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탁 위 가장 
푸근한 한 그릇, 설렁탕

글_이영경

드라마	속	장금이는	경합	과제로	설렁탕을	끓였다가	스승인	한상궁에게	쫓겨나고	만다.	

설렁탕은	가난한	백성이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먹는	음식인데,	질	좋은	고기를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궁에서도	구하기	힘든	재료	타락(우유)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에피소드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정성을	들여야만	하는	백성의	음식,	

그게	설렁탕이다.	느림의	요리이자	마음의	요리다.

드라마 [대장금] 20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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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민이 먹고 싶었던 설렁탕 한 그릇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인력거

꾼 김첨지는 ‘재수가 옴 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했다. 집에는 약은 고사하고 끼니

도 잇지 못하는 아내가 병이 위중한 채로 누워 

있고, 그 곁에는 마른 어미 옆에서 함께 굶주리

고 있는 어린 자식이 있다. 아내는 사흘 전부터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 오늘은 

집에 있으라는 아내를 뒤로하고 나섰는데, 아침

나절에만 30전 거리 한 번, 50전 거리 한 번을 

달렸다. 이어 당시로서는 큰돈인 1원 50전 거리

를 달리는 행운을 누렸다. 그야말로 ‘운수 좋은 

날’이다.

저녁에는 친구와 만나 몇 잔 마시고 취중에도 

설렁탕 한 그릇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

이 와도 일어나지 않고 대꾸도 없는 아내의 다

리를 걷어찼다. 미동이 없다. 그는 죽은 아내를 

보고 울며 말한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

더니만….”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고단한 하층민의 소박한 

바람은 설렁탕 한 그릇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설

렁탕은 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든든한 한 끼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는 비 내리는 

추운 날씨에 히터도 켜지 못하고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박중훈과 장동건이 설렁탕 먹는 상

상을 하는데, 그 대화가 꽤 구체적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설렁탕에, 고춧가루 풀

고 파도 듬뿍 넣고, 밥 말아서 한 숟가락 푹, 그 

위에 김장김치 쭉쭉 찢어 얹는 상상은 보는 이

의 입맛을 돋운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유독 

설렁탕이 자주 등장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유

치장이다. 영화 ‘강철중: 공공의 적 1-1’에는 이

런 명언이 나온다. “자장면은 당구장에서, 설렁

탕은 유치장에서 먹어야 제 맛!” 

현진건 [운수 좋은 날] 1924

예나 지금이나 
설렁탕은 
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든든한 한 끼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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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직접 참석한 제사에서 유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는 선농단이라는 제

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부터 농사

의 신인 신농(神農)을 모시는 제사로 선농제, 중

농제, 후농제를 지냈다. 설렁탕의 기원이나 그 

이름의 유래는 이중 선농제에서 비롯됐다는 설

이 가장 유명하다.

조선조 말에는 선농제만 남게 됐는데, 봄이 되면 

임금이 직접 참석해 제사를 지냈다. 농업사회였

던 조선에서 이 행사는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

됐다. 또한, 임금이 직접 논밭을 갈아 농사의 대

본을 보이는 적전지례(籍田之禮)를 행했으며, 가

끔 기우제도 지냈다고 하니 행사의 중요성을 짐

작할 수 있다. 행사가 끝나면 미리 준비한 큰 가

마솥에 쌀과 기장으로 밥을 짓고, 소는 갈라서 

국을 끓이고, 돼지는 삶아서 썰어 놓고 친경(親

耕) 때 소를 몰던 노농(老農)과 예순 살 이상 노

인에게 우선 먹였다. 그릇은 근방 농가에서 빌

농사의 신인 신농(神農)을 모시는 제사인 선농대제

려 온 뚝배기를 쓰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었다.

이 선농제는 조선의 마지막 국왕인 순종 때까

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

제의 민족문화말살 정책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1979년부터 제기동의 뜻있는 주민들이 ‘선농단 

친목회’를 조직해 조상들의 미풍을 되살리며 다

시 제를 올리고 있다. 매년 4월 행해지는 선농

제에서는 예전의 풍속대로 행사를 끝낸 뒤 사

람들에게 설렁탕을 나눠주고 있다. 

또 다른 설은 몽고의 고기를 맹물에 끓이는 조

리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설렁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몽어유해(蒙語類解)>에는 고기 삶은 

물인 공탕(空湯)을 몽고어로는 슈루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방언집석(方言輯釋)>에는 한나라에

서 콩탕, 청나라에서 실러, 몽고에서는 슐루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실러·슐루가 설렁탕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Culture www.kiha21.or.kr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예술에서	건진	맛



서민들을 위로한 든든한 한 끼, 설렁탕

낮추기 위한 꼼수가 계속됐다. 또한, 설탕이나 

사카린으로 절인 달콤한 깍두기는 허기진 사람

들의 입맛을 돋우지만, 개운하게 속을 풀어주던 

예전의 그 맛이 아니어서 오히려 텁텁한 뒷맛

을 남겼다.

먹고 살기 빠듯했던 시절엔 말 그대로 ‘기름기’

가 에너지가 됐으나, 건강식이 넘쳐나고 ‘잘 먹

는’ 현대인들에게 설렁탕이 예전만큼의 영향력

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또한, 설렁탕의 포화지

방산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병환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뼈

를 고은 설렁탕이 뼈에 좋다는 옛 풍문도 거짓

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늦은 밤, 문을 열고 들어

가 주문하면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깍두기와 

함께 뚝배기에 담겨 식탁 위에 놓이는 설렁탕 

한 그릇. 소금으로 적당히 간을 맞추고 후루룩 

먹는 그 맛은 사시사철 외면하기가 힘들다. 맛

이 있고 정이 있고 향수가 있다. 

배달부까지 생긴 ‘경성 패스트푸드’

설렁탕에 대한 구체적인 기원이 나와 있는 자

료는 없지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일제강점기다. 당시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용 소

고기 생산정책이 시행됐으며 전쟁물자 보급을 

위해 육우 대량생산으로 경성 내 정육점이 크

게 늘었다. 정육점에서는 소고기를 팔고 남은 

뼈와 그 부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음식을 팔기 

시작했다. 품위 없는 값싼 고깃국으로 불리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서민들에게는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인기 있는 음식이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경성의 설렁탕집은 100

여 개를 넘어섰고 양반이나 이른바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설렁탕을 주문해 먹기 시작하며 ‘설

렁탕 배달부’가 생겼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설렁탕은 변하기 시작했

다. 진한 유백색을 내기 위해 분유를 넣고 각종 

잡뼈를 넣어 국물을 우려내는 등 생산단가를 

소금으로 
적당히 

간을 맞추고 
후루룩 먹는 

그 맛은 
정이 있고 

향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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