- 떡의 동그란 모양이 해를 닮아 태양떡국이라 부르며, 한 해 지날

때마다 동그란 해를 먹는다는 의미

웃기떡 보성 선씨 책거리상 태양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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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情)

함께 만들고 나눠 먹는 情

□ 종가는 혈연 내 상부상조를 몸소 실천하고 이를 사회로 확장시켜

서로 돕고 나누는 정신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

○ 종가에서 불천위 제사를 준비할 때는 가문의 일가들이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음식 준비를 함께 하며, 상부상조를 실천

○ 또한 평소에는 소박한 식생활을 하지만, 각종 제례 때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베풀고 나누는 문화가 존재

- 가까운 곳에 사는 노인들은 제삿밥을 기다리기도 하여 제사가

끝나면 제사 밥상을 차려 집집마다 날랐다고 전래

□ 경주 최씨 종가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자손들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전통이 존재

○ 특히 최씨 종가의 육훈에는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아,

‘노블리스 오블리제’로서 종가의 모습이 계승

*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재석을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마라.” 등

언제나 정성껏 맞는 손님

□ 종가에는 제사뿐 아니라 종손을 방문하는 손님이 일 년 내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 항상 정성껏 손님을 맞는 정신이 존재

○ 종가에 온 손님을 빈 속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각 종가마다 전래되어 온 핵심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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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의 품은 너르고 깊어, 길손이 끊이지 않는 법’이라는 밀양

밀성 손씨 손성증 종가에는 손님맞이 칠첩 외상이 유명

○ 밀성 손씨 종가댁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겸상을 하지 않고,

손님맞이 칠첩 외상을 내어 여유와 기품을 유지

○ 찬은 하나하나 뚜껑이 덮인 유기에 담겨져 나오며, 문어수란채국,

황태보푸리, 약장, 전복초, 갈비찜, 자반, 돔장 등으로 구성

□ 예안 이씨 참판댁에서는 연엽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한결같은 정성으로 연엽주 주안상을 내는 전통

○ 연엽주는 5대 종손 이원집이 임금님께 진언 할 당시 함께 올린

술로, 임금님께 진상하였다 하여 제사에 올리는 귀한 술

- 연엽주로 손님맞이 술상을 차리는 것은 그만큼 손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

□ 선비의 기개 소나무, 솔향이 번지는 일두 정여창 종가의 송순주

○ 일두 정여창 가문은 과객을 소홀하지 않고 거두어 편히 쉬게

하였으며, 그 상차림에 빠지지 않았던 술이 바로 송순주

- 과거 길에 오른 청년의 걸음이, 함양 일두 가문의 솔향 번지는

술상에서 한 숨 쉬어가길 바라며 차린 손님맞이 상

칠첩 외상 연엽주 주안상 송순주 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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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禮)

가문의 일원이 됨을 고하는 의식

□ 관례(冠禮)는 서양의 성인식에 해당되며 남자가 조상에게 자신이

어른 됨을 알리는 의식

○ 대상이 되는 남자는 관자(冠者)라 하여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되며,

두루마기와 도포를 걸쳐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 옛 사람들은 관례를 혼례보다 중히 여겨 미혼이라도 관례를 마치면

성인대우를 했으며 사대부가에서는 잔치도 혼례보다 훨씬 성대

서양의 성인식과 우리의 관례

▷ 서양의 성인식은 대체로 사냥 등 집안의 일원이 될

자격증명 의식인데 반해 우리는 집안어른이 검증

- 효경(孝經), 논어(論語)에 능통하고 예의를 아는가에 대하여

문중과 교류가 있는 이웃 명가의 종손인 빈(賓)이 검증

- 여성은 혼약이 되면 성인의 복색을 갖추고 쪽을지어비녀를

꽂았으며, 어질고 예법에 밝은 부인을 계빈(戒賓)으로 청함

□ 예식 3일전에는 사당에 고하며 전일에는 예를 알고 덕망이 있는

학자를 주례자로 모시는데 이를 빈(賓)이라 하며 서양의 대부에 해당

○ 삼가례를 치른 뒤 빈은 관자에게 술잔을 건네며 성년을 축하하고

관자에게 자(字)를 선사

- 빈이 관자에게 내리는 술은 보통 가양주가 사용되었으며, 문중의

전통적인 주안상을 차려 빈과 찬을 대접

○ 관례 날 사용되는 술은 종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양주로서

아산 연엽주, 서울 향온주, 해남 진양주 등이 유명

- 종가별로 가양주에 맞춘 전통 주안상이 별도로 존재하며 데친 문어,

북어보푸라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교동법주의 주안상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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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식구를 환영하는 의식

□ 혼약이 결정되면 신랑은 함을 지고 신부 집을 방문하였으며, 처가가

될 집에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사위맞이 상을 준비

○ 경주 최씨 종가에서는 사위가 함을 가지고 경주에 방문하자 숙소로

5리 길을 옮겨 큰 교자상 2개에 산해진미를 올려 대접

- 본가에 신행을 할 때는 신부는 시댁의 친척집에 들러 하루를 묵고

(중방든다) 다음 날 신부 복장을 갖춘 후 본가의 혼례에 참석

□ 혼례식 후에는 신랑 집안의 예법에 따라 ‘맏며느리 큰상 내리기’를

통해 집안의 새 식구를 환영

○ 맏며느리에게 내리는 큰상은 시댁에 와서 주눅 들고 어려워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깊은 속정이 내재

- 퇴계 이황 종가에서는 큰상 차림에 커다란 잉어에 소고기와

각종 양념을 넣어 만든 잉어찜을 올려 다산과 건강을 기원

- 또한 귀한 전복을 담백하고 부드럽게 조려낸 전복조림을 올려

귀한 사람을 환영하는 뜻을 표현

○ 처가에서 보내는 폐백음식과 이바지 음식은 집안의 가풍과 솜씨를

보이는 기회이며 동시에 자식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를 전달

이바지 음식에 담긴 뜻

▷ 이바지 음식은 혼례 다음 날 시어르신께 지어올리는 식사를 위한 밑반찬류와

사당에 혼인을 고하는 음식

- 혼례 다음날 시어르신께 올리는 아침진지를 혼자 준비할 때 수고로움을 덜도록

처가에서 배려

- 새색씨는 혼자 간과 색, 모양을 갖추어 진지를 올리며 시댁 어르신들께 음식에

대한 솜씨와 맛을 평가받음

- 조언을 하는 것은 종부인 시어머니만의 고유권한으로, 시댁 음식의 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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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마다 다양한 제례(祭禮)

□ 종가에서는 기제사와 명절의 차례 외에도 시조와 국가나 유림에서

선정된 인물의 불천위제까지도 지내는 것이 특징

○ 사당에는 본래 4대조까지만 모시므로 새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면

5대조의 위패가 나가고 새로이 위패를 모시는 길제(吉祭)를 거행

* 길제는 손이 끊이지 않아 5대조가 옮겨지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제사

○ 국가에 공훈이 크거나 학식이 뛰어난 학자로서 ‘불천위’ 지정을 받은

조상은 사당에서 신위를 옮기지 않고 영원토록 불천위제로 기념

□ 제례에 사용되는 음식은 불천위나 조상의 유지를 받들거나 평소

즐겨 드시던 음식을 놓는 등 다양하여 문화적 가치가 존재

○ 성산 이씨 이원조 종가는 집안 고유 장(獎)의 일종인 ‘집장’을,

서애 류성룡 종가에서는 ‘중박계’라는 과자를 제사에 사용

○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밀과를 올리지 말라는 유지를 남긴

퇴계 이황 종가에서는 약과나 유과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

○ 한훤당 김굉필 종가에서는 노란 국화로 담가 20일 동안 발효시킨

스무주를 제주(際酒)로 사용

○ 제사 음식을 상에 놓는 방법은 지방마다, 가문마다 달라서 ‘남의

제사에 가서 감 놔라 배 놔라’라는 속담이 유래

해남 윤씨 윤선도 종가의 불천위제 모습 서계 박세당 가문의 불천위제 상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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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한식세계화의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계승·발전

□ 종가음식은 우리만의 독특한 식문화로 동양권에서 중국, 일본과도

확연히 차별화가 가능하므로 한식세계화의 아이템으로 활용

○ 종가음식은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대표적인 산물이므로 종가의

문화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상품으로 개발이 필요

- 국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종가음식의 다양

화, 대중화, 고급화 노력이 요구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종가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를 활용하여 대표적 슬로우 푸드로 자리매김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는 ’로컬푸드‘, 몸에 좋아 약이

되는 '약선음식’ 등의 의미를 덧붙여 부가가치를 창출

- 신선하고 정갈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여 자연과 전통의

손맛으로 계승된 음식이라는 가치를 부각

* 최근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사찰음식

체험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도 고려

□ 단순한 대중화 전략으로 전통의 맛을 손상시키거나 종가의 전통에

위배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

○ 종가음식의 발굴, 체계화, 확산 등의 사업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

- 종가음식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신뢰성이 있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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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음식에 과학성을 부여하여 가치를 제고

□ 집안의 종부에 의해 전통적으로 전수되던 종가음식에 현대의 과학을

접목하여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

○ 종가 중심의 공동체 문화에서 발달한 종가음식은 노동집약적이며

계량화가 어렵고 현재 맥을 잇고 있는 종부들의 연령이 고령

- 고령의 종부들이 생존 시에 과학적인 접근으로 재료, 레시피 등의

자료 발굴 및 보존이 시급

○ 계량화 되어 있지 않은 음식이 대부분이므로, 재현이 가능하도록

매뉴얼화

* 영양적 가치 평가, 약선으로서의 효능 평가 등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전통 식문화 관광상품으로 개발

□ 종가는 종택, 음식, 가양주, 역사와 인물이야기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관광자원

○ 종가음식 관광체험을 통해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것 뿐 아니라,

전통식문화 교육, 공동체문화(유교문화) 체험 등이 가능

○ 관광업체,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급 문화

상품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

* 유명호텔의 ‘봄철 종가 특선음식’ 메뉴 개발 및 이벤트 개최 등

종가음식 문화의 다양한 관광체험 사례

- 경북 봉화의 안동 권씨 종가 : 집성촌인 닭실마을에서 ‘유교문화체험’ 추진,

예절, 제례, 민속놀이, 우리집 역사 알아보기 등의 ‘1박2일’ 체험프로그램 운영

- 경북 영양의 재령 이씨 석계 이시명 종가 : ‘고택체험관’ 운영 : 대구껍질느르미

등 「음식디미방」에 기록되어 있는 메뉴 체험 등

- 강원 강릉의 창녕 조씨 명숙공 가문 : 농촌진흥청의 농가맛집 ‘서지초가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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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음식 문화를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

□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 고유의 종가문화, 종가음식의

세계화 노력이 요구

○ ‘95년 12월에 우리나라 종묘(宗廟)가 유형의 건축물에 무형의

제례의식이 합해져 복합문화재로 인정받아 문화유산으로 등재

- 종가의 종택(宗宅)과 제사라는 정신문화와 종가음식을 결합하면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 퇴계 이황 종가나 율곡 이이 종가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

유산 등재 추진에 적합한 후보

□ 각 문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음식관련 서적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부각시킬 필요

○ 경북 안동의 광산 김씨 예안파 문중에서는 450여 년이 된 요리책

「수운잡방(需雲雜方)」이 전래

- 수운이란 격조를 지닌 음식문화를 뜻하고 잡방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의미하여 풍류를 아는 사람들에게 걸 맞는 요리방법

* 경북 안동지역의 121가지 음식과 61종의 가양주 제조법을 담고 있는 조선

전기의 식생활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

○ 석계 이시명 종가의 부인인 안동 장씨가 쓴 330여 년이 된 국내

최초의 한글요리서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도 존재

- 음식디미방은 좋은 음식 맛을 내는 방문이라는 뜻으로 경상도

음식 조리법과 저장발효식품, 식품보관법 등 146가지가 소개

○ 우리의 정신문화와 대를 이어온 노력 등을 감안하여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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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농업

최근 5년간 농가 경영구조 변화

(단위 : 천가구)

구 분 2005년 2010년 증감률(%)

농가인구(천명) 3,434 3,068 △10.7

농 가 수 1,273 (100.0) 1,177 (100.0) △7.5

전·겸업별
전 업 796 (62.6) 632 (53.7) △20.6

겸 업 477 (37.4) 546 (46.3) 14.5

경 지

규모별

경지 없음 17 (1.3) 16 (1.4) △5.4

0.5ha미만 458 (36.0) 420 (35.6) △8.4

0.5~1.0 331 (26.0) 299 (25.4) △9.6

1.0~2.0 281 (22.1) 256 (21.7) △8.8

2.0~3.0 93 (7.3) 86 (7.3) △7.9

3.0이상 93 (7.3) 101 (8.6) 8.1

영 농

형태별

논벼 648 (50.9) 530 (45.0) △18.2

전작 126 (9.9) 117 (9.9) △7.1

채소 230 (18.1) 219 (18.6) △4.8

특작 28 (2.2) 28 (2.4) 0.0

과수 145 (11.4) 170 (14.5) 17.2

화훼 10 (0.8) 19 (1.6) 90.0

축산 82 (6.5) 82 (6.9) 0.0

기타 3 (0.3) 21 (1.6) 600.0

자료 : 2010 농림어업총조사 잠정집계결과(통계청)

○ 최근 5년 동안 농가인구는 11% 감소하고, 농가수는 8% 감소

○ 계층별로는 겸업농가, 경지규모 3ha이상 농가, 과수, 화훼, 기타 농가가 증가

* 농진청 기술경영과 황대용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