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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기형의 보편성을 가진 족집게의 쓰임과 사용 문화를 알아보고, 족집게의 유형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족집게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고, 족집게의 쓰임을 당대의 사회문화, 정치와 관련하여 두 가

지 경우로 보았다. 첫 번째는 미용 및 자기관리의 목적으로 족집게를 사용한 경우이다. 눈썹과 코털을 정리하는 미용 

용도로 사용하였고, 남성들이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흰털을 뽑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응급 처지 

의료보조기구로 족집게를 사용한 경우이다. 

Ⅲ장에서는 고려, 조선시대 족집게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족집게는 크게 기본형과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기본

형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형태로 손잡이와 집게로 이루어져 있다. 집게를 고정하는 고리가 달린 족집게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복합형은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뉜다. 일체형은 양쪽에 달린 도구에 기반을 둔 분류이며, 

귀이개 일체형과 손칼 일체형이 있다. 반면 분리형은 리벳 분리형과 고리 분리형으로 나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복합

형 중 일체형은 고려시대에만 나타나는 기형으로 당대 사용자들의 기호를 엿볼 수 있다. 제작 기법은 단조로 얇은 금

속판을 만든 후에 족집게의 형태를 만든다. 장식 기법은 은과 동 같은 무른 금속 재질의 족집게에 선각, 점조, 압각(인

각) 등으로 문양을 새겼고, 장식성이 두드러지는 족집게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대

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족집게는 강도가 높은 청동이나 철로 제작되었다. 때문에 다수의 족집게는 단순한 X자 문양이 

시문되거나 무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족집게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던 이유는 시대를 막론하고 족집게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형 족집게는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실용성에 기반을 둔 전형적인 일상도구이다. 그동안 금

속공예는 왕실공예 또는 불교공예에 한정되어 연구되어왔다. 족집게와 같은 일상용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져 당대의 사회문화를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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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족집게란 털을 뽑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

는 도구를 말한다. 타깃을 정확하게 집어 뽑아내는 기능

성에 따라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한편 족집게

는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거나 잘 맞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로도 사용된다. 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명사가 의미를 함축하는 대명사로 사용되었

다는 점은 족집게의 역사가 짧지 않음을 시사한다. 

족집게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

나 중국 한나라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형태는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용도 또한 변화 없

이 현대 사회에서 일상용품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현대

에서는 흔히 족집게라고도 하고, 미용용 족집게를 트위저

(tweezer)라고도 부른다. 족집게는 시대에 상관없이 기능

에 충실한 기형의 보편성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족집게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다. 

그동안 족집게는 일부 도록에서 사진 자료로 수록되었고, 

도록의 짧은 유물 설명에서 단순히 외형적인 서술에만 치

중되었다. 족집게가 부분적으로 다뤄진 논문은 「미륵사

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 금제유물의 재료학적 특성」(권혁

남 외 2014)이 있다. 재료학적 분석에 중점을 둔 논문으

로 금족집게에 대한 재료학적 분석이 시도되었다. 한편 

족집게의 사용 문화나 형태에 대한 고찰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족집게의 사용 

문화와 함께 전해져오는 유물을 통해 형태 분류를 시도하

여 족집게에 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족집게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일상용품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족집게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다. 때문에 족집게는 삼국

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많은 유물들이 남아 있

다. 다만 유구에서 출토품으로 족집게를 찾아보기 어렵

다. 족집게의 출토품을 살펴보면 부식 및 마모로 인해 온

전한 형태를 알기 힘들고, 용도 미상의 철제품으로 구분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출토품을 통해 족집

게의 편년을 정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족집게의 전세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장에서 족집게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고, 고대 족

집게에 관한 문헌을 통해 당대의 족집게 사용 문화를 살

펴본다. Ⅲ장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정립되어

온 족집게 유형을 분류해본다. 특히 고려시대 족집게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족집게 형태는 현

대까지 이어져오는 족집게의 형태가 확립되는 기준점이

기 때문이다. 이후 족집게의 제작 기법을 알아보고 족집

게에 사용된 장식 기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족집게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기형의 보편성을 가진 족집게 사용 문화를 살펴보고 족집

게의 유형 분류를 통해 족집게라는 일상 공예품을 이해하

는 것에 목적이 있다. 

Ⅱ. 족집게의 쓰임과 사용 문화

족집게는 한자로 섭(鑷), 섭(攝), 섭자(鑷子), 섭아(鑷

兒), 금섭(金鑷), 은섭(銀鑷), 동섭(銅鑷), 청동섭(靑銅鑷) 

등으로 쓰였다. 송나라 운서인 『광운(廣韻)』과 『정운(正

韻)』에는 ‘尼輒切’이라고 하여 ‘넙’이라고 읽었다. 『집운(集

韻)』에서도 ‘昵輒切, 音聶. 鑷子.’라고 기록하여 ‘넙’ 또는 

‘섭’으로 병용하여 음을 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섭자(鑷子)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족집게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중국 한나라 말기

의 훈고학자 유희가 쓴 백과사전 성격인 『석명(釋名)』에 

있다. 석명의 기록에 따르면 ‘鑷, 攝也. 攝取髮也.’라고 하

여 족집게의 한자를 鑷, 攝과 함께 병용하였다. 한국에서

는 족집게 유물이 삼국시대부터 전해지나 문헌상에서 ‘섭

(鑷)’이 족집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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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보의 시에 족집게로 뽑는다는 구절이 등장한다.1

섭아(鑷兒)는 15세기 이후부터 등장하는 한자이다.  

성종 14년, 성종 15년 북경에 성절사로 보내는 국신물품

으로 섭아 18개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2 『훈몽자회(訓蒙

字會)』에서는 섭(鑷)을 ‘죡졉개 녑 俗呼鑷兒’라고 하였다. 

족집게를 속칭으로 섭아(鑷兒)로 사용하고 송나라의 운

서(韻書)와 같이 녑이라고 읽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섭(金鑷), 은섭(銀鑷), 동섭(銅鑷), 청동섭(靑銅鑷)

은 족집게의 재질을 鑷자 앞에 붙여 구별하는 한자로 사

용되었다. 다양한 금속으로 족집게를 제작하였으며, 그 

중 청동과 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금과 은은 귀금

속으로 취급되어 일상용품으로 제작하여 널리 사용하기

는 무리가 있었다. 무엇보다 금과 은은 사람이 압력을 가

하면 쉽게 구부러지는 성질이 있어 족집게 제작에 적합하

지 않다.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인 단단

한 청동과 철이 족집게를 만드는 데 유리하였다.  

한글로 족집게는 죡접개, 죡졉개, 죡집게, 죠집게, 죡

집개, 족집개 등으로 기록되었다. 족집게를 한글로 쓰기 

시작한 최초는 15세기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급간

이방언해(救急簡易方諺解)』에서는 ‘알  히 져기 라

오면 가  自然히 나 니 죡졉개로 혀라’라고 기록되었

다. 족집게를 ‘죡접개’로 표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6세기 자서(字書)를 살펴보면 『사성통해(四聲通解)』에

서는 ‘鑷 今俗呼鑷子 죡졉개’라고 하였다. 16세기에도 족

집게는 죡졉개로 한글 표기되었다. 17세기 문헌인 『박통

사언해(朴通事諺解)』에서는 죡집게, 『노걸대언해(老乞大

諺解)』에서는 죠집게라고 표기하였다. 18세기 『역어유해

(譯語類解)』에서는 죡집개, 19세기 『정몽유어(正蒙類語)』

에서는 족집개3로 기록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족집게

의 단어가 확립되었다.  

족집게로 털을 뽑는 것은 당대의 사회문화, 정치와 

관련되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는 미용 및 자기관리의 목적으로 족집게를 사용한 경우이

다. 두 번째는 응급 처치 의료보조기구로 족집게를 사용

한 경우이다.

1. 미용·자기관리

양나라 소자현(蕭子顯, 489~537)이 지은 『제서(齊

書)』에서 문안황후와 족집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문안황후는 황태자빈으로 총애를 받지 못하였다. 태자는 

궁인들을 위해 새롭고 아름다운 옷과 머리 장식을 만들었

으나 황태자빈의 상에는 오로지 예전에 쓰던 낡은 비녀와 

족집게 몇 개뿐이었다고 기록하였다.4 족집게가 여성들

의 미용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

편 족집게는 궁녀들에게 하사되는 품목 중에 하나였으며, 

총애의 척도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족집게가 여성들의 미용도구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

로 눈썹을 다듬는 것에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

려시대에 여성들의 눈썹에 관련된 기록이 빈번히 등장한

다. 『고려도경(高麗圖經)』 「귀부인(貴婦)」조를 살펴보면 

1 『동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 제2권 - 고율시.   

견백(堅白)은 모두 묵자(墨子)가 분별했고 (堅皆依墨辨) / 태현경(太玄經)은 백(白)보다 현(玄)을 숭상했네 (尙或自玄經) / 완연히 하안(何晏)의 얼굴과 같고 (宛若

何郞面) / 의연히 사호(四皓)의 기리계(綺里季) 모양이라 (依然綺皓形) / 옥예관에 봄이 온 듯 (春廻玉蕊觀) / 갈대밭에 가을 온 듯 (秋入荻花汀) / 부드러운 손으로 

적삼 풀어 드러내고 (荑手揎衫露) / 흰 수염이 족집게에 뽑혀 나오네 (絲鬚逐鑷零) / 누런 옷도 햇볕 쬐니 눈처럼 되고 (曝黃衣化雪) / 검은 바둑돌 따내니 흰 별만 

깔려 있다 (掃黑局鋪星).

2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14년 계묘 8월 18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樞府事) 한찬(韓儹)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북경(北京)에 가서 성절(聖節)을 하례

하게 하였는데 백관들이 표문(表文)에 배례(拜禮)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따로 진헌한 물건은 다음과 같다. … 섭아(鑷兒) 18개,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15년 갑진 8월 24일. 성절사(聖節使)가 가져가는 별헌(別獻)의 물목(物目)은 … 섭아(鑷兒) 18개.

3 국립국어원, <족집게 역사 정보>, 『우리말샘』.

4 『태평어람(太平御覽)』 「服用部二十」 - 鑷.  

『齊書』 曰：文安皇后為皇太子妃, 無寵. 太子為宮人制新麗衣裳及首飾, 而後床惟陳故古舊釵鑷數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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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부인이 몸을 꾸밀 때는 화장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다. 분(粉)을 바르지만 붉은 색은 사용하지 않

는데 버들같이 그린 눈썹은 이마의 절반을 차지한다”5라

고 하였다. 색조를 사용하지 않고 눈썹이 이마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미의 기준이 

‘눈썹’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재녀왕씨묘지명>6(1183)의 사(詞)에 따르면 왕

씨녀를 묘사할 때 “눈 같은 피부, 꽃 같은 용모에 숱 많은 

머리, 아름다운 눈썹”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고려도경』 

「귀부인」조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부를 깔끔

하게 하고 눈썹을 강조하는 것이 당대의 미인상이었던 것

이다. 

비단 눈썹이 여성들의 미적 기준일 뿐만 아니라 남성

들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열전(列傳)」7을 

살펴보면 김태현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김태현의 

용모를 서술하는 대목에서 ‘가는 눈, 긴 눈썹’을 특징적으

로 언급하였다. 남녀의 미적 기준이 공통적으로 가늘고 긴 

눈썹에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가늘고 긴 눈썹’을 다듬기 위해 족집게가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서도 족집게를 사용하는 문화는 지속되

었다. 서거정(徐居正)의 『사가집(四佳集)』(1488)에서 “연

래에 백발을 뽑을수록 더 많아지는데 어찌 아녀자들같이 

미용을 일삼으려 하랴”8라고 하였다. 이는 서거정이 흰머

리를 뽑는 것과 조선시대 여성들이 미용 목적으로 족집게

를 사용하는 것을 견주어 이야기한 것이다. 조선시대 여

성들이 미용의 일종으로 털을 뽑는 문화를 지속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번역박통사(飜譯朴通事)』(1517)

에서는 “그 죡졉개 가져다가 곳굼긧 터리 고”라고 기록

하였다. 족집게를 가져다 콧구멍의 털을 뽑는다는 것으

로 보아 코털의 제거 또한 족집게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자기관리의 일종으로 족집게를 사용하였고, 넓은 범위에

서 족집게 문화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족집게로 흰머리를 

뽑는 것은 당대 권력 유지를 위한 욕구와 영향 관계가 크

다. 즉, 흰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

미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

리 잡았던 것이다. 때문에 흰머리가 보이면 바로 족집게

로 뽑아내어 검은머리만을 유지해 젊음을 보여주었고 이

는 곧 사회적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송나라 백과사전인 『태평어람(太平御覽)』 「服用部

十六」 「鑷」조에는 『통속문(通俗文)』을 기록하며 ‘攝減發須

鬢 謂之鑷’라고 하였다. 攝은 수염과 살쩍을 덜어내는 용

도이며, 소위 족집게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

거하는 털을 수염과 살쩍으로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살

쩍은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을 의미한다. 살쩍

의 털을 뽑는 것은 흰머리 때문으로 보인다. 흰머리는 일

반적으로 옆머리, 정수리, 뒷머리 순으로 난다. 또한 모발 

외에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도 흰털이 생기는데, 주로 턱

수염에서 먼저 나타난다.9 즉, 족집게의 용도로 밝히고 있

는 것은 흰털을 뽑는 것이다. 

5 婦人之飾, 不善塗澤. 施粉無朱, 柳眉半額. 

6 <왕재녀왕씨묘지명>, 고려시대(1183, 명종 13년), 크기 세로 48cm, 가로 86cm, 두께 2cm, 글자 크기 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본관 9910). 왕씨녀(王

氏女, 1141~1183)는 정의공(定懿公) 재(梓)의 딸로, 현종(顯宗)의 넷째 왕자 정간왕(靖簡王)의 5세손이고, 숙종(肅宗)의 셋째 왕자 대원공(大原公) 효(侾)의 외손

녀이다. 어머니는 왕(王)씨이다. 시집 가지 않고 홀로 살다가 43세가 되던 1183년(명종 13)에 병으로 작고하니, 덕수현(德水縣) 경내 와촌(瓦村)의 동산(東山) 기

슭에 장례 지냈다.

7 『고려사(高麗史)』 卷一百十 - 列傳 卷第二十三 - 諸臣 金台鉉.  

馬上誰家白面生, 邇來三月不知名. 如今始識金台鉉, 細眼長眉暗入情.

8 『사가시집(四佳詩集)』 제8권. 白髮年來鑷更多 肯從兒女事鉛華.

9 「흰머리(gray hair)」,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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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를 뽑는다는 내용의 문헌들은 고대부터 이어

져오고 있다. 『제서(齊書)』에는 고조가 시종에게 머리 뽑

는 일을 시켰는데, 어느 날 손자인 융왕 창에게 족집게와 

거울을 던져주며 흰머리를 뽑게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

었다.10 『운선잡기(雲仙雜記)』에서도 왕승건이 나이가 들

어 흰머리를 싫어하였다. 구리족집게로 흰머리를 뽑으면

서 “손님이 오셨으나 거의 다 되었습니다”라며 다시 머리

를 만졌다11라는 대목이 있다. 황제도 꾸준히 시종을 시켜 

흰머리를 관리하고, 손자에게 흰머리를 뽑게 시키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 중에 하나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왕승건

이 흰머리를 족집게로 뽑아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모습과 

손님이 왔음에도 머리를 매만진 점을 보아서 당대의 흰머

리가 주는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흰털을 족집게로 

뽑는 문화는 중국 고대부터 한국 조선까지 의미가 일맥상

통하게 이어져왔다. 

흰털을 뽑는 문화는 남성 중심의 권력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서진(西晉)의 시인

이었던 좌사(左思)가 지은 「백발부(白髮賦)」에는 백발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흰머리

에 대한 생각을 기록했다. 

“희끗희끗 흰머리, 귀 밑에 돋았구나. 날파리는 아니면서 

나의 체면을 깎아먹는구나! 과거에 올라 나랏일을 보자면 이

것들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겠지! 족집게로 몽땅 뽑아버리려는 

것은 오로지 부귀로움을 바람이라네. 백발이 뽑히게 되자 슬

퍼하며 자기변명을 시작했다. … 백발에게 묻노니, 지금 세상

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영광을 좇지 않는 이 없다. 영화로움

을 귀하게 여기고 쇠락한 것은 천하다 하지. 드높은 宮門, 사람

들로 가득한 궁궐에는 이제 막 관례를 올린 젊은이들이 모이

고, 앳된 신참들이 계책을 올리지. 甘羅12가 사신이 되어 외국

에 나가고, 子奇13는 節付를 받아 지방을 다스렸으며, 젊디젊었

던 終軍과 賈誼도 황제 앞에서 고담준론을 펼쳤다.14 나는 이제 

흰머리를 뽑아 머리를 검게 하리라. … 너 백발에게 묻노라. 모

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더니, 네가 말하는 것에도 일리가 없지 

않구나. 옛날에는 노인을 공경하였으나 지금은 노인을 박대하

지. 흰머리의 榮啟期15는 겨우 농부가 되어 은거했으니 비록 흰

머리 검은머리가 섞였더라도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듯 (출

세는) 어려우니라. 때에 따라 가는 것은 공자도 탄식했던 바였

다. 백발이 할 말이 없어지자 분수를 지키기로 하였다.”16

「백발부」의 첫 줄부터 서진시대의 인식이 그대로 드

러나 있다. 흰머리로 나랏일을 보자면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족집게로 전부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내

용은 백발이 이에 반박하는 대화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결국에 좌사가 가진 생각이 옳았음이 드러나는데, 그 예

시들이 고사로부터 시작되어 살펴볼 만하다. 당시 궁궐

에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예부터 감라, 가의 등이 어릴 

적부터 정치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노

인을 박대하는 풍조를 이야기하면서 흰머리와 검은머리

가 섞여 있더라도 출세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자도 때

에 따라가는 것을 탄식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

에 백발은 할 말이 없어지고 분수를 지키기로 하였다며 

10 『太平御覽』 「服用部十六」 - 鑷.  

『齊書』 曰：高祖恒令左右拔白發, 隆王昌, 高祖之孫, 年五歲, 戲於床前, 帝曰：「兒言我是誰？」 答曰：「太翁.」 帝曰：「豈有為人曾祖拔白發乎？」 即擲去鏡鑷.

11	 『雲仙雜記』. 王僧虔晚年惡白髮, 一日對客, 左右進銅鑷. 僧虔曰：却老先生至矣, 庶幾乎. 又首飾.

12 甘羅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인데, 열두 살 때 진나라 승상 여불위를 보좌하여 조나라로 사신으로 가서 영토를 할양받은 공을 세워 上卿이 되었다.

13 춘추시대 齊나라 사람으로 열여섯 살에 阿의 수령이 되어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다.

14  終軍과 賈誼는 모두 한나라 초기의 젊은 인재들로, 終軍은 열여덟 살에 등용되었고, 賈誼는 뛰어난 시인이자 정치가로 유명하다.

15 榮啟期는 춘추시대 은자로, 공자가 태산에서 만났던 인물이다. 사슴 가죽으로 만든 웃옷에 밧줄로 띠를 삼고 琴을 타며 노래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16 星星白髮, 生於鬢垂. 雖非青蠅, 穢我光儀. 策名觀國, 以此見疵! 將拔將鑷, 好爵是縻. 白髮將拔, 惄然自訴. …咨爾白髮, 觀世之涂. 靡不追榮. 貴磺賤枯. 赫赫閶闔,  

藹藹紫廬. 弱冠來仕, 童髦獻謨. 甘羅乘軒, 子奇剖苻. 英英終賈, 高論雲衢. 拔白就黑, 此自在吾. …咨爾白髮, 事各有以, 爾之所言, 非不有理. 曩尊耆耋 ,今薄舊齒. 皤

皤榮期, 皓首田里, 雖有二毛, 河清難俟. 隨時之宜, 見嘆孔子. 白髮辭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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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국이상국전집(東國李相國全集)』 卷第二十六 - 書.   

男兒當三十, 始登一級, 猶謂之晚, 況僕行年已三十有七矣. 緣早衰多病, 其在三十四時, 已見二毛, 鑷之復生, 自爾相續不絶, 白與黑今已相等矣.

18 『동주집(東洲集)』 전집 제7권 – 시(詩) ○관동록(關東錄) 환발편 병서(宦髮篇 幷序).   

余入仕最早, 二十四, 爲禮部郞, 髮得白亦早, 三十四見二毛, 心惕然內愧且傷久矣. 而官僥冒序, 進至列卿, 可已而不已, 見二毛十五年, 可已鑷而不能已鑷, 靦然益慙, 

今忽自誓, 宦六十而納祿, 髮五十而廢鑷, 意甚決也. 旣又自笑曰, 是緩期也. 迺公善自假耳, 然吾今四十八年長矣. 五十與六十, 只贏二年十二年, 迫矣芒乎.

19 『동주집(東洲集)』 전집 제7권 – 시(詩) ○관동록(關東錄) 환발편 병서(宦髮篇 幷序). 鑷髮如掃塵 在眼不能已.

20 與老旦死爲人大阿翁, 而操鏡鑷不捨, 被文士苦辭虐語者滔滔是也. 以余所志而槪之, 其有間矣.

21 『남파선생문집(南坡先生文集)』 卷之十 雜著○說 - 白黑難.   

人之少壯之時, 能鬒其髮者我也. 能玄其鬢者我也. 人之所以能駐靑春而留朱顏者, 一則我也. 二則我也. 及夫年光荏苒, 汝不曾饒, 向之鬒者化之爲星星, 向之玄者變

之爲皤皤, 當是之時, 人安得駐其靑春乎. 又安得留其朱顏乎. 是以. 人莫不攬鏡而驚, 攝鑷而拔

「백발부」를 마무리했다. 흰머리가 생기면 정치 일선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물러나야 한다는 인식이 전해지

는 대목이다. 결국 흰머리를 뽑아 머리를 검게 유지하여 

사회적 지위를 지키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흰머리를 족집게로 뽑는 문화는 고려시대의 문헌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국이상국집』을 보면 고려의 문

하시랑평장사였던 최선(崔詵)에게 이규보가 벼슬을 부탁

하는 글이 실려 있다. 기록에는 “사나이가 30에 처음으로 

벼슬에 오르기 시작하더라도 오히려 늦다고 하겠는데 더

구나 제가 이미 37세나 되었고, 일찍부터 쇠약하고 병이 

많았기 때문에 34세 때에 이미 흰 털이 보이더니 뽑아도 

다시 나기를 끊이지 않아 지금은 반백(頒白)입니다”17라

고 하였다. 흰머리가 난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특히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조선 중기

의 문신이었던 이민구(李敏求)의 시문집인 『동주집(東洲

集)』 「환발편(宦髮篇)」에 흰머리와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나는 벼슬길에 들어선 게 가장 빨랐으니, 스물네 살에 예

조좌랑(禮曹佐郞)이 되었다. 머리카락이 세기 시작한 것도 빨

라 서른네 살에 흰머리가 났으니, 마음으로 슬퍼하며 내심 부

끄러워하고 속상해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관직은 요행히도 

차례를 뛰어넘어 열경(列卿)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만둘 수 있

으나 그만두지 않았고,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한 지 15년에 새

치 뽑기를 그만둘 수 있었는데도 그만두지 않으니, 낯 뜨겁게 

더욱 부끄럽다. 이제 문득 스스로 맹세하여, 벼슬살이는 예순 

살이 되면 그만두고, 흰머리는 쉰 살이 되면 새치 뽑기를 멈추

리라 마음먹으니, 의지가 매우 결연하다.”18

서문 뒤에 시를 지어 스스로 경계로 삼고자 했다. 시

에서도 “백발을 뽑는 것은 먼지를 쓸어냄과 같아 눈에 띄

면 안 뽑을 수 없구나”19라고 하였다. 이민구는 일찍 관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흰머리 관리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

인다. 서른네 살부터 흰머리가 났기 때문에 15년 동안 새

치를 계속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쉰 살이 되면 새

치 뽑기를 그만두리라 맹세한다고 하였다. 흰머리 뽑는 

것을 그만두는 행위는 엄청난 의지를 다져야하는 행위이

고, 정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일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후 기록에서 늙어 죽기 전까지 새치를 뽑는다20 하여 당

시의 흰머리를 뽑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파집(南坡集)』 「백흑란(白黑難)」21에서는 백과 흑

이 논쟁을 벌이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문인이었던 남파 장학(張澩)이 흑을 통해 이야기

하고 싶은 바를 기술하였다. 흰머리가 나는 것은 청춘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홍안을 지키기 위해 거울을 보

고 족집게로 뽑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사소절(士小

節)」에서는 선비들의 일상생활에서 예절과 수신에 관한 

규범을 기록한 가운데 털을 족집게로 뽑는 대목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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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상 속담에 이마가 일찍 벗겨지는 것을 영달할 상이

라고 하니, … 이마가 빨리 벗겨지기를 바라 심지어 족집

게로 뽑기도 한다.”22 꼭 흰머리가 아니더라도 관상을 위하

여 이마의 털을 족집게로 뽑는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조선 후기로 가면 흰머리를 뽑는 것에 대한 부

정적인 시각도 등장한다. 유교가 발전하면서 부모가 준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

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계기문(涪溪記

聞)』 중 이연릉(李延陵)과 이덕형(李德馨)이 대화하는 내

용이 담겨 있다. 이덕형이 흰머리를 뽑는 이유에 대해 이

연릉에게 물어보았다. 이에 이연릉이 “다른 뜻이 있는 것

은 아니오. 한(漢)나라의 법이 지극히 관대하였으나 살인

한 자는 죽인다 하였소. 백발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므

로 제거하지 않을 수 없소” 하니 이덕형이 크게 웃었다.23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도 소재 노수신은 나이가 

들어 족집게로 흰머리를 쉬지 않고 뽑았는데 누군가가  

물었더니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백발도 사람

을 죽일 수 있으니 물리치려는 거요”24라고 대답했다. 살

펴본 문헌을 보면 이연릉과 노수신은 지속적으로 흰머리

를 뽑으며 관리했다. 한편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나라의 

법과 함께 백발이 사람을 죽이기 좋아한다는 점을 들어 

흰머리를 뽑는다고 농담조로 대답하였다.  

이에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성호 이익이다. 이익은 

시기상 앞서 살펴본 문헌들을 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僿說)』 「섭백(鑷白)」조에서 한나라 

법이 너그럽지만 살인자는 죽였다며 백발이 살인을 좋아

하기 때문에 뽑아버린다는 말은 기이한 말로 이리저리 꾸

며낸 말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수염도 부모님이 주신 몸

인데 어찌 훼손하는가에 대한 반문도 함께 제시했다.25

털을 뽑는 부정적인 시각이 생긴 것은 족집게 사용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유교적 사

상에 입각하여 털을 뽑는 문화를 지양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흰머리를 뽑는다는 의미인 ‘섭백

(鑷白)’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족집게 문화가 발달해 

있었다. 섭백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에서 즐겨 등장

하는 시어로 병을 앓았거나 시대의 풍파 또는 시간의 흐

름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 

2. 의료보조기구  

두 번째는 응급 처치 의료보조기구로 족집게를 사

용한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구급간이방언해』에 ‘죡접개’

를 언급하며 나온 내용에서 족집게가 사용된 예를 알 수 

있다. 『구급간이방언해』는 성종 연간에 편찬된 의서이며 

각종 질병 127종을 다루고 있어 가장 완비된 책으로 꼽

힌다. 시골 마을 어디에서도 백성들이 『구급간이방언해』

를 보고 처치할 수 있도록 한글로 언해를 달아놓은 것이

다. 책에서 “아픈 곳이 조금 가려우면 가시가 자연히 나

오니 족집게로 빼라”라고 기록하였다.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가시에 박힐 일이 많으니 그에 따른 처방으

로 족집게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족집게가 의료

보조기구로서 사용됨과 동시에 서민들이 널리 가지고 있

는 일상용품 중에 족집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2 『청장관전서(靑莊舘全書)』 卷之二十八 完山李德懋懋官著男光葵奉杲編輯德水李畹秀蕙隣校訂 - 士小節(中) 士典(二).  

世俗以額髮早禿, 爲騰達之相, 悶其髮之不鬝, 結䯻帶網, 必嚴緊, 冀其早脫, 甚至籋拔, …而反不知父母之遺軆爲可敬. 주) 籋說文箝也. 正韻籋鑷鑈通.

23 李延陵嘗鑷白, 漢陰謂曰公位至崇品, 復何所望而去白耶,  延陵曰非有他意也. 漢法至寬, 殺人者死, 白髮好殺人, 故不得不除, 漢陰大笑.

24 『지봉유설』 芝峯類說卷十二, 文章部五, 宋詩.  

盧蘇齋晩年鑷白不休, 客問之, 公曰殺人者死, 白髮能殺人故去之, 客大笑.  

25 『성호사설(星湖僿說)』 제7권 인사문(人事門) - 섭백(鑷白).  

人有鑷者曰漢法至寬殺人者死白髮好殺人故去之雖去之能避其殺乎此詼以彌之也或曰去之無益扵老死故留之稍達矣然惡之之心故在觀雪許公云鬚髮父母遺軆何敢毁

之正矣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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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집게의 용도는 미용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남성들

의 사회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족집게의 문

화가 발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응급 처치용으로 이물질

을 제거할때 사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기록에 따르면 족

집게의 사용은 시대를 관통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상관없

이 사용이 이루어졌다. 

Ⅲ. 족집게의 유형과 장식
   

1. 족집게의 유형 

족집게의 유물들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우리

나라에서 족집게의 형태가 보이는 것은 삼국시대부터이

다. 대표적인 예로 미륵사지 금제족집게가 있다(그림 1). 

금제족집게는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되었으며 공양구

의 일종으로 매납되었다. 길이는 5㎝, 폭이 0.8㎝이며 금

으로 만들어졌다. 고리에서부터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집게 맞닿는 부분까지 긴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정면부

에는 어린문(魚鱗紋)이 음각되었고, 측면에는 원형의 금

속 알갱이가 누금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한편 경주 인왕동의 C-3호분의 가슴걸이와 천마총

의 금허리띠, 경주 상주 청리 A-1호분 금동허리띠 장식에

서 족집게가 드리개 장식으로 사용되었다.26 천마총의 금

허리띠 족집게는 원추형에 끝에 집게 형태만 제작하여 족

집게의 형태를 표현하였다(그림 2). 미륵사지 족집게는 

금·은·동의 비율이 85.20:14.27:0.53으로 힘을 가하면 변

형이 일어나기 쉽다.27 미륵사지 금제족집게와 허리띠 장

신구로 사용된 족집게는 실제로 털을 뽑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족

집게가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였던 

족집게의 크기는 10㎝ 안팎이며, 집게 부분과 손잡이 부

분으로 구분된다. 김해에서 출토된 쇠족집게(그림 3)와 

경주에서 출토된 청동족집게(그림 4)를 보면 손잡이 부분 

끝이 둥글게 말려 있고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 형태가 형

성되어 있다. 집게 부분은 정확하게 맞물릴 수 있도록 대

칭을 이루고 있다. 재질도 쇠와 청동으로 제작되어 쉽게 

변형되지 않으며, 금은과 같이 귀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족

집게는 당대 사람들이 생활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했던 족

집게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족집게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다. 이

는 당대 사용자의 편의성에 따라 일상도구를 추가하여 족

집게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족집게는 크게 

기본형과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형태로 손잡이와 집게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형에 집게를 고정하기 위한 고리가 달린 족집게도 나타나

26 한송이, 2016, 「왕흥사지와 미륵사지 사리공양품의 재검토」, 『백제 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문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p.117.

27 권혁남 외, 2014,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 금제유물의 재료학적 특성」,『문화재』 제47권 제4호, p.213.

그림 2   경주 천마총 금제허리띠 족집게 장식구, 신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2292)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2001, 『신라 황금 특별전 - 신비한 황금의 나라』, 

pp.184, 187)

그림 1   금제족집게, 백제, 길이 5㎝, 폭 0.8㎝,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소장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p.58)



1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3

기도 한다. 복합형에는 귀이개나 다용도 칼을 접목하여 

제작된 족집게가 있다. 복합형은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뉜다. 일체형은 양쪽에 달린 도구의 형태에 기반을 둔 

분류이며, 귀이개 일체형과 손칼 일체형이 있다. 반면 분

리형은 리벳 분리형과 고리 분리형으로 나뉘며, 일체형과

는 다르게 분리된다는 특징이 있다. 연결하는 방식에서 

리벳으로 연결하여 분리되는 형태, 연결 고리를 달아 분

리되는 형태로 나뉜다. 기본형과 복합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 기본형 

고려시대 기본형 족집게는 삼국시대 족집게 형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손잡이 끝부분을 동그랗게 원형으로 

둔 것, 손잡이는 길게 두고 집게 부분을 맞물리게 한 것

이 같다. 다만 삼국시대보다 손잡이 부분이 잡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붙어 있어 집게와 명확히 영역이 구분되었

고, 집게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각도가 더 벌어져 마름모꼴

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유

물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청동족집게이다(그림 5). 조

선시대의 기본형 족집게는 가장 많은 수량이 보이고 있

으며, 손잡이가 따로 구획되지 않은 장방형의 족집게도 

남아 있다(그림 6). 조선시대에 이르면 족집게에 물고기  

문양, 꽃 문양, 이중 선각, 수복을 기원하는 문구 등 조선

시대의 미감에 맞는 장식이 새겨졌다.

그림 3   쇠족집게, 삼국, 김해 출토, 길이 11.7㎝, 너비 1.8㎝, 국립김해박물관 

소장(김해 59433)

표 1   고려·조선 족집게 유형 

유형 세부 유형 고려시대 조선시대 

기

본

형 

-
청동족집게 , 고려 , 경주 

출토, 길이 8 .7 ㎝,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 ( 경주 

47471)

청동족집게 , 조선 , 연기

군 출토, 길이 10.4㎝, 국

립공주박물관 소장(공주 

39516)

복

합

형

일체형

귀이개 

일체형
-

동족집게 , 고려 , 길이 

1 5 ㎝, 영국 빅토리아앨 

버트박물관 소장(M .69-

1937)

손칼 

일체형
-

동족집게, 고려, 개성 부

근 출토, 길이 14.2㎝, 국

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926)

분리형

리벳 

분리형

청동족집게 , 고려 , 길이 

10㎝, 국립중앙박물관 소

장(덕수 5278)

족집게, 조선, 길이 7.9㎝, 

대관령박물관 소장(대관

령박물관 739)

고리 

분리형

청동족집게 , 고려 , 길이 

10.6㎝,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 24119)

청동족집게 , 조선 , 김천 

출토, 길이 7 .3 ㎝, 국립

대구박물관 소장 ( 김천 

5488)

그림 5   청동족집게, 고려, 길이 8.7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경주 47471)

그림 4   청동족집게, 삼국, 경주 출토, 길이 7.6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경신 

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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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족집게에 집게를 고정하는 고리가 있는 족집

게도 나타난다. 이는 족집게에 고리를 넣어 집게를 고정

하는 형태로 족집게의 기능성을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장

치이다. 족집게는 사람의 손아귀 힘으로 압력을 가하면

서 사용하기 때문에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집게 부

분이 벌어져 있으면 보관에 용이하지 않다. 작고 얇은 금

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집게 부분이 다른 물체에 걸려 휘

어지거나 파손될 수 있다. 게다가 끝 부분이 날카로워 신

체에 상처를 낼 가능성도 농후하다. 때문에 고리로 집게 

부분을 고정시켜주어 집게를 맞물리게 함으로써 변형을 

막고 보관성을 높일 수 있다.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족집

게는 족집게의 손잡이 부분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그림 

7). 특히 주목할 점은 집게를 고정하는 고리를 두 줄 금속

선으로 꼬아 장식성을 두드러지게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원형이나 방형의 민자 고리와 다른 형태이

다. 장식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사

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복합형 

(1) 일체형

복합형 족집게는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일

체형 족집게에 달린 도구의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일체

형 족집게는 귀이개 일체형과 손칼 일체형이 있다. 귀이

개 일체형은 가장 수량이 많다. 귀이개 일체형은 한쪽은 

족집게이고 반대쪽은 귀이개로, 족집게 손잡이 부분을 길

게 늘여 연장선상에 귀이개를 달아놓은 형태이다. 귀이

개 일체형 족집게 길이는 대부분 15㎝ 안팎으로 귀이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형보다 5㎝가량이 길다. 이러

한 형태는 고려시대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 

귀이개 일체형 족집게는 기능성에 충실한 기형으로 

당대 고려인들의 생활습관을 살펴볼 수 있다. 얼굴에 관

련된 용품을 한 번에 관리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형태였

던 것이다. 때문에 실용성에 기반을 두어 문양이나 장식

은 없고 무문이 대부분이다. 장식을 넣어도 영국박물관 

소장 귀이개 일체형 청동족집게와 같이 손잡이 부분에 X

자를 연속적으로 음각하는 간략한 장식을 선택했다(그

림 8). 발해 유적에서도 같은 기형이 출토되어 주목할 만

하다. 연해주의 스타로레첸스코예 발해 유적에서 귀이

개 일체형 족집게가 발굴되었다(그림 9). 족집게와 귀이

개 사이에 원형 이음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사한 형

태의 은제 귀이개가 중국 흑룡강성 영안현 홍준어장 발해 

그림 8   청동족집게, 고려, 길이 15㎝, 영국박물관 소장(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영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132) 

그림 6 족집게, 조선, 길이 8.8㎝, 너비 0.7㎝, 용인시박물관 소장(이관 198) 

그림 7   동족집게, 고려, 개성 부근 출토, 길이 6.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2050) 

그림 9   청동족집게, 발해, 길이 9.5㎝, 연해주 스타로레첸스코예 발해 유적 출토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2017 Asian Archaeology 국제학술심포지엄자료집』,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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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 M2240호에서 출토된 바 있다.28 이를 통해서 고려 

주변국이었던 발해도 같은 문화의 양상을 보였던 것을 추

정할 수 있다. 

귀이개가 족집게와 일체형으로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귀이개를 단독으로 제작하여 개별적인 소도구

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고려시대에는 귀이개 일체형 

족집게와 귀이개를 개별 소도구로 사용하는 유형이 함께 

공존했다. 한편 조선시대에 이르면 더 이상 귀이개 일체

형 족집게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되는 귀이

개만 나타난다. 조선시대 귀이개는 칠보기법으로 장식하

여 수식으로 주로 사용된다. 시대 미감의 흐름에 따라 조

선시대 여성들의 머리 장식에 다양한 변화가 수용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머리 장식으로 칠보와 장식 조각들이 가미

된 귀이개가 선호되면서 실용성 위주의 귀이개 일체형 족

집게 수요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체형 중에는 손칼 일체형 족집게가 있다. 한쪽은 

족집게이고 한쪽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의 형태가 

달려 있다. 이 칼은 손톱을 다듬을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9 

손칼 일체형 족집게는 약 15㎝ 안팎으로 족집게의 연

장선상에 연결하여 길이가 길어졌다. 칼 부분으로 손톱을 

손질할 때 족집게 부분이 손잡이가 되어 안정감 있게 쥐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성에서 출토된 국립중

앙박물관 소장 동제음각당초문족집게가 손칼 일체형 족

집게이다(그림 10).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 족집게와 달리 

당초문을 음각하였다는 것이다. 장식성이 가미된 것을 보

아 사용 계층이 상류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칼 일

체형 족집게도 귀이개 일체형 족집게와 같이 고려시대에

서만 보이는 유형이다. 두가지의 실용적인 도구를 일체형

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분리형 

복합형 중 분리가 되는 형태가 등장한다. 귀이개나 손

톱용 칼 등을 분리시키면서도 족집게 안쪽으로 하나로 묶

어 보관할 수 있도록 리벳으로 연결한 형태가 나타난다. 기

본형 족집게 형태에 손잡이 내부로 연결시켜 사용하기 때

문에 기본형 족집게와 마찬가지로 길이는 10㎝ 안팎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족집게(그림 11)는 리벳 

분리형으로 큰 틀에 족집게가 있고 손잡이 안으로 귀이개

와 손톱용 칼을 넣어 리벳으로 고정시켰다. 족집게 상부

의 손잡이를 확대해서 보면 리벳의 형태가 명확하게 보인

다. 앞면과 옆면에 X자로 선각 장식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의 오구라 컬렉션 청동족집게

(그림 12)도 리벳 분리형이다. 리벳으로 연결하여 고정하

고 있으며, 주목할 점은 집게 맞닿는 부분이 잘 맞을 수 있

28 김동훈, 2017, 「러시아 연해주 스타로레체스코예 평지성 제1차 발굴조사 성과」, 『2017 Asian Archaeology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p.10.

2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독일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231.

그림 11   청동족집게, 고려, 길이 

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5278)

그림 12   청동족집게, 고려, 길이 9.8㎝,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그림 10   동제음각당초문족집게, 고려, 길이 14.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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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끝 부분을 갈아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30 청동

족집게 안쪽으로 연결된 뾰족한 도구가 2개 남아 있는데, 

마모되어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없다. 다만 형태적인 측면

으로 보았을 때 왼쪽의 도구가 손톱 칼로 사용되었던 것

이며 오른쪽 도구는 끝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의 동제도

금족집게도 대표적인 리벳 분리형이다(그림 13). 사다리꼴

로 넓게 내려오는 족집게의 단면 안쪽으로 귀이개와 손톱

용 칼을 넣고 리벳으로 연결시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고정되어 있는 리벳은 장방형의 띠고리 장식으로 가려놓았

다. 이 족집게는 매우 장식성이 두드러진다. 족집게의 화려

한 장식성과 상부의 연결 고리를 보았을 때 단순히 기능성

만이 아닌 장식품으로 패용하고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벳 분리형 족집게는 족집게 안으로 고정시키기 때

문에 길이도 기본형 족집게와 같아 작고 간편하며 보관이 

용이하다. 고려인들이 족집게, 손톱 칼, 귀이개 등 일상생

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도구

들을 한 번에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상의 

형태가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리벳 분리형 족집게는 기형의 큰 변화 

없이 계승되어 사용되었다. 다만 족집게 폭이 넓어졌으

며, 면에 각종 문양을 장식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족

집게 한 면에는 ‘壽福多男子’가 새겨져 있고 다른 면에는 

장식 문양이 선각되어 있다(그림 14).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도구에 수복을 기원하며 남자아이 다산을 기원

하는 바람을 담았던 것이다.

복합형 중 족집게, 손톱 칼을 고리로 연결하여 사용

하는 고리 분리형도 나타난다. 고려시대로 편년되는 유

구인 공주 금학동 고분군에서 고리 분리형 족집게가 출토

되었다. 손칼 부분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면이 각

을 죽인 삼각형으로 날이 서 있어 손톱을 다듬는 용도일 

가능성이 있다.31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족집게는 족집게와 칼이 연결

되어 있다(그림 15). 칼은 서양식 나이프 형태로 칼날 부

분과 손잡이 부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손잡이 끝 부분

을 동그랗게 말아 고리를 만들었다. 족집게의 고리와 칼

의 고리를 연결 고리로 묶고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

하여 제작하였다.

한편 고리 분리형은 조선시대에서도 사용된 것으

로 보인다. 16세기 이전으로 추정되는 청주 운동동 제106

호 토광묘 부장품에서 동제족집게와 손칼이 출토되었다 

3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 일본 도교국립박물관 소장』, p.398. 

31 (재)충청이장문화재연구원, 2008, 『공주 금학동 고분군』, p.194. 

그림 13   동제도금족집게, 고려, 길이 11.2㎝,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일본 도교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p.123)

그림 14 족집게, 조선, 길이 7.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 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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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2 운동동 묘에서 출토된 족집게는 집게를 고정

하는 고리가 있고, 둥글게 처리한 손잡이 끝에 연결 고리

가 달려 있다. 함께 손칼이 출토되었는데 손칼의 자루 부

분에는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다. 이로 보아 집게 고정

형 족집게와 손칼을 함께 고리로 연결하여 복합형으로 사

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주 한씨의 호족들도 족집게

와 손칼을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조

선시대 청동족집게가 있다(그림 17). 족집게와 손칼을 고

리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 세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본형 족집게 손잡이 상단 부분은 동그랗게 말려 

제작되었다. 홍익대학교박물관 소장 동족집게(홍익대 소

장품 486)를 보면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끝 부분에 고리

가 끼워져 있다. 이를 통해 족집게를 매달거나 다른 도구

를 함께 연결하여 사용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기본형 

족집게에 다른 소도구를 연결하면 복합형 중 고리 분리형 

족집게가 된다. 기본형과 집게 고정형 족집게의 손잡이 

부분에 연결 고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형으로 

사용되었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족집게는 기본형과 복합형으

로 나눌 수 있다. 기본형과 복합형 안에서 여러 유형들로 

구분되기도 한다. 족집게의 기본형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필요에 따라 변용하여 함께 사용된 것은 족집게의 기형이 

실용성에 기반을 둔 전형적인 일상도구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

는 시대를 막론하고 족집게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

문이다. 

2. 족집게의 제작과 장식 

1) 제작 기법  

족집게는 손의 압력을 가해 사용해야 하는 공예품인 

만큼 취성이 강한 주조 기법으로는 제작되기 어렵다. 족

집게는 기본적으로 단조로 만든 금속판으로 제작하였다. 

기본형 족집게는 주로 하나의 긴 금속판을 손잡이 끝에 

고리를 만들고 열을 가하면서 형태를 제작하였다. 일체

형 족집게는 얇고 납작한 금속판을 두 개 붙여서 만들었

다. 귀이개나 손칼이 족집게에 합쳐지는 가운데 부분에는 

X자 선각이나 죽절 모양, 띠를 덧대어 이음 부분을 최대

한 보이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처리하였다(표 2). 

32 당대 청주 운동동 일대에는 명문 세도가 청주 한씨의 집성촌이었다. 운동동 무덤에 부장품이 많았으며 이는 청주 한씨 집안의 경제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죽

어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생전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함께 부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림 15 족집게, 고려, 길이 7.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 4251)

그림 16   동족집게·손칼, 조선, 길이 

2.4㎝(족집게), 12.2cm(손

칼), 청주 운동동 제106호 묘 

출토,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22563, 청주 22562)

그림 17   청동족집게, 조선, 길이 7.3

㎝, 국립대구박물관 소장(김

천 5488)

표 2 고려시대 일체형 족집게 연결 부분

청동족집게, 고려, 길이 10.3㎝, 

독일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동족집게, 고려, 길이 15㎝,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소장



17  족집게(鑷)의 유형과 사용 문화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족집게(그림 18)는 기

본형 족집게로 고정하는 고리가 매우 장식적으로 제작되

었다. 고리의 형태가 연봉 매듭과 유사하며 두 줄의 금속

선으로 섬유공예의 효과를 냈다. 한편 고리의 금속선 형

태가 독특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손잡이 부분에 있는 동

사(銅絲)에 비하여 집게 고정 고리의 선이 두껍고 감겨진 

코일링 형태를 하고 있다. 단면을 살펴보면 중심에 동사

를 두고 다른 동사를 이용하여 감아 올렸다. 코일링으로 

인해 두께가 두꺼워지고 두 줄의 동사로 매듭지어 형태적

인 효과도 함께 주어 장식하였다. 

리벳 분리형 족집게의 핵심은 리벳이라는 연결 장치

에 있다.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에 리벳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보이고 있다. 예로 청동발을 들 수 있다. 청동발과 굽

을 따로 제작하여 리벳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금속공예품

을 완성시켰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제작하였

고, 리벳은 구리와 은을 합금하여 만든 사례가 있어 주목

할 만하다. 구리와 은의 합금은 청동과 색조가 유사하고 

상온에서도 변형이 가능하며 청동보다 낮은 온도에서 충

분한 변형이 가능하다. 색조와 변형 수용성의 최적화를 

감안하여 리벳의 소재로 청동과 다른 합금을 사용하면서 

금속공예품 제작 시 가장 적합한 결합이 가능하게 만들었

다.33 그만큼 당대의 리벳 제작 기술은 고도화되어 있었다. 

리벳 분리형 족집게는 폭이 0.5㎝도 안 되는 좁은 영

역에 그보다 직경이 더 작은 리벳을 박아 넣어 가동 범위

를 넓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한 금속공예품이다.34 이러

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고려의 금속공예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리벳 분리형 족집게

는 조선시대에서도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평

범한 금속공예품 하나에도 당대 기술이 접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표 3).

2) 장식 기법

족집게는 실용성에 기반을 둔 공예품으로 장식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족집게를 사용할 때 압력을 가해

야 하는 특성 때문에 무른 연성을 가진 금속으로 제작하

기는 어렵다. 대부분 청동이나 철로 제작하였고 단단한 

금속에 장식이 어려웠다. 족집게는 무문이 다수를 이루

고 있다.

한편 극소수의 족집게는 은이나 금으로 제작되었고 

은·동에 도금한 것도 보인다. 고려시대 족집게에 사용된 

장식 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족집게에는 선각으로 X자 문양을 시문했

다(표 4). 동제음각당초문족집게는 손칼 일체형으로 가

운데 손잡이 부분에 굴곡을 주어 형태적으로 장식하였

33 이재성, 2010, 「韓國 傳統 방짜鍮器의 金屬學的 特性과 再現實驗」,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5. 

34 리벳 분리형 족집게의 리벳 금속 구성 성분을 알기 어렵다. 리벳의 구성 성분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법칙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리벳에 관한 연구가 부분

적으로만 다루어진 상태이다.

표 3 고려시대 족집게 리벳

청동족집게, 고려, 길이 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족집게, 고려, 길이 9.8㎝,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그림 18 족집게, 조선, 길이 7.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 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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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 굴곡면에 X자를 간단히 선각하였다. 한편 국립

중앙박물관 청동족집게에는 리벳 분리형으로 X자를 연

속적으로 선각하였다. 간격을 맞추어 X자를 선각했다기

보다 비정형적으로 선각한 흔적이 보인다. 또한 리벳에 

구애받지 않고 X자가 선명하게 리벳 위를 지나가도록 선

각하였다. 영국박물관 소장 청동족집게는 두 줄의 선이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 X자를 넣어 시문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동족집게

와 영국박물관 소장의 청동족집게의 옆면에 X자를 넣었

다는 것이다. 간격은 정면보다는 더 좁다.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의 청동족집게는 고리 부분까지 X자를 시문하였

다. 영국박물관 소장 청동족집게는 정면의 문양대가 끝

나는 지점까지만 옆면에 폭이 좁은 X자를 촘촘하여 시문

한 점이 특징이다(그림 19). 

한편 조선시대 족집게도 대부분 무문이나 옆면이 넓

게 확보되는 리벳 분리형 족집게에는 당대의 미감에 맞는 

문양을 선각으로 넣었다. 대관령박물관 소장 족집게에는 

쌍어문이 선각되었는데, 가운데 원형의 문양을 중심으로 

물고기가 마주보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족집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복과 많은 남자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문구를 새겨넣었다. 그 뒷면에는 당초 문양이 

선각되어 있다(표 5).

고려시대 족집게에는 점조로 당초문을 새겨넣기도 

했다. 뾰족한 운풍정으로 금속 바탕에 점을 연속으로 찍

어 선처럼 문양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점조는 정질을 끊

어서 하는 기법의 특성상 재료의 경도가 높더라도 당초문

과 같이 곡선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35 동제음각당초

문족집게에는 손칼의 칼날 부분에 점조로 당초문이 새겨

졌다. 왼쪽에는 세 줄의 점선이 하나의 당초문 두께를 형

성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한 줄로 얇게 표현한 것이 특

징이다. 한편 은제도금족집게는 점선 한 줄로 얇게 당초

문을 새겼다. 점선조의 문양을 살펴보면 정의 두께가 일

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점의 크

기가 크고, 당초문의 끝으로 갈수록 점의 크기를 작게 조

절하여 문양이 날렵하게 보이도록 의도하였다(표 6).

압각(인각)36 기법을 사용하여 원형을 배열하여 장식

표 4 고려시대 족집게 X자 선각

동제음각당초문족집게, 

고려, 길이 14.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덕수 926)

청동족집게, 고려, 

길이 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덕수 5278)

청동족집게, 고려, 

길이 15㎝, 

영국박물관 소장

표 5 조선시대 족집게 선각 문양

족집게, 조선, 길이 7.9㎝, 

대관령박물관 소장

(대관령박물관 739)

족집게, 조선, 길이 7.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민속 4251)

35 김세린, 2020, 「고려시대 금속공예 선각(線刻) 기법의 기술과 유형」, 『문화재』 제53권 제3호, p.38.

36 문양을 정의 모양에 따라 망치로 때려 찍는 방법이다. 압각 기법(국립무형유산원, 2005, 『조각장』, 도서출판 피아)이라고도 하며, 인각 기법(이귀영, 2009, 「금속

공예품의 제작 기법」, 『금속공예 -전통과 현대의 만남-』, 국립청주박물관, p.84)이라고도 한다. 

그림 19 옆면 X자 세부(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아래: 영국박물관 소장)



19  족집게(鑷)의 유형과 사용 문화

하기도 하였다. 원형은 누깔정37으로 금속 표면에 수직으

로 세워 위에서 아래로 눌러 찍어 새긴다.38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 족집게는 귀이개 일체형으로 중앙의 손잡이 부분

에 죽절형으로 굴곡이 있고 여백에 누깔정으로 원문을 꽃

처럼 찍어 장식했다. 가운데 있는 꽃잎은 7잎으로 표현하

였고, 좌우에는 4잎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도

교국립박물관 소장 동제도금족집게는 리벳 분리형으로 

집게의 단면이 매우 넓게 제작되었다. 손잡이 부분에는 

잎사귀 2잎이 선각으로 시문되었고, 그 사이로 줄기가 유

려한 곡선으로 타고 올라가 집게 부분에서는 원문을 사다

리꼴 형태로 찍어 꽃을 표현하였다. 누깔정으로 찍은 원

형집단문에 도금이 남아 있어 눈에 띤다(표 7). 

문양이 시문된 족집게의 소지는 대부분이 은과 동으

로 무른 금속이다. 고려시대에는 선각, 점조, 압각(인각) 

등을 이용하여 작은 족집게의 단면에 문양을 새겨넣었고, 

문양뿐만 아니라 도금을 하여 고급 공예품으로 사용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족집게는 극소수에 한정되며 개성 

출토의 족집게이다. 이를 통해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용

자 계층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족집게는 청동이나 철 등 강도가 높은 금속으

로 제작하였고, X자와 같이 단순하고 쉽게 선각으로 장식

했다. 또한 다수의 족집게가 무문인 점으로 볼 때 가장 실

용적이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예품의 성격이 드러난다. 

형태 면에서 일체형을 제외하고 시대별로 구분되기 어렵

다. 즉 족집게는 통시대적으로 기본 형태를 유지해왔으

며, 이는 기능성에 충실한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Ⅳ. 맺음말 

본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기형의 보편성을 가진 족집

게 유형을 분류하고, 족집게의 쓰임과 사용 문화를 통해 

당대의 사회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족집

게의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는 고려시대를 기준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족집게의 용어를 정리하고 족집게 사용 

문화를 살펴보았다. 족집게는 한자로 섭(鑷), 섭(攝), 섭

자(鑷子), 섭아(鑷兒), 금섭(金鑷), 은섭(銀鑷), 동섭(銅鑷), 

청동섭(靑銅鑷) 등으로 쓰였다. 한글로는 죡집개, 죡졉개, 

죡집게, 죠집게, 죡집개, 족집개 등으로 기록되었다. 

족집게로 무엇인가를 뽑는 행위는 당대의 사회문

화, 정치와 관련되어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는 미용 및 자기관리의 목적으로 족집게를 사용한 경우이

다. 고려시대 남녀의 공통 미적 기준은 길고 가는 눈썹에 

있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에 족집게로 코털을 뽑는다는  

표 6 고려시대 족집게 당초문 점조

동제음각당초문족집게, 

고려, 길이 14.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926)

은제도금족집게, 

고려, 길이 1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5565)

표 7 고려시대 족집게 당초문 점조

은제도금족집게, 고려, 길이 1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덕수 5565)

동제도금족집게, 고려, 길이 11.2㎝,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37 정의 모양이 중앙 부분은 둥글고 안으로 패여 들어가 있다. 

38 국립무형유산원, 2005, 『조각장』, 도서출판 피아,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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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아 털을 관리하는 것이 용모를 단정히하는 기

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남성들이 사회적 지

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관리의 일종으로 족집게

를 사용하였고 넓은 범위에서 족집게 문화로 발전한 경우

이다. 흰머리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

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다. 때문에 흰머리가 보이면 바로 족집게로 뽑

아내어 검은머리만을 유지해 젊음을 보여주고 이는 곧 사

회적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 번째는 

응급 처지 의료보조기구로 족집게를 사용한 경우이다. 

Ⅲ장에서는 족집게의 유형을 분류해보고 제작 방식

과 장식 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족집게는 크

게 기본형과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삼국시대부

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형태로 손잡이와 집게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형에 집게를 고정하는 고리가 달린 족집게 형

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복합형은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

뉜다. 일체형은 귀이개 일체형과 손칼 일체형이 있으며, 

일체형은 양쪽에 달린 도구의 형태에 기반을 둔 분류이

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복합형 중 일체형 족집게는 고려시

대에만 나타나는 기형으로 당대 사용자들의 기호를 엿볼 

수 있는 생활문화의 특징이다. 반면 복합형 중 리벳 분리

형과 고리 분리형은 분리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연결하

는 방식에서 리벳으로 연결하여 분리되는 형태, 연결 고

리를 달아 분리되는 형태로 나뉜다. 복합형 족집게는 고

려시대부터 현재까지 형태가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족집게 제작 기법은 얇은 금속판을 단조로 만드는 것

부터 시작한다. 기본형 족집게는 하나의 금속판에 열을 

가하면서 형태를 잡는다. 일체형 족집게의 경우에는 두 

개의 금속판을 붙여 제작한다. 손칼이나 귀이개의 이음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다. 집게 고정형 족집게의 

고리에는 코일링을 한 동사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가미하

였다. 리벳 분리형 족집게의 리벳은 당대의 기술력이 들

어 있는 제작 요소 중 하나였다. 

장식 기법은 고려시대의 은이나 동처럼 무른 금속으

로 만들어진 족집게에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선각, 점

조, 압각(인각) 등으로 문양을 새겼고,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족집게에는 쌍어문

이나 수복 및 다산의 문구 등을 당대의 미감에 맞게 변용

하여 새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족집게는 청동이

나 철로 만들어져 강도가 높았다. 때문에 단순한 X자 문

양이 시문되거나 다수의 족집게가 무문이다. 이는 족집게

의 기형이 실용성에 기반을 둔 전형적인 일상도구임을 방

증한다. 그동안 금속공예는 왕실공예 또는 불교공예에 한

정되어 연구되어왔다. 족집게와 같은 일상용구에 대한 연

구가 지속되어 당대의 사회문화를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이 논문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공예 지식백과 구축> 연구과제(NRICH-2105-A40F-1) 수행을 통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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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자전(康熙字典)』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사(高麗史)』 

•『구급간이방언해(救急簡易方諺解)』 

•『남파집(南坡集)』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주집(東洲集)』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백발부(白髮賦)」 

•『번역박통사(飜譯朴通事)』 

•『부계기문(涪溪記聞)』 

•『사가집(四佳集)』 

•『사성통해(四聲通解)』 

•『성호사설(星湖僿說))』 

•『역어유해(譯語類解)』 

•『운선잡기(雲仙雜記)』 

•『정몽유어(正蒙類語)』 

•『제서(齊書)』 

•『지봉유설(芝峯類說)』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태평어람(太平御覽)』 

•『훈몽자회(訓蒙字會)』

•국립경주박물관, 2005, 『신라의 황금장신구』, p.184.

•국립무형유산원, 2005, 『조각장』, 도서출판 피아, p.6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 일본 도교국립박물관 소장』, p.39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독일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23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p.5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영국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132.

•권혁남 외, 2014,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 금제유물의 재료학적 특성」, 『문화재』 제47권 제4호, p.213.

•  김동훈, 2017, 「러시아 연해주 스타로레첸스코예 평지성 제1차 발굴조사 성과」, 『2017 Asian Archaeology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p.10.

•김세린, 2020, 「고려시대 금속공예 선각(線刻) 기법의 기술과 유형」, 『문화재』 제53권 제3호,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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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tweezers and their culture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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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types of  tweezers used across time and to examine the social culture 

of  periods through the use of  tweezers. Chapter Ⅱ summarized the terms for tweezers and looked at the use of  

tweezers in two cases related to the social culture and politics of  a period. The first is the use of  tweezers for beauty 

purposes. Men used tweezers as a kind of  self-management to maintain their social status and power, and thus they 

helped develop a wide range of  tweezers cultures. People with gray hair are usually old. The perception that we 

should step down from politics when we are aged has become strong. Therefore, politicians pulled out gray hairs 

with tweezers to maintain only black hair and show youth, which indicates that their social influence is still strong. 

The second is the use of  tweezers for first aid. 

Chapter Ⅲ classified tweezers by type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The tweezers are largely divided 

into basic and composite types. The basic type of  tweezers is a form that has been continued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consists of  tongs and handles, and a fixed type of  tweezers with a fixed ring appeared. 

Composite tweezers are made by grafting earpick or multipurpose knives. Composite tweezers are all-in-one 

tweezers with an earpick and an all-in-one knife. Tweezers are usually all-in-one. Among the composite tweezers, 

rivet separation and ring separation are characterized by separation, unlike the all-in-one tweezers. The method 

of  connecting is divided into rivets and connection rings. The all-in-one tweezers appear only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are characterized by the lifestyle that provides a glimpse of  the tastes of  contemporary users. The 

manufacturing takes shape after making a thin metal plate. Decorative techniques are carved on soft metal tweezers, 

such as silver and bronze with a line, point, and a pressed angle. These tweezers are presumed to have been used by 

the royal family or aristocrats. However, most tweezers are made of  strong bronze or iron. Therefore, the majority 

of  simple X-shaped patterns are sampled or without patterns.

The biggest reason why there are such diverse types of  tweezers is that the culture of  tweezers was widespread 

regardless of  the times. In addition, the basic type of  tweezers has been used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has been modified and used together as necessary because the shape of  tweezers is a practical daily tool. Study of  

metal crafts have been limited to royal objects and Buddhist crafts. We hope that research on everyday tools such as 

tweezers will continue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times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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