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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함과 온유함을 갖춘 도덕적 품성
여중군자(����) 장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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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군자(����) 장계향(���)

말년에 셋째 아들 길암 이현일이 대학자이자 국가적 지도자에게만 부여하는 산림으로 불림을 받아 이조판서를 지내 법전에 따라 정부인의 품계가 내려졌다. 이때

부터 '정부인 장씨'라 불리게 되었다.

이곳 두들마을에는 그의 강인함과 온유함을 갖춘 도덕적 품성과 삶의 지혜를 체험하고 느낄수 있는 정부인장씨예절관과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어 있다.

한국 최초의 한글 음식 조리서 '음식디미방'의 저자

문화관광부 선정 1999년 11월 문화의 인물

조선중기 문학자, 서예가, 화가, 과학자, 사회복지실천가

한국화 "맹호도"와 자연과 세상을 노래한 시9편과 서간1편을 남김

당대에 이미 '여중군자'라 칭송받음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은 경당 장흥효의 무남독녀

시, 서, 화에 능통했으며 맹자, 정자의 어머니 같은 인물

소설가 이문열의 선대 할머니이자, 그의 소설 '선택'의 주인공

강인함과 온유함을 갖춘 도덕적 품성
장계향

장계향(1598~1680)은 석계 이시명의 스승인 경당 장흥효의 딸로서, 선조 31년 경북 안동 금계리에서 태어나서 숙종 6년 83세를 일기로 경북 영양 석보촌에서 타계하였다.

나이 일흔 무렵에는 눈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자손들을 위해 애써 음식하는 법을 정리하여 남겼다.

    ,             으

로 주목받고 있다.

장계향의 행적을 살펴보면, 왜란·호란과 같은 국가적·문화적 위기의 시대를 여성의 위치에서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

오늘날과 같이 전쟁의 혼란과 사회적 격변을 겪음으로써 '어른'이 존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여성이면서도 스스로 어른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준 대표적 여성상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기록 음식조리서
음식디미방

음식디미방은 한자어로 그 중 디는 알 지(�)의 옛말이며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년 전에 쓰여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이다.

340여년전 경상북도 영양지방에 살았던 사대부가의 장계향 선생(1598~1680)이 자손들을 위해 일흔이 넘어서 지은 조리서로서 1600년대 조선조 중엽과 말엽, 경상도

지방의 가정에서 실제 만들던 음식의 조리법과 저장 발효식품, 식품보관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책표지에는 한자로 규곤시의방(�����)이라 쓰여 있다. 책은 앞뒤 표지 두 장을 포함해 총 30장의 필사본으로 되어있으며, 1600년대 중엽과 말엽, 경상도 양반가

의 음식 조리법과 저장·발효 식품, 식품보관법 등 146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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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군자 장계향 예절관 장계향 유물 전시관 규곤시의방의 정부인 장씨

음식디미방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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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theme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theme/dd_village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theme/dd_village/jang_gaehyang
https://www.yyg.go.kr/dimi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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