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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오늘날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식사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고유한 음식문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
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의 사용방식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
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법의 등장과 사용방식, 나아가
당시의 음식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숟가락은 낙랑의 분묘에서 출토되지만 일부 최상층 무덤
에 한정되며 아직 젓가락은 보이지 않는다. 삼국시대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모두 나타나
며, 다양한 재질과 형식이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4세기 말~5세기 초 오녀산성에서 출
토되므로 늦어도 이 때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는 숟가락이 금관총 출토품
외에 사례가 없어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다. 다만 젓가락은 함안 성산산성에서 다수 출토되
어 6세기 후반에는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한성~웅진기 사례는 많지 않
으나 사비기부터 여러 유적에서 다양한 재질과 형식이 나타난다. 이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일찍부터 사용된 南北朝의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그들의 음
식문화를 받아들인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
용한 식사방식이 점차 하급관료나 그 하위계층에도 확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주로 왕실과 귀족층 위주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사용되지만, 백제
에서는 사비기부터 점차 그 사용 계층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예법이 시작된 곳은 고대 중국이지만 처음부터 숟가락
과 젓가락이 함께 쓰였던 것은 아니다. 고대 중국에서 숟가락은 국물이나 죽을 뜨고, 젓가
락은 국물 속의 건더기를 건지는 용도였으나, 점차 젓가락은 밥과 음식을 먹는데 사용되
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는 동시기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무령왕릉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서로 다른 곳에 놓인 데다
짝도 맞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다. 중국에서도 商~南北朝時代까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벌로 쓰지 않았으며, 그 배치도 음식기의 측면에 세로방향으로 두었다. 唐代에 이르러
숟가락과 젓가락은 지금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한 벌을 이루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밥상에서의 배치는 음식기 앞에 가로 방향으로 두었다. 고대 중국의 식사예법은
교류가 활발하던 동시기 백제의 음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무령왕릉에서는 출
토맥락이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아직 숟가락과 젓가락은 한벌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배
치도 음식기 옆에 세로 방향으로 놓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징은 사비기까지 지속되
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 숟가락과 젓가락은 고대 동아시아의 음식문화와 식사예
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요한 機制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숟가락 젓가락 낙랑 삼국시대 오녀산성 금관총 무령왕릉 사비기 식사방식 手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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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일상적인 식사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벌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 음식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두
가지를 한 벌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숟가락은 스프나 카레 등
액상 음식을 떠먹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될 뿐 일상적인 식사도구는 아니다. 이는 가장 먼
저 개인용 식사도구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였던 중국이나, 우리를 통해 받아들인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면 젓가락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1)

일상적인 식사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숟가락에 관한 연구는 이난영에 의해 처음으로 형식학적 접근이 시도되었
다(1976).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대상자료나 관련 연구의 축적이 적어 기초적인 형식분류
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발굴 자료의 증가에 힘입어 본격적인 고고학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정의도 2007a; 2007b; 2008; 2009a; 2009b; 2010; 2014). 이를 통해
이전까지 막연하기만 했던 숟가락의 형식, 편년, 시대별 주요특징의 변천 등이 보다 분명
하게 제시되었다. 다만 연구자가 적다보니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나 식사방식과 예법 등에
관한 음식문화사적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소략하나마 음식기의
관점에서 백제토기를 이해하고 ‘식사문화’의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어 주목된다(정수
옥 2015).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숟가락과 젓가락 연구는 여전히 음식문화사적 관점과 이해가 부
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삼국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통해 당시의
식사방식과 음식문화의 일면을 밝혀보려 하였다.
오늘날 숟가락을 의미하는 漢子는 韓中日 모두 ‘匙’이다. 그러나 古代 中國에서는
2)

‘匕’·‘勺’·‘柶 ’字 등도 사용되었다. ‘匕’는 숟가락 측면이 마치 날이 예리하고 짧은 ‘匕首’
와 닮아 숟가락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匕’의 자루에서 술잎으로 이어지는 형
태가 ‘一’字에 가까운 오늘날의 숟가락과 달리, 술잎에서 거의 90° 가량 꺽이는 고대 중국
의 숟가락과 유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勺’은 술이나 국물을 뜨는 국자 형태를 의미한
다. 중국에서는 용량의 단위로도 쓰였는데 술잎에 담기는 내용물은 1홉의 1/10이다(민중
서림 1997 : 323). 고대 중국에서 ‘勺’은 대개 술을 뜨는 酒器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종묘

1) 	중국에서는 숟가락 대신 국물을 떠 먹을 때 사용하는 ‘湯匙’라는 도구가 사용된다. 일본에서도 ‘れんげ’(‘蓮華’ 또는 ‘散蓮華’)라는
동일한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며 이는 중국의 ‘湯匙’를 받아들인 것이다.
2) 정현은 주에서 “이것은 그 모양이 ‘匕’와 같고 뿔로 만든 것”이라 하였다. 고대 중국에서 ‘匕’는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었던 반면,
‘柶’는 禮器로 많이 사용되었다(이돈주 2006 : 177~8)[그림 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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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에서 주기로 사용되고 있다. ‘柶’는 약간 우묵한 주걱형태에 가까운데 의례적인 요소
를 가져, 漢代 이후에는 그 쓰임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고대에
는 ‘匕’·‘勺’·‘柶’가 본래의 용도에 따라 명칭이 구분되었지만, 오랫동안 숟가락을 사용
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는 정확한 구분없이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숟가락의 세부명칭을 살펴보면, 음식물을 담는 부분인 ‘匙部’와 손잡이 부분인 ‘柄部’로
구분되는데, 이는 우리말로 ‘술잎’과 ‘술자루’에 해당한다. 술잎의 양옆으로 길다란 외면
끝부분을 ‘술날’, 자루 양쪽의 날부분은 ‘자루날’, 자루의 끝부분은 ‘술총’, 술잎과 자루가
연결되는 부분은 ‘술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배영동 1996 : 3)[표 1].
젓가락은 고대 중국에서 발명되어 오랫동안 쓰이면서 이를 사용하는 음식문화가 동아
시아 여러지역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고대 중국과 마찬가지로

‘箸’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櫡’, ‘箸’, ‘挾’, ‘梜’, ‘筴’, ‘筋’,
‘筲’, ‘敧’(飯敧)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주로 ‘筷子’라 부른다.

젓가락의 세부명칭을 살펴보면, 음식물을 집는 부분을 ‘집게’, 손으로 쥐는 부분은 ‘자

루’, 집게의 끝 부분은 ‘집게 끝’ 자루의 끝 부분은 ‘자루 끝’, 양쪽의 날 부분은 위치에 따
라 ‘집게 날’과 ‘자루 날’로 구분된다[표 1]. 숟가락과 달리 고대의 젓가락은 대개 단면이
편평하지 않고 뭉뚝하므로 ‘집게 날’이나 ‘자루 날’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표 1> 숟가락(배영동 1996 참조)과 젓가락 세부명칭

젓가락은 자루 부분에 바늘귀처럼 생긴 ‘귀’의 유무로 ‘귀젓가락’과 귀가 없는 ‘민젓가락’
으로 구분된다[표 1·3]. 귀젓가락은 금속제 고리나 끈 등을 이용하여 젓가락 2개가 하나
로 연결되도록 자루 위쪽에 구멍이 돌출되어 있다.

84

제34호

Ⅱ. 삼국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
1. 삼국시대 숟가락과 젓가락의 제 속성
삼국시대 숟가락과 젓가락은 그 사례가 매우 적어 구분 가능한 기형도 3가지에 불과하
다. 따라서 도출되는 세부속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 및 시대적 특징
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표 2> 숟가락의 기형과 속성별 형식
기형
‘-’자형(Ⅰ)

‘S’자형(Ⅲ)

‘ㄴ’자형(Ⅱ)

술자루형
직선형(a)

곡선형(b)

꺽임형(c)

술잎형
타원형(가)

횡타원형(나)

종타원형(다)

세타원형(라)

술자루 단면형
장방형(ㄱ)

세장방형(ㄴ)

말각방형(ㄷ)

타원형(ㄹ)

원형(ㅁ)

곡선펼침형(4)

장식형(5)

술총형
직선형(1)

곡선형(2)

직선펼침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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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숟가락의 형식[표 2]
숟가락의 기형은 세워놓은 입면형에 따라 ‘-자형(Ⅰ), ‘ㄴ’자형(Ⅱ), ‘S’자형(Ⅲ)이 있다.
이를 구성하는 세부속성으로 술잎은 술날 끝에서 술목까지의 평면형에 따라 타원형(가),
횡타원형(나), 종타원형(다), 세타원형(라)으로, 자루형은 직선형(a), 곡선형(b), 꺽임형(c)
으로, 술자루 단면은 장방형(ㄱ), 세장방형(ㄴ), 말각방형(ㄷ), 타원형(ㄹ), 원형(ㅁ)으로,
손잡이 끝의 술총은 직선형(1), 곡선형(2), 직선 펼침형(3), 곡선 펼침형(4), 장식형(5)으로
구분된다.

2) 젓가락의 형식[표 3]
젓가락의 기형은 자루에 설치되는 귀의 유무에 따라 민젓가락(Ⅰ)과 귀젓가락(Ⅱ)으로,
3)

단면형은 방형(ㄱ), 말각방형(ㄴ), 원형(ㄷ), 타원형(ㄹ), 다각형(ㅁ)으로 구분된다 .
<표 3> 젓가락의 기형과 단면형
기형
민젓가락(Ⅰ)

귀젓가락(Ⅱ)

단면형
방형(ㄱ)

말각방형(ㄴ)

원형(ㄷ)

타원형(ㄹ)

다각형(ㅁ)

2. 삼국시대 숟가락과 젓가락의 특징
한반도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웅기 서포항, 무산 범의구석, 나진 초도 등에서 숟가락과
유사한 형태의 골각기가 출토되었다[그림 1-①]. 하지만 형태적 유사성만으로 이를 오늘
날의 숟가락과 동일한 용도로 보기 어렵다. 당시의 골각기는 오늘날의 숟가락처럼 개인
용 식사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용구나 음식물의 조리와 분배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나진 초도유적출토 골각기를 보

3) 젓가락의 단면형태는 자루, 집게, 중간 등 부위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고서에 단면이 한 곳만 표현되거나 서술되
므로 이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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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술부 길이가 11cm, 전체 길이는 28cm 이다. 이 정도 크기는 국자, 주걱, 휘젓개 등
의 용도로 적합할 것이다. 만약 숟가락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술날의 사용면이 주로 닳
게 된다. 하지만 초도유적의 골각기는 술날의 중앙부가 오목하게 패인 것으로 보아 주로
이 부분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자르거나 눌러 고정시키는 용도였음을 알 수 있다.

①

②

<그림 1> ① 나진 초도 숟가락형 골각기 ② 평양 석암리 205호묘 출토 칠기 국자와 숟가락

한반도에서는 청동기시대까지 개인용 식사도구나 음식기종은 등장하지 않으며, 숟가락
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낙랑의 분묘에서 칠기로 만든 개
인용 식기와 숟가락이 출토되면서, 이를 이용한 식사방식이 한사군(B.C. 108) 설치와 함
께 등장하였음이 밝혀졌다. 숟가락은 평양 남정리 116호분, 정백동 2호, 3호, 37호분 남
곽, 석암리 205호분 등 여러 곳에서 출토되었다[그림 1-②]. 하지만 낙랑 무덤에서도 젓가
락은 아직 출토사례가 없다. 그런데, 국물이나 술을 뜨는 국자는 숟가락에 비해 훨씬 많
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처럼 낙랑의 음식기 및 식사도구의 출토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
은 사용빈도와 관련이 있다. 漢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은 필요에 따라 식사에 사용된 반면,
국자는 飮酒器와 飮食器로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낙랑의 숟가락은 중국 사천지역에서 수입된 고급 칠기유물과 함께 소수지배층의 분묘
에서만 출토되므로 그 사용계층이나 출토지의 한계가 명확하다(김은진 2006). 이러한 점
에서 한반도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확산되는 것은 삼국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출토된 숟가락과 젓가락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식사예법을 비롯한 음식문화의 특징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삼국시대의
각 유적에서 출토된 숟가락과 젓가락의 세부속성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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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삼국시대 숟가락 일람
국가

백제

번호

유적명

재질

출토유구/ 시대

기형

술잎형

자루형

자루단면

술총형

크기(단위 cm)

1

청주 신봉동

청동

90-44호/
5세기

Ⅲ

라

c

ㄱ

4

길이: 18.5

2

무령왕릉1

금동

분묘연도/
6세기 초

Ⅱ

다

a

ㄴ

3

길이: 19.5
술잎: 6.8
자루: 12.7

3

무령왕릉2

금동

분묘연도/
상동

Ⅱ

다

a

ㄴ

3

길이: 18.2
술부: 6.1
자루: 12.1

4

무령왕릉3

금동

분묘현실/
상동

Ⅱ

다

a

ㄴ

3

길이: 19.9
술부: 6.9
자루: 13

5

논산 표정리

청동

분묘군/
사비기?

Ⅲ

다

c

ㄴ

1

잔존: 19.4

6

부여 관북리

청동

수로/
7세기

Ⅰ

나

a

ㄷ

5

길이: 23

7

사비나성1,Ⅱ1차 건물조성

나무

건물조성층/
사비기

Ⅲ

다

c

ㄷ

2

길이: 14.7
술잎: 5
자루: 9.7

8

사비나성2.
Ⅱ지역

나무

구/사비기

?

다

?

ㄹ

?

길이: 10,
술잎: 5.5
자루: 4.5

9

부여 쌍북리
280-5

나무

3호건물지/
사비기

Ⅲ

다

c

ㅁ

2

길이: 29.7

10

능산리사지

나무

사지/
사비기

?

다

?

?

?

길이: 8.5
술폭: 4.3

1

오녀산성1

청동

서문지/
4세기말~5초

Ⅱ

라

a?

ㄷ

1?

길이: 17.4
술폭: 3.5

2

오녀산성2

청동

13호주거지/
상동

Ⅱ?

?

b

ㄱ?

4

길이: 7.2
자루: 1.5

3

오녀산성3

청동

22호주거지/
상동

?

?

a?

ㄱ

4?

길이: 6.6

4

오녀산성4

청동

22호주거지/
상동

?

라

?

?

?

길이: 8.1
술폭: 3.9

5

오녀산성5

청동

70호주거지/
상동

?

다

?

?

?

길이: 7.7

6

오녀산성6

청동

424트렌치/
상동

Ⅱ?

라

a?

ㄷ

?

길이: 12.5
술폭: 3.6

7

오녀산성7

청동

426트렌치/
상동

?

?

a

ㄱ

4?

길이: 14.2
술폭: 2

8

오녀산성8

청동

03년채집75/
상동

Ⅱ?

라

a?

ㄷ

?

길이: 13.8
술폭: 3.6

1

금관총1

은

분묘/
5세기후반

Ⅱ?

나

a

ㄷ

?

길이: 9.1
술: 3.9

2

금관총2

은

분묘/상동

Ⅱ?

나

a

ㄷ

?

길이: 7.9
술 : 4.9

3

금관총3

은

분묘/상동

Ⅱ?

나

a

?

?

길이: 4.6
길이: 3.8

4

금관총4

은

분묘/상동

Ⅱ?

나

a

ㄷ

?

길이 : 5.8

5

금관총5

은

분묘/상동

Ⅱ?

나

a

ㄷ

?

길이: 5.6
술: 3.2

고구려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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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삼국시대 젓가락 일람
국가

번호

유적명

수량

재질

출토유구/시대

기형

자루단면

1

무령왕릉1

2

청동

분묘/6세기 초

Ⅰ

ㄷ

길이: 19.6
최대두께: 0.4

2

무령왕릉2

2

청동

분묘/6세기 초

Ⅱ

ㄷ

길이: 21.2
최대두께: 0.4

3

부여 관북리

1

청동

2구역축대 부근/
사비기

Ⅱ

ㄷ

길이: 23.2
두께 : 02~0.6

4

왕흥사지

2

청동

매납시설/
7세기 중엽

Ⅱ

ㅁ

길이: 22
두께: 0.4

5

익산 왕궁리

1

옥

석축 배수로/7세기

Ⅱ

ㅁ

길이: 11.8
두께 : 0.4

6

부여
뒷개유적

1

나무

확장면5 성토층/
사비기

Ⅱ?

ㄷ

길이: 20.3

7

능산리사지

1

나무

유구불명/사비기

Ⅰ

ㄷ

길이: 21.8
두께: 0.6

8

공산성

2

청동

문화층/사비기

Ⅱ

ㅁ

1

오녀산성

1

청동

79트렌치/
4세기 말~5세기 초

Ⅰ

ㄷ

길이 :22.5
두께 : 0.6

1

기장 고촌

2

나무

저습지/4세기

Ⅰ

ㄱ

길이: 26.8/27
너비 : 0.6/0.5
두께 : 0.4/0.4

2

성산산성1

나무

부엽층/6세기 후반

Ⅰ

ㄷ

길이: 8.6
두께 : 0.3

3

성산산성2

나무

상동

Ⅰ

ㄷ

길이: 10.4
두께 : 0.9

4

성산산성3

나무

상동

Ⅰ

ㄷ

길이: 12.6
두께 : 0.5

5

성산산성4

나무

상동

Ⅰ

ㄷ

길이: 15.9
두께 : 0.6

백제

고구려

신라

크기(단위 cm)

?

1) 고구려
樂浪故地를 포함한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지방에 자리한 고구려에서는 그동안 숟가
락과 젓가락이 출토되지 않아 이를 이용한 식사방식은 가능성만 추정되었다. 그러나 환
인 오녀산성 4기 문화층에서 청동 숟가락과 젓가락이 출토되면서 그 존재가 분명해졌다
[그림3-①~⑧, 4-⑪ ]. 다만 고구려에서는 아직까지 오녀산성 이외의 출토 사례가 없으므
로 이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녀산성에서 숟가락이 출토되는 시기는 4세기
말~5세기 초에 해당하므로 일부 시기의 특징적인 양상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전후한 시기와의 비교는 물론이고 시간적 흐름을 통한 변천과정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
다. 이처럼 특정 지역과 한정된 시기에만 출토된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숟가락은 왕실이
나 귀족 등 일부 계층에서 사용되었을 뿐 하위계층까지 폭 넓게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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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삼국시대 숟가락과 젓가락의 형식 속성

① 숟가락

② 젓가락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숟가락은 모두 8점이지만 대부분 술자루가 부러지고 술잎이 없
거나 일부만 남아 원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잔존 부분의 특징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기형을 추정할 수 있는 술부와 자루까지 연결되는 것은 [그림 3-① ⑥ ⑧]
3점이며 모두 ‘Ⅱ’식으로 판단된다. 3점 모두 자루 단면이 말각방형인 ‘ㄷ’식이며 술부에
서 술자루로 연결되면서 꺽이는데 여기서 더 곡선을 이루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달리
[그림 3-② ③ ⑦]은 술잎 없이 술자루만 확인되는데 얇고 넓은 ‘ㄱ’형이다. 이중 [그림 3② ⑦]은 술총까지 남아 있는데 모두 펼침형을 이룬다. [그림 3-⑤]는 술잎의 크기가 8cm
이상에 ‘다’형으로 ‘라’형인 다른 숟가락보다 술잎의 크기나 모양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
서 술자루의 폭이 넓은 [그림 3-② ③ ⑦]과 결합될 가능이 있다. 이처럼 오녀산성의 숟
가락은 ‘Ⅱ’식 기형에 술잎이 좁은 ‘라’식이며 자루 단면이 뭉뚝한 ‘ㄷ’식[그림 3-① ⑥ ⑧]
을 이루는 것과, '다'식의 술잎이 크고 자루 단면이 얇은 ‘ㄱ’식에 펼침형 술총을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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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2
②

④
4
③
3
⑤
5

6
⑥

7
⑦

<그림 2> 삼국시대 숟가락 1. ① 신봉동 ② 무령왕릉 ③ 관북리 ④⑤ 사비나성 ⑥ 쌍북리280-5 ⑦ 능산리사지

[그림 3-② ③ ⑤ ⑦]의 2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숟가락은 2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용도나 기능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위
계를 반영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술잎과 자루가 넓고 큰 유형과 좁고 작은 것
이 용도 차이라면, 일상적인 식사에는 술잎이 좁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퍼서 나르거나 모
으는 공용식기로 넓은 숟가락이 사용되었던 것은 아닐까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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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8

9
②

13
⑥

12
⑤

④
11

14
⑦

10
③

15
⑧

16
⑨

<그림 3> 삼국시대 숟가락 2. ①~⑧ 오녀산성(1~8) ⑨ 금관총(1)

4)

젓가락은 숟가락과 같은 문화층에서 출토되며 ‘Ⅰ’식 민젓가락이다[그림 4-⑪] . 숟가락
이 8점 출토된 것에 비해 젓가락은 1점만 출토되어 빈도차가 큰 편이다.

2) 新羅
5)

신라는 금관총에서 은제 숟가락 5점이 출토되었다 (정의도 2008 : 279~80 ; 이난영 2012
: 198~9 ; 국립경주박물관 2017: 13)[그림 3-⑨]. 금관총 출토 숟가락은 술잎과 자루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원형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5점의 은제 숟가락은 잔존 상태로
보아 모두 동일형식으로 판단되지만, 한 점은 자루가 술부 아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약
간 차이를 보인다. 기형은 자루 중간이 모두 결실되어 분명하지 않으나 ‘Ⅱ’식으로 판단되
며, 세부속성은 술잎이 ‘나’식, 자루형은 ‘a’식, 자루 단면형은 ‘ㄷ’식이다.
금관총 출토 숟가락은 술잎형, 술자루와 술잎의 결합방식 등이 부여 관북리출토 숟가
락과 유사한 점이 많다[그림 2-③]. 하지만 양자는 지역과 시기차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
에 어려움이 있다. 신라와 백제에서 ‘나’식의 옆으로 넓은 횡타원형 술잎, ‘a’식의 직선형
자루에 단면이 뭉뚝한 ‘ㄷ’식 숟가락이 ‘추정 왕궁지’와 금관이 부장된 최고층 분묘에서

4) 환인박물관에 오녀산성출토 청동 젓가락이 3점 전시되어 있으나 보고는 1점만 이루어졌다.
5)	금관총 출토 숟가락은 은제 3점, 청동제 1점 등 모두 4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보고를 통해 모두 은제품이며 5점으로 밝혀졌다
(국립경주박물관 2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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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삼국시대 젓가락 ① 관북리 ② 왕흥사지 ③ 왕궁리 ④ 뒷개유적 ⑤ 능산리사지
⑥ 기장 고촌 ⑦~⑩ 성산산성 ⑪ 오녀산성

출토되는 점은 주목된다. 이러한 점에서 ‘나’식 술잎을 가진 숟가락은 주로 왕실처럼 위계
가 높은 곳에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금관총 숟가락의 술자루는 비록 부식되었지
만 삼국 중 유일한 은제품이다. 관북리 숟가락도 유일한 연봉형 술총이란 점에서 장식적
요소가 크다. 이러한 술총 장식은 중국에서도 唐의 법문사 지궁출토 숟가락처럼 최고급
장엄구에서 나타난다는 점으로 보아 가장 높은 위계를 가진 곳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신라의 숟가락은 금관총 1곳에서만 출토되어 확산과정이나 시공간적 변
천을 파악하기 어렵다.
젓가락은 남해안의 기장 고촌유적에서 대나무로 만든 한 쌍이 고스란히 출토되었다[그
림 4-⑥].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4점의 젓가락[그림 4-⑦~⑩]과 오목한 술잎이 형성되지
6)

않은 숟가락형 목기 여러 점이 출토되었다 . 이와 같이 신라는 분묘에서 숟가락, 생활유
적에서 젓가락이 출토되는 차이가 나타난다.

6)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국자, 주걱, 젓가락 등 다수의 목기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중 ‘숟가락’으로 보고된 사례를 보면, 숟가락과 형태
상 유사하지만 술잎이 오목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젓가락’으로 분류된 것은 다듬은 흔적이나 단면형태의 특징을 통해 젓가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그림 4-⑦~⑩]. 그러나 이 밖의 사례는 젓가락으로 판단하기 불분명하므로 제외하였다(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
2013 : 3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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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百濟
백제의 숟가락은 금속제 6점, 목제 4점으로 모두 10점이 출토되었다. 젓가락은 무령왕
릉, 왕흥사지, 공산성 등에서 한 쌍, 그 밖의 유적에서 1점씩 출토되었다. 백제의 젓가락
만 유독 한 쌍으로 출토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삼국 중 유일하게 귀젓가락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숟가락은 한성기의 청주 신봉동유적 90-44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으나 젓가락은 확인
7)

되지 않는다 . 웅진기에는 무령왕릉에서 숟가락 3점, 젓가락 2쌍이 출토되었다. 이후 사
비기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급증하며 재질도 다양해진다. 또한 목제 숟가락과 크기는
8)

물론 술자루나 술잎 형태까지 유사한 ‘숟가락형 주걱’도 출토되어 주목된다[그림 5-①] .
백제 사비기가 되면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이 급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
속제 외에 목제품으로도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목제 숟가락도 기형은 금속제와 큰 차이 없
이 곡선을 이루는 ‘Ⅲ’식이며 ‘c’식 술자루, ‘다’식 술잎을 가진다[그림 2-④~⑦]. 이중 쌍북리
280-5번지 숟가락은 일반적인 숟가락으로 보기 어려운 크기지만 기형상 사비기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그림 2-⑥]. 능산리사지의 숟가락은 술잎에서 자루로 연결되는 술목 부분에
세로로 긴 홈이 있어 그 사이에 자루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처럼 보인다[그림 2-⑦].
백제의 젓가락은 무령왕릉을 제외하면 관북리유적, 왕흥사지, 왕궁리유적, 능산리사지
등 주로 사비기 부여를 중심으로 출토되며 소재도 금속제, 옥제, 목제 등 다양하다. 백제
젓가락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고리를 이용하여 2개를 연결시킨 귀젓가락의 사용이다[그
림 4- ① ② ③, 5-③]. 귀젓가락은 둥근 금속제 고리나 끈 등을 이용하여 젓가락 2개가 하
9)

나로 연결되도록 손잡이 위쪽에 바늘귀와 같은 구멍이 돌출되어 있다 . 젓가락에 귀를 설
치하는 것은 2개로 이루어진 한 쌍의 젓가락이 서로 연결되어 쓰기에 편리할 뿐 아니라
도중에 짝을 잃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귀 젓가락은 중국 漢代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에서만 사용되고 이내
사라진다.

7) 청주 신봉동유적 90-44호 토광묘에는 청동숟가락과 함께 부식되어 원형을 알 수 없는 금동편도 공반 출토되었다. 이는 유적 내의
다른 토광묘와 비교하더라도 부장품의 수준이 높아 피장자의 위계 또한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토광묘의 규모가 작고 부장품
의 수도 적어 피장자는 지방 수장층의 직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위계로 추정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이상 판단하기 어렵다.
8) 사비기의 숟가락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지만 술잎이 편평한 목제주걱 4점도 출토되었다. 아직 명확한 용도나 명칭이 없어 ‘숟가락형
주걱’으로 명명하였다. 외형은 비록 숟가락과 유사하지만 술잎이 음식물을 퍼서 담을 만큼 오목하지 않고 편평하기 때문이다. 이처
럼 숟가락 모양으로 제작한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외면에 옻칠흔과 사용흔이 나타타는 것으로 보아 숟가락을 제작하다 만 미완성품
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형태 그대로 이용되었음은 분명하나 일반 주걱도 출토되므로 상호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숟가락형 주걱의 형태를 보면 고대 중국의 ‘柶’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그림 5-②].
9) 귀젓가락은 대부분 금속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점차 부식이 되면서 2개의 젓가락이 따로 떨어져 1개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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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5> ① 백제의 숟가락형 주걱 ② 漢代의 柶 ③ 무령왕릉출토 숟가락과 젓가락

백제에서 가장 오래된 무령왕릉 출토 귀젓가락은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유사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 중국 남조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그림 5-③]. 이후 사비기 들어
사례가 급증하는데다 백제 금속공예품의 제작기술 수준으로 보아 자체 제작도 이루어졌
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조시대의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唐代의 陝西省 西安 國棉
五歷, 法門寺 地宮出土 火筯(劉保國 외 2006: 226)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劉保國 외
2006: 226).

익산 왕궁리유적에서는 옥으로 제작된 귀젓가락도 출토되었다[그림 4-③]. 중국에서도
상아를 비롯하여 금, 은, 옥 등으로 젓가락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옥제 젓가락이
실물로 발견된 사례는 아직 없어 주목된다(劉保國 외 2006 : 221).
옻칠을 바르지 않은 목제 젓가락은 사비기부터 확인되지만 쉽게 썩기 때문에 잔존하
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제작이 용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제 젓가락
의 등장은 이를 사용하는 계층의 확산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백제의 목제 젓가락 중에
는 자루 끝부분에 홈을 파서 끈으로 2개를 묶어 연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형태도 나타
난다[그림 4-④]. 부여 뒷개유적출토 젓가락은 자루 끝에서 2.3cm 아랫 부분에 돌려 깍아
만든 홈이 남아있다. 삼국시대의 목제 젓가락 중 유일하게 이 부분에 홈이 설치되어 있는
데, 2개의 젓가락을 끈으로 묶어 연결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제에서는 목제 젓
10)

가락도 귀젓가락처럼 1쌍으로 연결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10)	고대 중국에서 젓가락을 연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실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은 漢代부터 나타나는데 四川省 大邑風鳳鄕出
土 청동젓가락은 자루 끝을 끈으로 엮었다. 실 사이에 구슬을 끼워 넣은 사례는 唐代의 하남성 낙양 출토품에서 찾을 수 있다(劉保
國 외 2006 : 128). 唐代의 청동 젓가락 중에는 자루 끝에서 아래로 오목하게 여러 줄의 홈을 만든 형태도 사용된다. 이는 홈에
실이나 끈을 이용하여 2개의 젓가락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볼 수 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목제 젓가락 한 쌍을 귀젓가
락처럼 끈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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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귀젓가락을 사용하였지만 백제처럼 압도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백제에서만
이처럼 귀젓가락이 성행하게 된 배경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표 5]에서 보듯 귀젓가락의
출토지가 모두 높은 위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시 왕실이나 귀족층이 주요 수요자였음
은 분명하다.

Ⅲ.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본 삼국시대의 식사방식
1. 숟가락과 젓가락의 보급과 사용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숟가락은 평양 남정리 116호분, 석암리 205호분, 정백동
2호분·3호분·37호분 남곽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숟가락을 이용한 식사법이 낙랑
에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高久 健二 1995: 280~299). 이는 평양 남정리116호분
(일명 彩篋塚)출토 채협상자 외면에 묘사된 ‘숟가락으로 노인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는 장면’

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그림 6]. 젓가락은 아직 출토사례가 없어 사용 여부가 분명하
지 않으나 漢代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식사에 사용되었으므로 낙랑에서도 사용되었을 가
능성은 충분하다.
고구려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은 낙랑의 멸망(A.D. 313) 이후인 4세기
말~5세기 초부터 나타나므로 양자의 시차가 크지 않아 낙랑의 음식문화와 식사법이 고구
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4세기 이상 지속된 낙랑의 생활 및 음식
문화가 멸망과 함께 바로 단절되었다기 보다 고구려에 흡수되었을 거라 여겨지기 때문이
다. 그렇지만 삼국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낙랑의 음식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그림 6> 남정리 116호분 출토 채협상자의 숟가락 사용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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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낙랑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漆
器製 飮食器, 匙, 飯床文化 등이 고구려에서도 나타나므로 상호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구려는 오녀산성에서만 숟가락과 젓가락이 확인되는데, 그 이유가 당시 환인이나 집
안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녀산성은 국내성 못
지 않은 수준 높은 유물과 당시 가장 발달된 구들 (3골 고래, ‘ㄷ’자형 고래 구조)이 확인
되므로 당시 그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녀산성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근거
로 고구려에서 이를 이용한 식사법이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직 오녀산
성 외의 사례가 없는데다 다수의 고분벽화에서도 숟가락과 젓가락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방 내부와 국자를 들고 있는 인물까지 묘사된 안악 3호분을 비롯하여
음식 상차림이 그려진 무용총이나 각저총벽화에도 숟가락과 젓가락은 보이지 않는다. 이
것은 의도적인 생략이라기보다 실제 생활에서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연음도’나 ‘주방도’ 등 동일한 주제가 그려진 漢代 화상석이나 魏晉代 가욕관벽화묘
에는 젓가락, 국자 등이 모두 묘사되어 나타난다[그림 10-① ②, 12-① ②].
오녀산성 4기층보다 늦은 6세기 중엽의 서울 구의동 보루유적은 신라의 기습공격으로
인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이 잘 나타난다. 이로 인해 당시 주둔하던 군사들이 사용하던
각종 생활도구와 무기를 비롯하여 철솥 등의 취사용기와 음식기, 가재도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전혀 출토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
은 이 일대의 보루군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고구려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
용한 식사방식이 도성과 그 일대에서 일부계층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도성의 기층민이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구려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은 도성과 古
都지역을 중심으로 왕실과 귀족 위주로 사용되었으며 외부로 널리 확산되지 않았던 것이
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사비기의 백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백제는 사비기에 숟가락과
젓가락의 출토사례가 급증하지만 도성인 부여, 북방성인 공주 공산성, 무왕대의 천도지
로 비정되는 익산 왕궁리유적 등 그 위상이 높은 古都를 제외하고는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최상층에서 사용되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은 이후 평양천도
(A.D. 427)와 함께 서북한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아직 평양일대의 출
토사례가 없으므로 그 확산 정도와 수준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역시 왕실과 귀족 등 한
정된 계층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향후 북한지역의 조사사례가 드러난다면
그 확산 정도나 수준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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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서 숟가락이 출토된 곳은 금관총 1곳에 불과하다. 경산 임당 저습지유적에는 국
자와 주걱 등은 출토되었지만,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보이지 않는다. 기장 고촌, 함안 성
11)

산산성에서도 젓가락, 국자, 주걱은 보이지만 숟가락은 출토되지 않았다 . 이처럼 신라
에서 금관총 외에 숟가락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왕실이나 귀족계층 외에는 이를 이용
한 식사방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 또한 낮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한강유역의 점유(A.D.
553)와 함께 본격적으로 唐과 통교하면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법이 점차 자
리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삼국 중
가장 많은 분묘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관총 외의 출토사례가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그 가능성은 낮다. 물론 금관총에서 5점이 출토되었으니 이를 근거로 신라에
서도 숟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5세기 후반부터는 정착되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다. 그
러나 은제 숟가락이 당시 신라 왕실의 식사예법을 보여주는 사례는 될 수 있지만 일상적
인 식사도구로 확산되었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금관총과 동시기 신라 적
석목곽분을 비롯한 분묘에 당시의 일상생활용기와 취사 및 음식기종이 부장되지만 유독
숟가락과 젓가락만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5세기 후반에는
숟가락을 이용한 식사법이 왕실 등 최상층에서만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하
계층으로 확대되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젓가락은 기장 고촌유적 출토품으로 보아 4세기부터 나타난다(정의도 2014 : 343)[그
림 4-⑥]. 하지만 길이가 너무 길고(27cm) 동시기의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식사
12)

문화를 반영한다기보다 특수사례로 볼 수 있다 . 이후 6세기 후반의 함안 성산산성에서
여러 점의 목제 젓가락이 출토되어 이를 사용한 식사법의 존재를 알 수 있다[그림 4-⑦~
⑩]. 하지만 이 사례만으로 신라에서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일상화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신라에서는 아직 경주를 비롯하여 젓가락의 사용을 보여줄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산산성 출토 젓가락은 6세기 후반 무렵 중앙에서 파견된 귀족이나 관
료계층이 사용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당시 이 지역 기
층민들에게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만한 개연성 또
한 높지 않다.
백제는 [표 4~6]에서 보듯 한성기와 웅진기까지 숟가락과 젓가락이 미약하지만
사비기 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이를 근거로 사비기에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계층이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출토지가 사비도성, 공산성, 왕궁리유적 등 특정 공간
11)	국자나 주걱은 숟가락과 같은 개인용 식사도구가 아니다. 주걱은 청동기시대, 국자는 초기철기시대부터 나타나는데 신창동유적에
서도 국자와 주걱은 다수 출토되지만 숟가락과 젓가락은 보이지 않는다.
12) 삼국시대의 젓가락 중에 유일하게 대나무로 제작되었으며 길이나 출토맥락 등이 독특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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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과 계층 모두를 아우르는 확산이 아닌 사비도성을 중
심으로 왕실과 귀족계층에서 점차 하위 계층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백제 한성기와 웅진기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출토 사례가 적고 무덤 부장품이란 점에
서 이를 사용한 식사방식의 존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한성기 중앙의 풍납·
몽촌토성은 물론이고 석촌동 및 하남 감일동고분에서도 숟가락과 젓가락이 출토되지 않
는다. 반면, 청주 신봉동유적 90-44호 토광묘에서 출토되므로 그 배경이 주목되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일단 청주지역에서 숟가락이 출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미 도성에서
는 이를 사용하는 식사방식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즉 한성기부터 왕실
이나 최상위 계층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존재하였기에 그 영향이
지방까지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웅진기를 거쳐 사비기에는 그 사용
계층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주 신봉동유적의 청동숟가락
13)

은 한성기 지방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
웅진기에는 무령왕릉 연도의 청동 완 옆에 2점, 왕비의 관에 위치한 청동 발 안쪽에서 1
점의 숟가락이 출토되었다[그림 7]. 숟가락이 청동기명 옆이나 내부에 놓인 점으로 보아
그 안에 담겨진 공헌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젓가락의 위
치는 약간 불분명하지만 보고 내용으로 보아 현실 입구의 관대 앞에 청동 잔과 함께 놓여
14)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즉 무령왕릉 내에서 젓가락과 숟가락은 함께 나란히 놓인 것이 아
니라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후 사비기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금속제, 칠기제, 목제로 제작되며 그 수량 또한 급
증한다는 점에서 사용계층과 수요의 확산으로 볼 수 있다. 개인용 음식기종에 있어서도

13)	청주 신봉동유적 숟가락은 한성기 백제 중앙의 사여품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 청주지역과 중국의 직접적인 교역관계를
통한 유입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주 법천리유적에서 보듯 한성기 백제의 주요 장신구류 분포권에서도 변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한상 2014). 또한 숟가락의 사용과 함께 나타나는 개인용 식기의 분화와 같은 양상도 아직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실제 식사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인지의 여부도 불확실하다. 사비기조차 숟가락은 도성과 古都지역에서만 확인될 뿐 외부에
서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봉동유적의 숟가락은 당시의 음식문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보다 일종의 위세
품으로 부장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14) 이에 대한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청동잔 서쪽에 약 20cm 떨어져 銅箸가 1쌍 있는데 이것은 원래 청동잔 가까이에 있던 것이 목판 낙하로 흩어진 것이라고
믿어진다.”(문화재관리국 1973 :13).
	“묘실의 가장 중앙부에 위치한 목판 조각의 남쪽에 접하여 동제잔 2점이 동-서로 겹쳐서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이 동제 잔의
서쪽 약 20cm 떨어져 銅製箸 1쌍이 놓여 있었다.” 중략 “보고서의 유물설명과 유물 출토 도면에는 젓가락이 표기되어 있으나
발굴현황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출토위치 표기의 오류인지 청자육이호의 뚜껑과 같이 사진을 찍기 전에 수거했기 때문인
지는 알 수 없다(각주 20). 왕의 목관 앞부분에 木案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동제잔 2개와 銅箸 한 벌, 청자병을 올려놓았고, 왕비의
관을 안치한 뒤 관대 앞에 별도로 동제 잔 2개를 올린 제탁을 놓았던 것으로...”중략(국립공주박물관 2009 : 86).
		숟가락은 비교적 눈에 잘 띄므로 도면에 모두 표시된 반면, 젓가락은 그렇지 못해서인지 나머지 1쌍은 출토위치가 도면과 내용기
술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조사당시에는 젓가락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리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상의 한계로
인해 무령왕릉은 숟가락과 젓가락이 공반 출토된 유일한 삼국시대의 사례지만 조합관계 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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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령왕릉 내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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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음식기로 사용된 회백색 토기는 형태와 용량에
서 규격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 삼국시대의 식사방식과 숟가락 배치
1) 古代 中國의 식사방식
삼국시대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법은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음식문화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그 원형인 중국의 식사예법과 그 안에서 숟
가락과 젓가락의 사용방식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젓가락의 시작을 江蘇省 高郵의 龍虬庄遺蹟에서 발굴된 新石器時代(B.C.

5000~3000)의 골각기에서 찾고 있다(劉保國 외 2006: 53) [그림 8-①]. 하지만 이것은 젓가
락으로 판단하기에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 신석기시대의 젓가락으로 알려진 이들 골
각기는 마치 “송곳이나 침처럼 끝이 뾰족하여 음식을 먹는 도구로 적합한지” 의문이 든
다. 비록 젓가락이라는 중국 고유의 식사도구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녔다는 점은 분명
하지만 이 골각기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설정하기에는 아직 연결고리가 불확실하다.

중국에서 젓가락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商의 紂王(B.C. 1105~1046)이 상아 젓가
15)

락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일 것이다 . 비록 이러한 기록은 전하지만 중국에서도 숟가락
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의 등장이나 정착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고고자료로 보아 식사도구로써 숟가락과 젓가락이 모두 나타나는 시기가 商代
(B.C. 1600~1046)부터인 것은 분명하다(劉保國 외 2006: 530). 하지만 이 때까지만 하더라
도 숟가락과 젓가락은 오늘날처럼 한벌로 조합(Set)해서 사용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젓가락은 뜨거운 국물(羹) 속의 고기나 채소 건더기를 꺼내어 먹는 도구였
다. 숟가락은 국물이나 ‘匕’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로 익은 고기를 자르거나 찢어 먹
는데 사용되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고대 중국의 청동 숟가락은 술잎의 끝이 마치 비수처
16)

럼 뾰족한 모양이다 [그림 8-②]. 비록 숟가락과 젓가락은 漢代(B.C. 206~A.D. 220) 이전
부터 존재하였지만 음식에 따라 간헐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일상적인 식사에는 여전히 손
으로 음식을 먹는 ‘手食’이 사용되었다.
‘手食’이란 숟가락이나 젓가락 대신, 밥과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 식사방식으로 지금도
아랍이나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고대의 수식은 개인용 배식기 대신 넓고 커다

15) 『韓非子』 「二十一篇 喩老」, 『史記』 「卷三八 宋微子世家」.
16)	漢代에는 칠기 숟가락이 다수 출토되는데 술잎이 금속제의 ‘匕’처럼 뾰족하지 않고 타원형을 이루므로 점차 국물이나 죽을 떠먹는
개인용 식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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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8> ① 龍虬庄遺蹟出土 신석기 시대 골각기 ② 西周時期의 ‘匕’

란 그릇에 밥이나 음식을 담아 그 주위에 둘러 앉아 식사하는 형태였다. 개인용 식기와 식사
도구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수식이 보편적인 식사방식이었다. 고대 중국에서도 漢代
에 이르기까지 수식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 共食不飽, 共飯不澤手, 毋摶飯, 毋放飯, 毋流歠...”(『禮記』 「曲禮」)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손을 문지르지 말고, 밥을 뭉치지 말고, 밥을 한 번에 많이 뜨지 말고, 물
마시듯 들이마시지 말아야 한다.

“...毋揚飯, 飯黍毋以箸...” (『禮記』 「曲禮」)밥을 식히기 위해 휘젓지 말아야 하며, 기장밥
을 먹을 때는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젓가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고대 중국에서도 식사방식은 음식을 손으로 쥐어 먹는 수식이었기에 갓 지은 뜨
거운 밥을 식히기 위해 휘젓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식사예절과 마찬
가지로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는 혼자서 많은 밥을 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
았던 것이다. 그리고 밥을 손으로 쥐어 먹었기 때문에 손을 문지르지 못하게 하거나, 조
금씩 쥐어 먹어야지 덩어리로 뭉쳐서 먹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당시의 식사예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장밥을 젓가락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장이 쌀이나 조보다 찰기가
적어 젓가락으로 집으면 흘러내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젓가락 본래의 기능
인 뜨거운 국(羹)속의 건더기를 건져먹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개인용 식사도구인 숟가락과 젓가락의 등장시점은 서로 다르지만 商代 무렵이면 식사
에 모두 쓰이게 되면서 음식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식사에 손이 아닌 도
구를 이용하게 되면서 전에는 먹기 어려웠던 뜨거운 음식이나 국물요리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으로 더욱 새롭고 다양한 종류와 형
태의 음식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음식문화 또한 한층 풍부해졌다. 그렇지만 漢代 이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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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밥은 손으로, 국물이나 죽은 숟가락으로, 국물 속의 뜨거운 건더기는 젓가락으로 꺼
내어 먹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음식의 종류와 형태, 섭취방식에 따라 숟가락,
젓가락, 손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도 수식 위주의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은 漢代 이전까지 숟가락과 젓가락의 출토량을 보면 극히 적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17)

있다 . 숟가락과 젓가락의 출토량이 漢代부터 증가하며, 이를 사용한 식사장면이 화상석
이나 벽화에도 묘사되기 시작한다. 이로 보아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법의 정착
은 漢代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대 화상석의 ‘주방도’나 ‘연음도’에 젓가락과 국자는 많이 묘사되는 반면, 숟
가락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그림 9-① ②]. 전술하듯, 젓가락은 본래 일상적인 식사도구
가 아닌 국에서 건더기를 꺼내는 용도였다. 하지만 漢代에는 일상적인 식사도구로 정착
하기 시작하며, 이는 출토유물이나 화상석에 묘사된 내용으로도 알 수 있다.
B.C. 2세기의 마왕퇴 1호 한묘 출토 칠기 상에 놓인 칠기그릇에는 숟가락 없이 젓가락
만 올려둔 채 발견되었다[도면 9-②]. 젓가락 길이는 40cm 가량으로 매우 긴 편인데, 이
는 뜨거운 국물 속의 건더기를 꺼내기에 적합한 크기이다. 하지만 국물용기가 아닌 음식
이 담긴 칠기그릇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은 것으로 보아 이제는 음식물을 집어먹기 위한
용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점차 젓가락의 길이는 줄어들어 일상적
인 식사에 적합한 크기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①

②

<그림 9> ① 하남 밀현 타호정 화상석 ② 마왕퇴 1호 한묘 출토

국자는 고대 중국에서 식사용구보다 술통(樽)에서 술을 뜨는 酒器로 쓰였다[그림 9-①].
술이나 국물은 국자로 떠서 耳杯에 따른 다음 양손으로 들고 마시므로 숟가락은 죽을 먹

17)	고대 중국에서도 상주시대만 하더라도 숟가락과 젓가락은 개인적인 식사도구라기 보다 음식을 담거나 옮기는 도구로 보고 있다
(장광직(하영삼 옮김) 2013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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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나 필요할 정도로 사용빈도가 높지 않았다. 이처럼 숟가락의 용도가 한정되다 보니
화상석 등에 묘사되거나 출토되는 사례 역시 많지 않다. 그나마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먹
이는 장면도 평양 남정리 116호분 출토 채협상자 등 일부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6].
이는 곧 漢代까지도 숟가락과 젓가락이 한 벌을 이루며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제 젓가락은 밥과 음식을 먹는데 모두 쓰이는 반면, 숟가락은 여전히 죽이나 국물
을 떠먹는 용도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기층민들은 여전히 손으로 음식을 먹는 手食이 보
편적이었으며 점차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보급되었다.
魏晉南北朝時代(A.D. 220~589)까지도 식사는 거의 젓가락으로, 국물이나 죽은 숟가락
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숟가락보다 젓가락 위주의 식사장면이 묘사된 위진시기
의 가욕관벽화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그림 10-② ③, 12-②]. 중국에서 남북조시대의
숟가락은 4곳, 젓가락은 2곳에서 출토되었다. 이중 北周(A.D. 557~581) 寧夏固原의 李賢
夫婦墓에서 무령왕릉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공반한다(정의도 2014 : 175)[그림 13②]. 반면, 河北省 定縣의 北魏(A.D. 386∼534) 石函에서는 숟가락 3점, 四川省 綿陽 西山
六崖墓에서는 젓가락만 출토되었다.
李賢夫婦墓를 통해 남북조시대를 거치며 점차 숟가락과 젓가락이 한 벌을 이루며 사용
되어 가는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젓가락은 길이가 점차 짧아져 숟가락과 거
의 같아지는 반면, 숟가락은 술부 크기가 짧아지고 술자루는 더욱 길어진다.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쓰이던 숟가락과 젓가락이 한 벌의 식사도구로 정착하기 시

작하는 것은 隋唐代이다 . 隋代(A.D. 581~619)의 陝西省 西安 李靜汌墓에서 출토된 은
18)

제 숟가락·젓가락은 2개의 크기가 거의 같은데다 재질 또한 동일하다(劉保國 외 2006:
218). 이러한 특징은 숟가락과 젓가락이 짝을 이루어 한 벌로 쓰이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唐代(A.D. 618~907)에는 [그림 10-④. 12-③]처럼 숟가락과 젓
가락이 나란히 식탁 위에 놓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숟가락은 국과 죽 뿐 아니라 밥을
먹는데 사용되는 반면, 젓가락은 음식을 집는 용도로 한정된다. 이처럼 숟가락과 젓가락
은 商代부터 식사도구로 등장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한 벌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唐代부
터 시작되었으며, 그 역할도 자주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8)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3) 숟가락과 젓가락의 배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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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③

④

<그림 10> ① 新都 馬家鄕 漢代 畵像石 ② 甘肅 嘉峪關 6號 魏晉壁畫墓
③ 南北朝時代 敦煌 296號 疾病治療圖 ④ 唐代 敦煌 473窟 宴飮圖

2) 삼국시대의 식사방식
한반도에서 칠기제 밥상·음식기·숟가락 등은 낙랑에서 가장 먼저 등장 하지만, 이것
은 당시의 일반적인 식사방식이 아닌 일부 지배층을 중심으로 漢式 음식문화가 영위되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낙랑에서 젓가락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漢의 식사예법으로
보아 식사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이후 삼국시대에도 고구려와 신라는 물론
사비기 이전의 백제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출토사례가 드물다. 즉 기층민들에 이르기
까지 그 사용계층이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삼국시대까지도 한반도에
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食飮用籩豆 手食 ...” (『三國志 魏書』 「東夷傳」 倭人傳). 음식을 먹을 때 변두 를 사
19)

용하여 손으로 먹는다.

19)	‘國朝五禮儀’에 따라 ‘종묘제례’에 사용하는 제기의 용도를 살펴보면, “‘籩’은 대나무 등으로 짜서 만든 고배로 물기 없는 음식물을
담고, ‘豆’는 토기나 목기 금속기로 만들어 물기 있는 음식물을 담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궁중유물전시관 2004 : 26~7). 이것
이 ‘왜인전’의 ‘변두’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고배 형태임은 분명하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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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쓰이던 당시(3세기 말) 일본에서는 식사에 젓가락이나 숟가락 대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수식이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고고자료와도 일치하는
데, 일본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은 7세기부터 출토되기 때문이다(向井由紀子·橋本慶子
2001 : 22~6). 한반도 역시 낙랑을 제외하면 4세기 이전의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아직 보이
지 않는다.
삼국시대에 숟가락과 젓가
락이 한 벌로 사용되었는지
는 분명하지 않으나 출토자료
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희박
하다. 백제에서도 신봉동유적
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적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은 함께 출토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무
령왕릉에서도 숟가락과 젓가

<그림 11> 宗廟 儀禮用 祭器 ① 籩 ② 豆

락은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이

는 데다 숟가락은 3점, 젓가락은 2쌍만 출토되었다. 이후 사비기에도 다양한 형태와 재질
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출토되지만, 여전히 공반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분리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왕흥사지 사리 공양품에서도 귀젓가락만 안치되고 숟가락은 없다
는 점을 보더라도 분리사용되었음은 명확하다[그림 4-②]. 이는 삼국시대의 숟가락과 젓
가락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사비기 백제에서도 두가지를 한 벌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 64).
앞서보듯, 백제의 숟가락은 청주 신봉동, 논산 표정리, 부여 쌍북리, 사비나성 등 다수
에서 술잎(다)이 크고 술 자루가 짧은 ‘Ⅲ’식 기형이 다수를 이룬다[표 5·6]. 숟가락의 형
20)

태는 이를 이용하여 먹었던 음식물의 특징을 반영한다 . ‘Ⅲ’식 숟가락은 손가락으로 쥐
기보다 국자처럼 손바닥으로 잡고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따라서 ‘Ⅲ’식 숟가락은 밥처럼
찰기있는 고형물보다 죽이나 국과 같은 액상음식을 떠먹는데 적합한 형태이다.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술잎이 양쪽으로 넓은 횡타원형(나)에 술자루는
직선형(a)으로 가늘고 긴 ‘Ⅰ’식 기형이란 점에서 ‘Ⅱ’나 ‘Ⅲ’식 위주의 백제 숟가락과 차이

20)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의 숟가락 중에도 술자루가 ‘S’자형에 가까운 형태는 있지만 백제에 비해 더 길어지고 술총도 뾰족하다. 이는
손에 쥐거나 힘을 주고 밥을 뜨기에 불편한 구조이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술자루가 서서히 직선화하며 술잎은 넓어지는 등 오늘날
과 같이 밥과 국을 먹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106

제34호

가 있다[그림 2-③]. 이와 같이 술자루가 긴 일직선(a)에 타원형의 술잎(나) 역시 밥을 떠
먹기에 불편한 구조이다. 이처럼 술자루가 직선형으로 길고 둥근 술잎은 고대 중국에서
도 ‘匕’보다 ‘勺’에 가까운 형태이다. ‘勺’은 음식물을 모으거나 옮기고 국물을 뜨는데 사용
되며 주로 개인용보다 共用 食事具로 이용된다. 이와 유사한 직선형 자루(a)와 술잎(나)
은 금관총 출토 숟가락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역시 은제품으로 사용자의 위계가 매우 높
았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다’와 ‘라’식의 술잎은 밥이나 죽을 떠먹는데 적합한 반면, ‘가’와
‘나’식 술잎은 국물을 뜨거나 음식물을 모으고 옮기는데 사용하는 등 기능의 차이와 관련
이 있다. 따라서 술잎의 형태와 기능이 다른 ‘가’와 ‘나’식 숟가락은 비교적 위계가 높은 고
급의 식사예법이 적용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던 식사도구일 가능성이 크다.

3) 숟가락과 젓가락의 배치
고대 중국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한 벌 또는 분리사용되는 것과 아울러 식탁 위에 놓
이는 배치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중국에서도 商~唐代까지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방식이나 배치를 보여주는 사례는 음식기 위에 놓인 채 발굴된 마왕퇴 1호
한묘 외에는 많지 않다. 따라서 당시 ‘調理’나 ‘宴飮’장면이 묘사된 漢代 화상석, 魏晉代 嘉
峪關 壁畵墓, 唐代 敦煌 莫高窟 壁畵 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그림 9, 10, 12, 표 7].
<표 7> 고대 중국의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 및 배치관계
시기

사례

匙箸 조합

匙箸 배치

漢

馬王堆 1號 漢墓 出土
遼陽 棒太子1號 壁畵墓
新都 馬家鄕 畵像石
山東 沂隨 宴飮圖 畵像石 등

분리

세로방향

魏晉南北朝

嘉峪關 6號 7號 魏晉時期 壁畵墓
燉煌 296號窟 疾病治療圖 등

분리

세로방향

唐

敦煌 473窟 宴飮圖
楡林 25窟 結婚宴會圖
陝西省 長安縣 南里王村墓 壁畵 등

한벌

가로방향

漢代 화상석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놓인 사례가 없으며, 음식을 먹거나 밥상에
놓이는 것은 젓가락이다. 젓가락의 배치를 보면 오늘날과 같이 그릇 옆에 세로방향으로
놓이는데 마왕퇴 1호 한묘의 젓가락도 세로방향으로 놓여져 있다(湖南省博物館·中國科
學院考古硏究所 編 1973 : 36). 이와 같이 漢代에는 젓가락을 음식물이나 상 위에 세로 방
향으로 두고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②, 10-①, 12-①, 표 7].
魏晉南北朝時代(A.D. 220~589)에도 가욕관 고분벽화의 ‘주방도’와 ‘연음도’를 보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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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④

③
<그림 12> ① 遼陽 棒太子 1号 漢魏時期 壁畫墓 ② 甘肅 嘉峪關 魏晉時期 壁畫墓
③ 陝西 長安 南里王村 唐代 壁畫墓 ④ 宋代 文會圖 일부

히 젓가락 위주의 식사에 숟가락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당시의 식사에는 젓가
락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벌로 놓지 않고 따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0-① ②, 12-① ②, 표 7]. 그런데 唐代(A.D. 618~907)부터 이러한 전통에 변
화가 생겨 숟가락과 젓가락이 한 벌로 놓일 뿐 아니라 그 배치도 바뀌게 된다. 唐의 돈황
473호굴 ‘宴飮圖’를 보면, 숟가락과 젓가락은 음식기 앞에 가로방향으로 한 벌을 이루며
나란히 놓여있다[그림 10-④]. 이러한 양상은 7세기 말~8세기 초의 陝西省 南里王村 벽화
에서 찾을 수 있다[그림 12-③, 표 7]. 이 역시 한 벌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로방향으로
나란하게 놓여 돈황 473굴의 양상과 동일하다. 이로 보아 중국에서는 南北朝時代의 과도
기를 거쳐 唐代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벌로 음식기 앞에 가로방향으로 두고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張競 2005: 170).
물론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宋代(A.D. 960∼1279)에는 다시 세로방향으로 놓이게 된
다. 이는 宋代 徽宗의 ‘文會圖’를 비롯한 회화자료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한 벌로 그릇 옆
에 세로방향으로 놓이는 데서 살펴볼 수 있다[그림 12-④]. 이후 明代(A.D. 1368∼1644)에

108

제34호

는 여기에서 숟가락이 빠지고 젓가락만 놓이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주영하 2011: 336).
삼국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은 동시기 중국의 식사예법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차
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중국 남조의 음식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백제에서도 식사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분리 사용하였을 개연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다. 삼국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의 배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령왕릉이 유일하
다[그림 7]. 이를 살펴보면, 숟가락은 현실 맨 앞의 청동발 사이에 동-서와 남-북 방향으
로 놓여 있지만 제자리에서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다. 반면, 왕비 머리 쪽에서 출토된 숟
가락은 刀子와 함께 청동발 위에 올려놓은 것이 내려앉았거나 인위적으로 놓인 것처럼
보인다. 전술하듯이 젓가락은 이와 떨어진 현실에서 출토되지만 정확한 위치나 배치관계
는 분명하지 않다(국립공주박물관 2009 : 90~1)[그림 7].
출토상태를 보면, 숟가락 주변으로 목판과 철정이 흩어져 있어 “상 위에 놓인 청동 완과
숟가락이 상이 부식되어 무너지면서 주위로 흩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정의도 2014 :
189). ‘ㄴ’자형에 가까운 ‘Ⅱ’식 숟가락은 굴러도 이동반경이 크지 않아 2점이 거의 나란하
게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청동 완 2점 중 숟가락 앞의 1점은 제 위치에 가까우나
현실 맨 앞의 1점은 떨어지면서 굴러 좀 더 이동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적인 양상을 보면, 상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보기에 너무 안정적인 모습이다. 더욱이 무령
왕릉 내에 유일하게 연도 입구에만 상을 차리고 그 위에 음식기와 숟가락을 두었다고 보
기도 어렵다.
오히려 무령왕릉 묘실 내부의 출토양상은 숟가락과 청동 완을 의도적으로 한쪽에 밀어
21)

낸 듯한 모습이다 [그림 7]. 배치 구도가 연도 입구의 서쪽에만 숟가락과 청동 완이 위치
하므로 이는 원래의 배치상태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원래의 배치상태는 2개의 청자 사이호, 2개의 청동 완, 2개의 숟가락이 대칭을 이루
며 양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젓가락은 출토 당시의 사진과 도
면이 불명확하여 원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무령왕릉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인 위치와 배치형태를 명확히 밝히기 어
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 문제는 동시기인 중국 남북조시대의 사용 및 배치방향을 통해 유
추하는 수 밖에 없다. 이를 통해 본다면, 연도에 놓인 숟가락은 청동 완의 옆에 세로방향

21)	무령왕릉 발견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기자들에게 공개하는 과정 등)으로 인해 출입구의 연도 맨 앞에 자리한 청동제 숟가락과
완이 한쪽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권오영 2005 : 52). 그 이유는 유독 이곳의 청동숟가락만 술자루가 부러진 점이나 청동
완과 함께 한쪽으로 밀려난 듯한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게다가 삼국시대의 상은 일체형이거나 판재를 조립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철정을 사용하지 않는데다 철정과 유물의 출토 위치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아 상의 부재로 보기 어렵다(정수옥 2015;68~9).
더욱이 상 위에 놓인 기물이 굴러 떨어졌다고 보기에 노출된 상태가 너무 안정적이므로 그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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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란히 놓이고, 현실의 젓가락은 청동 잔 옆에 세로방향으로 놓였을 것이다. 무령
왕릉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은 음식에 따라 구분 되었으며, 음식기의 측면에 세로방향으
로 두고 사용하였을 것이다. 사비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가지 도구를 분리사용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음식기 옆에 세로방향으로 두고 사용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중국의 새로운 통일국가인 당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한 벌을 이루며 가로배치를 보이더라도 이것이 보편화 되는 것은 남리왕촌의 사례에서
보듯 7세기 말~8세기 초 무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의 국가 성립 초기에 해당하는
백제 사비기에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이내 전해졌을 가능성 역시 높지않다. 한편, 고구려
와 신라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의 형식과 사용방식의 변천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겠지만,
이를 논하기에는 출토와 사례가 너무 한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그림 13> ① 日本 鳥取縣 福本70号墳 出土 ② 北周 寧夏固原 李賢夫婦墓出土

삼국 중 가장 먼저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보급되었던 백제사비기의 식
사방식은 이후 일본으로 전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도 7세기 무렵이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법이 등장하게 된다.
일본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등장하던 시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7세기 중엽의 鳥取縣

福本70号墳出土 청동 숟가락이 있다[그림 13-①]. 이를 보면, ‘Ⅱ’식 기형은 물론이고 세

부 속성 또한 타원형 술잎(다), 삼각형에 가까운 직선형 술자루(a), 엷은 자루단면(ㄴ), 직
선의 펼침형 술총(3) 등 무령왕릉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러한 형식은 중국에서도 北魏의
石函이나 李賢夫婦墓 등 남북조시대의 숟가락에서 보이는 특징이란 점이 주목된다[그
림 13-②]. 일본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등장을 중국으로부터 견수(당)사를 통해 직접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수당시기에는 이러한 형식의 숟가락
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이 아닌 백제를 통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복본
유적 출토 숟가락의 납동위체분석 결과를 보면, 동시기의 익산 왕궁리유적출토 유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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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관련자료(7세기)와 분석수치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齋藤 努 2010: 215~6,
224, 230). 이는 무령왕릉의 숟가락 일부(2점)가 백제의 모방품이라는 연구(정의도 2014
:179~181)에서 보듯 백제에서 제작되어 일본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Ⅳ. 맺음말
한반도의 숟가락과 젓가락은 낙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일부 지배층의 분묘 출토
품에 한정된다. 여러 생활유적에서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숟가락·젓가락이 나타나는 것
은 삼국시대부터이다. 고구려는 국내성을 비롯한 집안일대와 평양지역의 사례가 아직 없
으나 환인 오녀산성에서 4세기 말~5세기 초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출토되었다. 이로 보
아 고구려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왕실이나 귀족 등 일부 계층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는 금관총에서 5점의 은제 숟가락이 출토되지만, 그 밖의 사례가 전혀 없
다. 따라서 왕실을 중심으로 숟가락이 사용되었을 거라 추정되지만 귀족계층까지 확산되
었는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젓가락은 함안 성산산성의 사례를 통해 6세기 후
반 무렵 중앙에서 파견된 귀족이나 하급관료층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제는 한
성~웅진기의 사례는 드물지만, 사비기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던 당시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음식문화와 식사
예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출토사례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한 식사방식이 왕실과 귀족 등 최상층에서만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백제에서는 한성기부터 숟가락이 출토되지만 일반화된 식사도구로 확산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사비기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증가하지만 부여, 공주, 익산 등의 別都地域을
제외하면 여전히 출토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 전역 또는 모든 계층으로 확산
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물론 목제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을 근거로 기층민들까지 이
를 사용한 식사법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제기되지만 아직 사례가 적어 좀 더 지켜보고
자 한다. 따라서 백제는 都城과 別都를 중심으로 귀족과 하급 관료층에서 숟가락과 젓가
락을 이용한 식사법이 사용된 반면, 그 밖의 지역이나 기층민들은 여전히 수식 위주의 식
사방식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대 중국에서는 商~南北朝時代까지 식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유지되었으나 唐代부터 한 벌로 사용하는 방식이 자리잡는다. 숟가락과 젓가락
의 배치 역시 남북조시대까지는 음식기의 측면에 세로로 두지만 唐代부터는 가로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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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고 사용하였다. 삼국시대 역시 중국의 식사예법을 받아들여 숟가락과 젓가락을 따
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음식기 옆에 세로방향으로 두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는 무령왕
릉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은 아직 한 벌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음식기 옆에 세로방향으로 놓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삼국시대에 비해 숟가락의 출토는 급증하지만, 젓가락은 거의
출토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두가지를 분리 사용하는 식사방식이 오랫동안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삼국시대부터 보이던 젓가락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마
숟가락은 금속으로 젓가락은 목제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할 따름이다. 오늘날
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의 조합이 보편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분묘출토 자료를 통해 고려시
22)

대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숟가락과 젓가락은 고대의 식사방식과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작은 편린이
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 窓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삼국시대의 숟가
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마치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18.12.28) ▶심사완료일(2019.1.31) ▶게재확정일(2019.2.13)

22)	唐代부터 숟가락과 젓가락이 한 벌로 조합(Set)을 이루며 사용된다는 점에서 통일신라 역시 이와 같았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출토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자료 증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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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ing method and food culture using spoons and
chopsticks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Seung-whan Oh
(Jeonbuk Cultural Property Reserch Institute)
Eating by using spoons and chopsticks is an important feature of Korean food
culture which can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However, it is still unknown when this
eating method using spoons and chopsticks began and how they were used in the pas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n the eating method using spoons
and chopsticks was started and investigate the food culture in those days.
Spoons and chopsticks in the Korean peninsula were found for the first time during
Nakrang Period but only in the tombs of royal classes. Therefore, the actual usage began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Spoons and chopsticks were excavated in Onyeo
mountain fortress of Goguryeo and silver spoons were excavated in Golden Crown Tomb
of Silla. These excavations indicate that spoons and chopsticks were used partially by the
royal and noble families during the period of Goguryeo and Silla.
Usage of spoons and chopsticks becomes prevalent in Sabi period of Baekje. This
is because of brisk exchanges with China and acceptance of their food culture which
used spoons and chopsticks for eating. In Baekje, it is assumed that eating method using
spoons and chopsticks may have been spreaded not only to the noble families but also to
subordinate officers. However, not everyone used spoons and chopsticks for eating because
spoons and chopsticks excavated during the Sabi period of Baekje were limited to Buyeo
areas, the capital of Baekje, and rarely found in other areas. In this sense, it is logical to
assume that only royal and noble families used spoons and chopsticks during the period
of Goguryeo and Silla and it was spreaded to subordinate officers during Baekje period.
Eventually,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most people ate by hand instead of using
spoons and chopsticks except for people of Baekje.
Spoons and chopsticks were used as eating tools for the first time in ancient China.
However, spoons and chopsticks were not used together from the beginning. Spoons were
used for eating soup or porridge while chopsticks were used for eating other meals. Korea
was also affected by China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thus spoons and chopsticks
were not used together.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spoons and chopsticks are far
apart in Royal Tomb of King Muryeong. Eating method using spoons and chopsticks
together was first found in Tang dynasty of China and in Goryeo dynasty of Korea. As
such, spoons and chopsticks are small tools to understand the eating methods of the ancient
times as well as the key words to investigate the food culture of East Asia.
Key words : Spoon, Chopstick, Period of the Three States, Royal Tomb of King Muryeong,
Eating method, eating by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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