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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out history, tableware has attained an important position in human culture, and historical eras are clearly

reflected in the shape of tableware items, which are tied to the cultural background of foods. In particular, the distinctive

qualities of foods within a food-culture, such as the means for cooking, storing, or eating, have impacted the usage and

shape of tableware along with the food behaviors of individuals. Korea, China, and Japan have all played important roles

in producing limitless amounts of high quality porcelain products and take pride in being leaders of the world's porcelain

production industry. Based on their natural geographical proximity and political and cultural exchanges, these three

countries have long influenced one another not only in terms of technical concepts but also in improving quality within the

tableware industry. Thus, by comparing Korea, China, and Japan’s evolutionary interdependable variance with regard to

their tableware, food-culture, and food-behavior, one can provide information on the historical stream and cultural

exchanges relevant to china and porcelain. Ultimately, through the examination of tableware, the conclusions of this

conceptual study offer researchers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stance of food-culture and contribute new and

useful information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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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의 생활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식기는, 처음 토

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더 견고하고 편리하며 식생

활에 맞는 식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끊임없이 도자기의 발달

을 촉진하였다. 처음 만들었던 토기는 물이 새고 쉽게 깨어

지는 것이었지만, 점차 개선된 원료와 높은 온도에서 구워

내는 기술로 발전하여 토기보다 견고하고 음식을 담기에도

편리한 도기(陶器)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인간의 역사와 함

께 각 시대의 필요에 따라 달라졌다. 식기의 형태 또한 시대

의 필요에 의해 각국의 문화·사회·경제 발달에 따라 다양

하게 발달되었으며 역사 속에서 식문화와 식습관에 따라 각

기 다른 식기의 형태로 형성되었다. 이렇듯 식기의 형태가

다른 것은 그 식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음식문화와 맞

물려 식문화의 전통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Kim 1998a).

인간은 식생활을 통하여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 심리적 충족으로 만족감과 안정을 얻음으로써 일상생

활을 풍성하게 하였다(Choi 2002). 식품을 가공·조리하는

체계와 식사행동 체계를 통합한 문화를 음식문화라고 하며,

음식문화를 이해함으로서 한 국가의 역사·관습·전통 등

을 접할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음식문화는 식품의 생

산·유통·소비·저장·가공·조리·식기류·상차림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 중 식기류는 특히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도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Gu 등 2001).

한국·중국·일본은 일 만년이 넘는 긴 도자기 역사에서

세계 도자사(陶磁史)의 흐름을 주도할 정도로 그 위세가 컸

다. 삼국은 역사적 문화교류에서 중국이 대체로 앞서고 그 뒤

한국이 받아들이고, 이를 다시 일본에 전하는 관계를 이루었

는데, 일본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받아들이는 경

우도 있었으나,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거의 찾

아보기 어려웠다(www.wocef.com). 도자 식기 분야에서도

이런 예는 유사하게 나타나, 중국의 주도하에 삼국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도자 식기 문화를 발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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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

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

여져 있다. 한국·중국·일본, 이 3개국은 각기 다른 독특

한 지형적·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리적인 근

접성으로 인해 정치적·문화적 교류 관계를 통하여 서로 간

에 영향을 주고받아왔다. 또한 각 나라의 사회적·종교적인

특성은 그 나라의 고유한 식문화에 영향을 끼쳤으며(Lee

2003), 각기 처한 서로 다른 자연환경은 그 나라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주요 식재료의 모습을 바꾸는데도 영향을 끼치

게 되었다. 유사한 환경이면서도 특색 있는 삼국의 음식문

화 중에 특히 식기는 예술품이기도 하지만, 음식문화의 일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주요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

다. 먹는 방법에 따라 식기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예의나 식

탁문화도 다르게 마련이다(Kim 1998a). 식기의 변천 속에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동질문화내의식문화 비교는(Kim 등

2005) 한국·중국·일본 삼국 각 나라의 정체성을 논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문헌 고찰연구에서는 도자식기를 중심으로 한국·중

국·일본 식기형태와 용도의 시대적 변천, 한국·중국·일

본 식기의 변천과 음식문화, 한국·중국·일본 식기에 따

른 식행동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여 식문화 중 특별히 식기

문화의 고찰을 통하여 각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식

행동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II. 한국·중국·일본 식기형태와 용도의
시대적 변천

1. 한국의 식기형태와 용도의 시대적 변천

신석기시대(B.C 4,000~3,000년경) 빗살무늬토기는 지

역에 따라 밑바닥이나 그릇형태가 다르며 크기가 대형인 것

으로 보아 공동 취사생활을 짐작할 수 있고 문양은 나뭇가

지와 고기 뼈나 조개껍데기로 그려졌다. 이 시대의 주거지

에서 보여지는 화덕터와 그을음이 남아있는 토기는 음식물

을 삶거나 데치는데 빗살무늬토기가 이용되었다(Kim

1998a). 빗살무늬가 민무늬로 변화된 청동기시대의 토기는

밑바닥이 납작한 것과 바리형 토기 또는 항아리 토기가 있

었다. 겉쪽에 그을음이 묻었거나 안쪽에 검은 응착물이 함

께 있는 바리형 토기가 널리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 것을 보

면, 이 시대에는 이런 유형이 우리나라 식기의 기본이 되었

으리라 예상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런 토기가 음식을 조리

하기 위한 그릇 특히 식사용 조리·저장·발효용으로 사용

되었으리라 짐작된다(Choi 2002).

삼국시대 실생활용품의 유물 중 금·은·금동제의 식기

는 귀족계급에서 기물로써 제작되어 사용하였고, 일반 서민

의 생활에서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 것을 볼 때, 그릇에서도

계급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Han 등 2002).

유물 중에서 밥그릇이 출토되는 것을 보면, 주식기와 부식

기가 나누어 제작되어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통일

신라시대에는 절터나 생활유적 등에서 중국 당대의 백자, 당

삼채 등이 출토되었으며, 후기에는 중국의 청자나 백자 등

이 많이 출토된 것을 통해 중국에서 자기가 수입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으며, 수입된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자기 제작

을 시도하고 성공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고려시대(918~1392) 역시 삼국문화를 이어받아 식기의

재료로써 금·은·금동제·유기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신

분에 따른 식기의 차등은 계속되었다. 또한 중국 제품이 상

당수 출토되며, 계속적인 자기 개발의 결과로 상감청자 등

과 같은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자기개발을 이루었다. 청자

제품은 귀족계급에서만 소량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송

나라 사람 서긍의〈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에 보면, 고려시대 귀족의 식생활에 관해 ‘기명은 대부분 금

칠한 것을 썼고 혹은 은으로 된 것도 있으나 청도기(靑磁)

를 중히 여긴다.’고 하여 청자를 금·은기 보다 귀히 여겼

음을 알 수 있다. 서민들의 일상용기로는 이규보의〈도옹

부(陶甕賦)〉에 나오는 시(詩)중 ‘질항아리’라는 부분에서 질

그릇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Kim 1998a). 질그릇 중

항아리는 물독, 술독, 곡식, 과일의 저장용기로 주로 쓰였

으며, 이외에 서민들 사이에서는 완이나 합이 주·부식용

용기로 사용되었고, 매병은 술을 담는 용기로, 소병은 유병

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대 식기로써, 완류·탁잔·대접·접

시·주전자 등은 다양한 형태의 고도로 숙련된 조형감각과

과학적 기술처리 등에 의한 도자식기문화의 고급화를 보여

주고 있다. 고려시대 무덤에서 발굴된 도자기와 청동제품을

보면 개성일대에 있는 일반사람들의 발굴품 중 대부분이 도

기였지만 그 외 다른 그릇들은 자기였으므로 도자기가 상당

수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Kim 1996) <Table 1>.

조선시대(1392~1896) 분청이 청자의 기술과 조형적 전통

을 계승한 보편적인 중앙관청과 사회지도층의 자기라면, 백

자는 새로운 기술과 차원의 왕실 중심에 있는 특화된 자기

라고 할 수 있다. 세종 때 백자로 어기를 쓸 수 있었던 것

도 이처럼 우수한 백자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

리라고 본다. 15세기 전반 경에는 전국으로 자기소 139개

소, 도기소 185개소에서 국가관어용의 그릇을 공납하였으

며, 15세기 후반 경부터는 경기도 광주에 분원을 설치하여

직접 도자기 제작을 국가가 담당하였다(Kim 1998a). 세조

때부터는 청화 백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이를 제작하고

자 시도되었고, 최고의 재료와 기술로 내화갑발(耐火匣鉢)

안에 넣어 그릇을 구울 때 불순물이 닿지 않도록 하여 왕실

전용의 최고급 백자를 만들어 내었다(Hwang 등 1994).

조선시대는 반상기가 식기로 정형화 되었는데 놋그릇·사

기그릇·자기그릇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추운계절인 추석부

터 다음 해 단오 전까지는 은기나 유기로 제작한 그릇을 쓰

고, 더운 계절인 단오에서 추석 전까지는 자기를 사용했다

(Ju 2000, Kang 등 2006). 조선시대의 식기는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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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그릇·목기류·곱돌솥 등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반상기를 비롯한 각종 식기의 완성기였다고 볼 수 있다.

개화기 이후 1911년경 대다수 조선조의 백자를 본뜬 사발

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전국의 일반가정과 음식점 등으로 팔

려나갔다. 재래식 막사기는 가볍고 깨끗한 왜사기에 비해 품

질은 거친 편이었으나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인들의 호응을

받아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가 있었다(Korea Ceramic

1996). 왜사기는 일제강점기동안 일본인 소유의 공장에서

제작된 것 중 형태나 색이 비교적 우수했던 일본사기제품을

말한다. 휴전이후 군수품과 함께 유럽·미국·일본 등에서

들어온 고급자기가 부유층에서 사용되었고, 들어온 외국산

커피세트와 홈세트는 국내 도자식기산업에 자극을 주었으나

기술과 시설부족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 우

리의 도자식기산업은 이미 일제강점기동안 일본화 된 도자

기들로 대체되어 전통적인 식기문화를 잃어버린 상태였으며

전쟁물자 징발 등으로 식기가 부족하여 95%정도를 일본에

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근대에는 값 싼 양은 원료가 수입되어 식기로서 인기를 누

려왔고(Han 등 2002; Kang 2006), 그 이후 유기그릇 위

에 스테인리스 스틸 도금을 하는 것이 한 때 유행하였다. 또

한 서양풍의 평편한 접시로 구성되어진 일본 ‘홈세트’가 유

행하게 되었는데, 평편한 접시는 습성음식을 담으면 국물이

옆으로 흘러 지저분해 보여 우리의 식문화와는 맞지 않았으

며, 또한 평편한 접시는 오목한 접시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

하므로 한 상에 차려먹는 우리의 식문화와는 맞지 않아 식

기와 음식문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1980년대 말까지

생산된 식기류는 비슷한 백자류였으며, 그 이후 점차 다양

한 도자식기 디자인이 활성화 되었다.

2. 중국의 식기형태와 용도의 시대적 변천

중국 신석기시대에는 토기식기로 제사의식에 쓰이는 도구

와 기물 등이 제조되었고, 그 이전에는 저장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실용적인 면을 고려해서 제작한

도기는 음식 용구로 키가 작고 넓은 형태의 완(碗)·발(鉢)·

배(杯)·분(盆)의 종류가 있었다(Hwang 등 1994). 원시청

자의 출현은 도기가 갖추지 못한 장점을 많이 갖추어서 사

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수요량도 점점 늘어 생산량의 증

가와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서주(西周)시대에는 제작기술이

더욱 진보하였으며, 주요 기물로는 주발·사발·제기·쟁

반·조미료그릇·함·술독·항아리·두레박 등이 있었다.

은(慇, BC 1600~1066)시대에는 칠기에 금박을 입히거나

보석을 상감하는 기법이 개발되었고 서주와 춘추시대를 거

치면서 칠기는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여, 각 제후들이 사용

하던 청동 기물은 점차 칠기로 바뀌었다. 청동기는 상주시

대에 왕실 독점으로 제작되었으며, 귀족들은 청동으로 만든

정(鼎)에 현란한 장식을 하였다. 정은 현재의 솥에 해당하며

고기를 삶거나 담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후에는 제사나 연회

의식을 진행할 때 예기(禮器)로 정이 사용되었다(Yahowayjen

2006).

춘추전국(春秋戰國, BC770~403)시대 제후들의 연회에는

형태가 매우 정교하고 우아한 목조 칠 식기가 사용되었다.

진한 이후 출현한 금·은·도자 식기는 매우 정교하였으며,

중국의 식기 제작 수준은 이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Yahowayjen 2006). 한(漢)시대에는 일종의 칠의(漆依)도

기가 있었는데 이는 도기 위에다 한 층의 칠을 입혀서 표면

이 검고 반짝거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한(漢,

BC202~AD220)시대의 청자는 청동기를 모방하였으나 삼

국(三國, 220~280)시대 이후에는 확연히 변화되어 청자의

조형이 과거의 도기·칠기·동기 등의 일상용품의 전례를

쫓게 되었다. 삼국·남북조(南北朝, 220~589)시대 귀족계

급은 금·은·유리·칠기 등을 사용하였으며, 청자는 사용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점점 질이 저하되었고 하급 서민

만이 청자로 된 기물을 사용하였다(Hwang 등 1994).

수(隨, 581~618)시대의 자기는 출토지역의 종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자기 제작이 활발했던 것으로 짐작되어지며, 이

미 부분적으로 자기가 금·은·동 및 도기나 칠기 등의 생

활용구를 대신하였다(Hwang 등 1994). 당시대는 중국 도

자업 발전의 번영기로 각지에서 서로 다른 품격의 자기가 출

현하였고, 생산하는 지역도 확대되었으며, 품질 역시 좋아

졌다. 자기 생산의 전성기는 당·오대에서 북송(北宋)시대

때까지 이며, 기물의 종류는 완(碗)·배(杯)·반(盤)·호(壺)·

접(蝶)·발(鉢) 등으로 다리가 밖으로 말린 점에서 당시대

의 금·은기의 다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시대

말기에 백자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으며 제작이 정교하였고

송시대에는 석탄 채굴기술이 발전하여 더 좋은 연료를 제공

하여 가마의 온도를 높였고 이로 인해 화학반응을 충분하게

해 줌으로써 자기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Hwang 등 1994),

황제와 황실만을 위한 고급 생활자기와 예술용 자기를 전문

적으로 제작하였다. 당(唐, 618~907)시대 금·은 식기는

각지에서 대량으로 사용되어졌고 송(宋, 960~1279)시대의

금·은기 제작이 더욱 발전하여 상업화되었다. 대량의 금·

은 식기는 황실뿐만 아니라, 일부 서민들과 술집, 음식점에

<Table 1>고려시대 무덤에서 발굴된 도자기와 청동제품

발굴한

무덤수

도자기 청동기

사발 바라기 보시기 접시 잔 단지 계 그릇 숟가락 젓가락 계

139 44 15 10 27 1 70 167 4 34 5 43

출처: 김영진. 1996.「조선도자기사연구」. 한국문화사.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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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금·은 식기를 사용했다(Yahowayjen 2006).

고려시대 문헌에 중국에서 고려자기를 수입해 간 기록은

없으나 중국 측 자료에는 간혹 보이며, 그 중『수중금(袖

中錦)』이란 책에서는 고려비색을 천하제일로 꼽고 있다.

이로 볼 때 송시대 12세기 무렵에 고려청자가 중국에 상당

히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중국 분묘에

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 1425

년의 기록에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와서 자기를 진상할 것을

요구해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를 번조하여 받쳤다는 기록이

있었다(www.wocef.com).

원(元, 1280~1367)시대 말까지 주요 제품은 청백자였지

만 원 후반기부터 청화기법이 개발되고 완성되었다. 명(明,

1368~1661)시대가 멸망하고 청(淸, 1616~1911)시대가 세

워지는 사이 사회혼란은 도자기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

어 그 당시까지 유럽에 많은 양의 도자기를 수출하였던 중

국은 일본에 그 시장을 내주게 되었다. 청시대에는 새로운

제품이 다양하게 생산되었는데 유약의 개발은 물론 송(宋)

시대 등의 옛 도자기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든지 금속기·목

기·석기 등을 모방한 것들과 외국의 도자기를 흉내 낸 것

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만한취엔시에 쓰인 식기로는 1771

년 공자 집안에 유일하게 있었던 것으로 404개의 196가지

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모두 은으로 제작되었다. 서

태후시대에 개인용 주방에는 금·은·옥그릇 1,500여 종이

있었으며 그 중 금그릇 만도 무게가 상당하여 5,816냥(약

215 kg)이고 은그릇은 1만 590냥이었다고 하니(Ko 2004),

왕족을 중심으로 한 금·은기의 사용을 알 수 있었다.

3. 일본의 식기형태와 용도의 시대적 변천

일본 조몽시대(繩文時代, B.C7~B.C3세기경) 전기에는

토기 밑의 형태가 뾰족했던 시대이며, 후기는 바닥이 평편

하고 안정된 형태로 되었다(Kim 1998a). 초기에는 작은 화

로모양과 같은 특수한 그릇도 남아있었으나 5세기 중엽 새

롭게 끓이기용 화덕이 출현하였다. 7세기 후반 이후에는 잔

을 대신하여 새로운 공기·접시·쟁반 등이 나타났고 식기

류에 변화가 일어났다(Hwang 등 1994). 이 시기 토기 그

릇은 700~800oC의 낮은 온도로 구워져 취사는 가능했으나

액체를 저장하는 용기로는 부적당했다(World Ceramic

Expo. 2001).

야요이토기는 저장용 항아리, 취사용 옹기, 음식기 고배

(高杯) 등 각 용도에 적합한 실용가능한 도구가 되었다. 아

스카시대(飛鳥時代, 6세기후반~7세기중엽) 한반도에서 견

고한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 도입되어 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스에키라고 불렸다. 스에키는 저장용으로 사용되었

으며, 전국으로 확산되어 헤이안시대까지 사용되었다. 기타

나무 제기·구리그릇·구리쟁반·유리그릇도 일부 상류계

급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산 도자기들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는데, 대부분 중국제이고 다음으로 한국제이며 동

남아시아 도자기들도 수입하였다. 일본 유적에서 출토되는

한국 도자기들은 선사시대부터 존재하였던 것들이며, 5-6

세기 고분시대에 한반도의 회청색 경질토기들이 다량 출토

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청자는 제기와 불기에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중국의 청자를 모방하였다. 물론 귀족용이었으며 서

민은 토기류를 사용하였다(Kim 1998b).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91) 중반경부터 중국 송(宋)

시대와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져 중국으로부터 저급 백자가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중세 세토의 제품은 중국 도자기를 모

방한 일본산 고급 도기로서 가마쿠라 무사들이 애호하였으

며 현재 거의 일본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또한 세토의 그

릇 중에는 명백히 고려청자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는 병도

발견되어 조선과의 깊은 관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중세 사

회생활 속에서 이용된 도기류 로는 공기·접시·사발 등의

일상 식기류와 항아리·독 등의 저장 용기류 외에 도가니·

솥 등의 끓이기 용구 등 다양한 것이 있으나 모든 기종이 구

워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고려시대의 도자기들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12세

기말부터 14세기까지의 시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고려 상감

청자들이 출토되었고, 특히 당시 정권의 중심지였던 가마꾸

라 및 그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가마쿠라시대(鎌倉時

代, 1192~1332) 식기는 사찰과 무사의 공식적인 자리인 상

에는 칠기가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목제품의 그릇이

사용되고 젓가락으로 먹었다. 중국 송나라로부터는 도자 기

술이 전해져 유약이 발라진 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8~1573)~야츠지모모야마시

대(安上桃山時代, 1338~1600) 식기는 다도의 발달과 함께

찻그릇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일본 전국에 유통되었다

(Hwang 등 2002). 모모야마시대말기 중국 제품 위주의 다

도에서 조선의 자기나 일본산도기도 사용 되었다. 이도다완

(井戶茶碗)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일상식기인 완(碗)은 기존

의 중국도자기를 최상으로 생각하는 미의식에서 조선 도자

기를 중심으로 변하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조선이나 중국과 같은 자기(磁器)를 만들고자 했

던 꿈은 결국 ‘도자기전쟁’이라고 불리는 임진왜란 끝에 성

취하게 되어, 일본은 자기시대를 열게 되었고 도자식기들이

제작되고 성행되어 기술적으로도 큰 발전을 가져왔다. 일본

에서 출토 된 조선의 도자식기들은 16세기 초까지는 분청

중심이고 오끼나와부터 동북지방까지 전국에 넓게 나타나고

있다.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7) 초기 아리타에서 조선

도공들에 의해 청화 백자기가 처음 만들어졌다. 17세기 중

반에는 색회자기가 개발되었고, 이것은 주로 장군 가문에 대

한 헌상품이나 선물용으로 사용되어 당시 상류계급의 취향

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 유럽으

로 수출되었고 중국만큼 자기가 유명해졌다(Kim 2000).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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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한·중·일 식기 변천

시대 한 국 중 국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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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계 속

시대 한 국 중 국 일 본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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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대 말기부터는 각지에서 자기가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26) 철도가 개통되면서 자

기는 일상 식기로서 지방까지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자기의

보급으로 기존의 도기는 음식점의 식기로, 열전도율이 낮은

칠기는 국그릇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고대와 중세에 널리 보

급된 칠기는 자기가 출현한 뒤에도 불교의식에서 여전히 사

용되었다.

한국·중국·일본은 <Table 2>의 표에서 보여 지듯이 우

리나라와 중국의 은제 잔과 청자의 잔 형태가 비슷하며, 우

리나라의 청자 주자와 중국 북송의 형태가 비슷한 것 등과

청화백자가 동시대 인 것으로 보아 좋은 기술과 품질의 식

기가 주변국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국·

일본의 시대별 식기와 특징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III. 한국·중국·일본 식기의 변천과
음식 문화

토기문화는 원시 농경의 시작과 정식 조리법의 시작되었

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무문토기인 들은 주식으로 곡물을

먹으면서 생활했고, 이때부터 한국의 발효 음식인 간장·된

장·젓갈·김치의 원형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다. 무문토

기가 국물을 오랫동안 저장하지 못한다는 특성은 계속해서

토기 제작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였으며, 물기가 스며들지 않

는 경질 토기의 발전은 토기의 분야에서 혁명이라 할 수 있

다. 원삼국시대의 경질 토기는 가정에서 간장·젓국과 같이

수분이 있는 발효 음식을 담는 옹기와 같은 기능을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Ju 2000).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典)에 ‘고구려 사람

은 장양(藏釀)을 잘한다’는 기록을 통해 발효식품을 만드는

솜씨가 좋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양이란 술빚기·장담

기·채소절임을 말하며 이 시기에는 이미 장·술·김치·

장아찌 같은 발효식품의 제조법이 일반화되어 우리음식의

기본을 이루었다. 청동기시대는 농경사회로 곡식 저장용으

로 쓰인 대형 독이나 제천의식용 고배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 바리형 토기는 곡식을 끓이거나 고기를 삶는데 많

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항아리형 토기는 물을 저장하거나 운

반할 때 그리고 발효용으로 쓰여졌다고 추정된다.

삼국시대는 농경생활이 정착되고, 식생활이 다원화되면서

곡류를 중심으로 하는 주식생활이 정착되었다. 잡곡농사에

서 벼농사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벼농사의 정착으로 식생활

의 안정을 가져왔으며, 계층화된 신분제도가 식생활 자체를

귀족식과 서민식으로 분리시켰다. 무쇠 솥의 고안으로 밥은

시루에 찌는 방식에서 솥에서 끓여서 뜸을 들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밥이 일상적인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Moon

등 2007).

고려시대는 불교의 영향으로 차가 발달하여 다과 상차림

의 규범이 성립되었으며 <고려사>에 궁 안에 차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다는 것을 통해 차 마시는 풍속이 귀족계급 간

에 성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사상

으로 차 마시는 습성은 줄었고 ‘차례(茶禮)’에만 남았으며,

신분에 따른 식생활문화가 생기게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

서 서양의 식품과 요리법 및 식생활의 습관이 전해지면서 한

식과 양식의 혼합식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음식은 건성음식이 10% 미만이며, 물기가 많은

습성(濕性)음식으로 발전 하여 음식이름 뒤에는 탕, 국이 들

어가는 음식이 많이 생겨났다. 수분이 많으므로 한식 식기

는 수분이 흐르지 않도록 오목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Kim

1998a). 일상 식사가 국물 음식과 국물이 없는 음식을 병용

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삼국 중 유일하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하였으며(Ju 2000), 식기를 상에 두고 수저를 사

용해 먹기 때문에, 그릇의 모양은 밑이 넓게 균형감이 있는

형태를 취하였고 소재도 두텁고 무거운 철기나 자기그릇이

많았다. 이는 식기를 들고 먹는 일본처럼 식기의 무게나 그

형태에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중국 청동기시대는 하(夏)·상(商)·주(周)의 세 왕조로

주 말기에는 철기가 출현하여 생산 활동에 발전과 동시에 식

생활에도 변화가 있었다. 즉 청동으로 만든 조리 기구로 익

혀낸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던 것이다(Ko 2004). 당시 솥

하나의 크기가 한 사람이 한 끼 밥을 먹을 정도였다는 것을

보면, 각자 개인 그릇에 음식을 익혀 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Yahowayjen 2006). 수·당시대에는 쌀이 북경까지 전

달되어 북경일대 식생활이 풍요로워졌다. 화북지방에서는 물

레방아를 이용하여 제분을 만들었고 밀이 대량생산되어 서

민들도 빵·밀병 등을 먹기 시작했다. 당·송시대 에는 외

국과의 문화교류로 조리법이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청조 황

제인 건륭제는 지방 순찰 시에도 요리를 음미할 뿐 아니라

많은 요리사들을 궁중으로 불러 들여 궁중요리를 더욱 발전

시켰다. 임금들은 정식으로는 하루 두 번을 식사를 하였는

데 아침에는 수프와 딤섬을 주로 먹었으며 그 외에도 시장

하면 수라상을 수시로 대령시켰다(Ko 2004). 북경에서는

청시대 몰락 후 1925년에 궁중요리를 표방하는 고급 음식

점이 문을 열었고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Choi 등 2002).

중국음식은 건성음식이 많으며, 습성음식은 전체의 10% 미

만이어서, 식기 대부분은 평면형 접시 위주로 발전하게 되

었다(Lee 2003).

일본은 야요이토기시대 부터 논농사와 함께 정착생활을 시

작하였다. 논농사의 시작으로 주·부식이 분리되고 형태는

대개 현미형태의 죽이었으며 서민들은 조·피 등을 먹었다

(Hong 2002). 철기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 신

분에서 빈부의 차등이 나타났으며, 헤이안시대에는 귀족과

서민과의 식생활차이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식탁에는 조

미나 영양보다는 담는 것에 주의하여 눈으로 보는 요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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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되었고(Oh 2002), 조리법은 신라·당나라와의 왕성

한 교류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발달하였다.

무로마치시대에는 차(茶)의 보급으로 가이세키요리가 등

장하였으며 차의 생활화에 따른 가이세키요리의 확립이나

남반요리 등이 일본요리를 발전시켰다. 에도시대는 일본요

리의 형식과 조리법이 거의 확립되었고 이 시대는 일본요리

의 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Hong 2002). 메이지시대 이

후 금기시하던 육류의 식품사용이 가능해졌고 각종 유제품

과 빵 등 서양 식품과 커틀릿, 오믈렛 등의 서양 조리법이

수입되었다(Oh 2002, Hwang 등 2002). 1945년 이후 식

량난으로 미국에서 다량의 식품을 공급받았으며 이로 인해

빵이 좋다고 선전하며 과자도 생기게 되어 식생활에 큰 변

화가 나타났다.

일본은 생식과 함께, 쌀을 주식으로 하고 생선과 채소, 콩

등을 부식으로 하였으며,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의 요소는 약

화되었다. 일본의 음식은 눈과 입으로 먹는다고 표현할 정

도로 시각적인 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음식의 종류와 계절

에 따라 도자기·칠기·죽제품·유리 제품 등의 다양한 식

기를 조화시킴으로써 음식의 공간적 아름다움을 살리고, 식

기간의 색채와 모양을 고려하여 배색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도 하다(Kanzaki 2001).

IV. 한국·중국·일본 식기에 따른
식행동의 변화

고구려 벽화를 통해 보면 연회형식은 입식이고, 평상식은

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고구려에서는 고배(高杯)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식탁과 식상이 병용된 것 같다(Kim

1998a). 삼국시대 가장 유행했던 기물인 고배류는 바리형

또는 완(碗)형 밑에 다리를 붙이는 형식으로, 상(床)역할을

겸하는 식기로 고배류가 대량으로 남부에서 출토되었으며,

남부의 기거 양식은 온돌 사용의 좌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Kang 등 2006). 고배류 중에는 제기(祭器)성격의 주식

기용과 부식기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器)부분이 깊은 바

리형인 것은 주식기류였고, 넓고 얕은 형태는 부식기용이었

으리라 짐작 사료된다. 고배류에서 고대가 짧아지고 깊이가

깊어진 완형이 발달되었고 이는 식사방법과 식사내용의 차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목한 완형에 뚜껑이 있는 형

태를 우리나라 밥그릇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는데, 밥그릇은

최근까지 주발(남성용), 바리(여성용) 사기제는 사발로써 그

형태의 유사성을 최근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로보아 반기

의 형태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지켜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밥

그릇의 형태는 상위에 식기를 놓고 수저를 사용했으므로 식

기는 안전성과 견고성이 요구되었다. 고려시대 상의 사용으

로 높았던 식기의 받침대가 사라졌고 음식내용에 따라 식기

의 종류와 형태도 다양해졌다.

조선시대 기본 상차림으로는 반상(飯床)이라 하여 찬의 내

용은 같은 식품과 조리법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보통은 3·

5·7첩으로, 대가나 궁중에서는 9첩 또는 12첩을 썼다. 첩

이란 뚜껑이 있는 반찬그릇을 말하는 것으로 국과 김치, 장

을 제외한 반찬그릇의 수에 따라 첩 수를 세어 계절과 아

침·점심·저녁에 따라 그 음식의 종류를 달리하여 상을 차

려야 격식있게 차린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식사법에는 남존

여비(男尊女卑)·내외(內外)법으로 남녀가 같은 상에서 식

사를 할 수 없었으며, 남자 식구들은 모두 외상을 받았고,

외상을 볼 수 있는 공간 역시 필요했다(Kang 등 2006).

<Table 3>에서 나타나 있는「원행을묘정리의궤」를 통해

조선의 신분에 의한 식생활 역시 엄격한 계급질서가 있었음

을 볼 수 있다. 원·인·명은 사람의 수를 세는 단위로 지

위고하를 구별하며, 왕과 왕족은 가장 상층부에 위치하였

고, 두 번째는 원으로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관직을 지칭

하는 당사부터 검사관까지를, 세 번째 인에는 각 관아의 문

<Table 3> 조선시대 상차림

대상인물 상 명칭 상 종류 그릇 차림형태 찬품(음식)

임금

조수라

주수라

석수라

흑칠원족반 유기 독상 반,갱,조치,찜,자반,구이,침채,장3 7기(첩)

내빈

(왕족)

조반

주반

석반

흑칠원족반 유기 독상 반,탕,조치,자반,해,적,침채,장 7기(첩)

원

조반

주반

석반

대우판

소우판

유기

자기
독상 반,탕,찬,침채,장 또는 반, 탕 4기(첩)

2기(첩)

인

조반

주반

석반

× 동해 겸상 반, 탕 2기(첩)

명

조반

주반

석반

× 동해 겸상 반, 탕 2기(첩)

출처: 김상보. 2006.「조선시대의 음식문화」. 가람기획.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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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관장하던 아전인 서리에서부터 궁인까지, 고직·석수·

목수·와벽장·이장 등과 같은 장인들은 명이라 지칭했다.

‘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명이 하나의 동해에다 음식

을 담아 밥상도 없이 앉아 밥과 국만으로 세 끼를 먹었다

(Kim 2006).

중국은 전국에서 진(秦)·한(漢)시대「예기」,「곡례」

에는 식탁에 밥과 반찬을 놓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쓰여 져

있는데, 당시 각자 외상에 1인분의 밥상을 차려졌음을 알 수

있다(Jang 2002). 돗자리 생활을 했던 한나라 사람들은 식

사 때는 안(案)으로 불리는 소반에 외상을 하고, 칠기로 된

그릇과 접시를 많이 사용 하였고 칠기 국자와 숟가락도 있

었다.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고용인원이 늘어났

고, 집과 일터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으며, 이로 인해 집을

떠나 식사를 하게 되는 외식 개념이 생겨나 그 발달을 자극

하게 되었다.

당·송시대에 걸친 식생활 변화는 후한시대 고분 그림의

연회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Figure 1>. 참석자들은 모두

돗자리 위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으며, 요리는 짧은 다리가

붙은 상위에 놓여 있다. 당시대 중기부터는 돗자리 대신 의

자와 테이블이 완전히 정착되었고, 송시대에는 일반 백성까

지도 테이블과 의자를 사용하였다(Jang 2002). 밥과 국은

개인전용 공기에 담고 부식은 큰 공용의 식기에 담아 젓가

락으로 직접 집어오는 상차림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Kim 등 2003).

일본의 밥상은 작은 일인용이며, 음식물은 한 입에 넣을

수 있게 작게 만들어졌고, 밥상 높이는 중세시대 10 cm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았다(Ju 2000). 식기형태는 그릇

을 들고 먹는 식습관으로 식기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무거

우면 잡기가 불편하므로, 일본 식기의 대부분은 목기로, 가

볍고 손에 쥐기 편하도록 밑 부분이 좁게 고안되어 있다. 식

사를 할 때는 정좌를 하고 그릇을 들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하는데, 이는 불교의 영향으로 스님들의 식사방법을 따른 특

유의 식사 예법이었다. 따라서 일본인에게 밥공기는 식기인

동시에 운반도구이며,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가장 편안

한 식사 형태이다. 또한 식사예법에서, 식기를 위에서 아래

로 내려다보게 되어 있어 식기의 내면에 색과 그림 등을 그

려 넣는 것이 발달 될 수 있었다. 입술을 대고 담겨 있는 음

식을 먹기 때문에 그릇의 두께가 얇고, 도기나 목기보다 감

촉이 매끄럽고 좋은 자기그릇이 많이 보급되었으며 그릇의

전 부분은 입술이 닿기 쉽도록 밖으로 향하게 제작되었다.

일본인이 식기를 입에 가져가는 것은 잡곡밥(쌀에 보리나 수

수·감자·무 등을 섞어서 지은 밥)이나 잡탕죽이 주식이었

으며 이는 젓가락으로 집기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Kanzaki 2001).

V. 결 론

본 연구는 식문화의 변화 속에서 선조들의 일상생활 속에

사용했던 식기 및 식문화에 관한 시대적 해석을 함으로써 식

생활의 발자취를 고찰해 본 연구이다. 처음 인류가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더 견고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는 의지는 끊임없이 식기의 발달을 촉진시켜

왔다. 처음 제작된 토기는 물이 새고 쉽게 깨어지는 것이었

지만, 점차 개선된 원료와 높은 온도에서 구워 내는 기술로

발전하여 토기보다 견고하고 쓰기 편리한 도기(陶器)를 만

들 수 있게 되었다.

한국·중국·일본 삼국은,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인해 오

랫동안 정치적·문화적 교류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간에 영

향을 주고받았다. 식기의 교류 역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이루어졌고, 좋은 기술과 품질을 가진 식기는 다른 나라

의 지배계층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예가 많았으며, 수입된

외제 식기들은 그 나라의 식기 발달에 영향을 주어 각국의

도자 식기와 식문화 교류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역사적 문화교류에서 중국의 영향에 힘입어 한국 도자식

기가 발전해 왔다.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는 곧

국풍화(國風化)되면서 한국식으로 바뀌었고, 우리만의 도자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왔다. 한국 도자식기는 일본 도자식기

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대표적인 예로는 고분시대의 ‘스에

끼’라는 회청색경질도기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점

과, 17세기 초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들의

노력으로 백자기의 성공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중간에 청자

시대가 없었으며, 바로 백자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의

미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만큼이나 한국이 일본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도자사는 한국과 중

국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하였지만 한국이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국·중국·일본 삼국 식기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기원

전 토기식기에서 발전하여 비슷한 시기에 금·은·청동·

청자·유리·칠기가 제작되었고 주변국가에 영향을 주었다

는 것이다. 식기는 음식을 담는 기능 외에도 권력을 상징의

<Figure 1> 출행연락화상 <후한시대 >

출처: 장징. 2002.「공자의 식탁」. 뿌리와 이파리.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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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이기도 하였으며, 권력층에서 사용한 식기는 현란한 장

식이 되어 사용되어졌다.

식기의 형태면에서 볼 때 삼국의 식문화는 각 나라의 식

습관에 따라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발전되어 왔다. 한

국 음식은 습성(濕性)음식의 특징상 국물이 흐르지 않는 오

목한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상위에 식기를 놓고 수저를 사

용하였기 때문에 식기는 안전성과 견고성이 요구되었다. 중

국은 건성음식이 80%를 차지하므로 대부분의 식기가 평편

한 접시로 발달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식기를 들고 먹는 습

관으로 인해, 뜨거운 국그릇은 열전도율이 낮은 칠기나 목

기를 사용되었다. 일본 식기는 작고 가벼우며, 입술을 식기

에 대고 음식을 먹는 식문화 때문에 그릇 전체의 감촉에도

신경을 써서 발전되었다. 이는 식습관에 따라 식기의 재질

과 형태가 영향을 받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식기를 즐길 수 있는 여유와 감각은 사회의 안정과 비례

하여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따라서 문화가 발달

한 시기에는 식기의 고급화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고려시

대 나라의 문화가 꽃피울 때는 청자가 나왔고, 개화기 이후

시대가 어려울 때는 양은·스테인리스 스틸·플라스틱 등

의 형태에서도 주체성 없고, 건강이나 환경에도 좋지 않은

그릇들이 등장했으며, 지금도 외식업체나 가정에서 일부 쓰

여 지고 있다. 반면 이제는 세계적인 도자 왕국으로 일컬어

지는 일본은 1950년대 후반에 출현한 플라스틱 식기가 학

교나 병원 등의 급식용 식기로는 보급되었지만, 일반 가정

에서 쓰는 식기로는 보급되지 않았고, 오늘날의 식탁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식기 비교 연구는 비교적 동질

의 문화적 환경에서 각기 특색 있는 삼국의 음식문화의 일

부분을 엿볼 수 있었다. 식기의 변천과정에서 식문화를 보

는 것은 먹는 방법에 따라 식기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예의

나 식탁문화도 다르다는 점에서 각 나라의 정체성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과제라 사료되며, 앞으로 현대의 식행

동 변화와 함께 식기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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