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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숟가락은 밥상에서 국을 뜨거나 음식을 덜어 직접 입으로 넣는 도구이다. 통일
신라시대에 제작된 숟가락은 술잎의 끝이 뾰족하고 세장한 자루가 부가된 것과
술잎이 거의 원형이면서 세장한 자루가 한 세트로 사용된 형식(월지형Ⅰ식, Ⅱ
식), 술잎의 날이 둥글면서 최대 너비가 4부 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너비가 상단한
자루가 부가되는 형식(분황사형), 술잎이 유엽형이면서 가는 자루가 부가되는 한
우물형이 있다. 그리고 술잎이 월지형Ⅰ식과 같이 거의 원형이지만 술잎에서 이
어지는 자루가 넓게 이어지는 형식(월지형Ⅰ식-a)이 있다.
각 형식의 사용시기는 월지형과 분황사형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우물형은 9세기 경이 되어서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월지
형2식은 출토지가 안압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 계층이 극히 한정되었거나 짧은
시기에만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지형 1식은 경주지역에서 출토 예가 적지
않고 지방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숟가락으로 보았고 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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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1식과 2식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 경우이다.
지금까지 발굴조사 상황을 보면 월지형1식과 2식은 일본 정창원 소장 숟가락을
보더라도 세트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여 늦어도 7세기 후반 경에는 제작 사용
되었고 1식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9세기 후반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분황사형은 월지에서도 1점이 출토되었지만 지방에서 월지형 1-a식과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월지형 2식이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지고 월지
형 1식만 사용되거나 분황사형과 세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언하기
어렵다.
경주지역에서 젓가락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는 것은 의문스러운 일이다. 삼국
시대에도 젓가락 출토 예가 있고 일본 정창원에도 당에서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수저 한 세트가 소장되어 있다. 젓가락 대신 월지형 숟가락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
당시의 식사 풍습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출토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숟가락은 경주지역에는 월지나 우물지 등 물과 관련된 유구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월지는 구체적인 숟가락 출토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경주지역 우물에
서 출토된 숟가락은 우물의 계획적인 폐기과정에서 매납한 것이 확인되었다. 신
라 사람들은 우물에 용이 깃들어 있으며 나라의 시조가 태어난 곳이며 왕궁으로
상징되는 신령스런 장소로 여겼으므로 폐기에는 당연히 제사를 지냈고 제사지낸
기물을 매납하여 신령을 위무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축조된 성곽 내부에는 농성에 대비한 집수지
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 내부에서는 가위나 대도, 마구류가 출토되는 예가 있고 농
기구도 출토되기도 하는데 그 출토 유물의 종류가 모두 월지 출토유물에 포함되
어 있다. 그러므로 집수지에서 출토되는 무기나 마구류는 그냥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의 결과로 투기된 것이며 숟가락이나 가위
등은 집수지 내부에 깃들여 있으면서 물을 주관하는 용에게 기우제나 풍년제를
지내면서 올린 헌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지유적인 부소산유적이나 황해도 평산유적은 제사유적으로 볼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부소산은 부여의 진산으로 성황사가 부소산의 정상에 있었던 곳이
며 평산유적도 산성리 성황산성 내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어 모두 산천제사와
관련된 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숟가락은 통일신라시대에는
물론 식도구로 사용되었겠지만 풍년을 비는 용신제나 산천제에서 먹을 것을 상징
하는 도구로 신에게 받쳐졌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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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통일신라시대, 숟가락, 형식분류, 월지, 우물, 수혈, 정창원, 용신제, 산천
제, 공헌품.

1. 서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의 식도구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없는 것은 아마도
출토유물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
지 전하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식도구가 모두 매장문화재로 발굴조사나 토
목공사 중에 확인된 것이지만 그나마 숟가락이 가장 많이 출토된 안압지유적
이 정상적인 발굴조사를 거쳐 수습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통일신라시대 숟가
락 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사용된 숟가락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무령왕릉에서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청동숟가락이 등장한 이래 극히 일
부 계층에서만 사용되다가 통일신라를 지나면서 경주 왕경을 비롯한 일부 지
역과 한정된 계층이지만 그 사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1) 이번 글에
서는 기왕의 논점을 보완하여 최근까지의 조사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을 중
심으로 일차적인 형식 분류와 편년, 그리고 출토 유구와 상황을 고려할 때 드
러날 수 있는 고고학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2)

2. 통일신라 식도구 출토현황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식도구는 숟가락과 젓가락, 국자가
있다. 출토지를 성격별로 정리하면 안압지나 왕궁이나 저택의 우물(국립경주
박물관부지내, 경주 재매정지, 경주 노동동12번지 우물, 천관사지 우물, 경주
동궁과 월지유적 출토 우물, 경주 동천동696-2번지 우물 및 원형유구)에서 출

1) 정의도, 2009, ｢武寧王陵 출토 청동시저연구｣ 선사와 고대30, 한국고대학회
2) 통일신라시대 출토 숟가락은 논문 말미에 표로 만들어 제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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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사례가 가장 많고 사찰(분황사, 감은사 서삼층석탑, 화엄사 서삼층석탑),
산지 제사유적(대구 칠곡3택지 수혈, 칠곡 송정리 산45-2번지 수혈1호, 부소
산유적, 황해도 평산유적, 용인언남리유적 수혈내), 산성 내 집수지(한우물2
호)에서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석곽유규(청주 용정동 Ⅱ-7호), 퇴장유구
(말흘리퇴장유구), 폐기층(당진 삼웅리 나무고개, 이천 설성산성 트렌치 내)에
도 출토된 사례가 있다. 이 가운데 중요한 사례만 추려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1) 안압지(월지) 출토 식도구3)
안압지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 30대 문무왕 14년(674)에 왕궁 안에 조성한
궁원지이고 사적 18호로 지정된 임해전지는 문무왕 19년(679) 안압지 바로 서
편에 세운 동궁의 정전자리를 말한다. 출토유물로는 식생활에 관계되는 금동
완, 합, 청동접시, 대접, 숟가락 등의 식도구와 금동가위, 거울, 동곳, 비녀 반
지 등의 생활도구, 금동제 용두, 귀면문고리, 봉황장식, 발걸이 장식, 연봉형
장식, 옷걸이 장식 등이 있다. 실생활 도구 이외에도 불상과 목제품, 칠공예
품, 토기와 도자기, 농경이나 어로에 쓰이는 가래, 보습, 쇠스랑, 호미, 낫, 도
끼, 끌, 가위 등의 목공구와 투구와 철검 등의 무구, 등자, 행엽, 재갈 등의 마
구 등이 출토되었다. 안압지에서는 모두 26점의 청동숟가락이 출토되었는데
모두다 통일신라시대에 편년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안압지 출토 유물은 문무
왕 14년(674)라는 상한 연대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물에 대한 관
찰이 필요하다.4)
①3번- 끝이 뾰족한 술은 4.5cm까지 넓어졌다가 줄어들어 술목으로 가면서
작은 각을 만들면서 자루로 이어지며 자루의 너비(0.6cm～0.7cm)가 술잎의
너비(4cm)에 비하여 폭이 좁고 길어서(22cm) 세장한 느낌이 들고 술잎 길이

3) 안압지의 통일신라시대 명칭은 월지이며 이미 공식적인 명칭도 변경되었으나 1978년에 간행된 보
고서 제목이 안압지로 발간된 사정도 있으므로 안압지 또는 월지라고 부르기로 한다.
4) 숟가락 번호는 필자가 경주박물관 소장 안압지 출토 숟가락을 열람할 때 편의상 붙인 번호로 경주
박물관 소장 유물 번호와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자세한 숟가락에 대한 설명은 정의도, 2008, ｢청동
숟가락의 등장과 확산-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을 참
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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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cm)는 전체 길이(27.5cm)에 비하여 1:4
정도로 아주 세련된 형태를 하고 있고 사용
흔이 없는 것이다. 이 숟가락은 남아 있는 상
태도 최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작 기법이나

[도 1] 안압지 출토 3번 숟가락

형태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어떤 숟가락보다 뛰어난 것이다. 자루는 술총으
로 가면서 휘어지고 자루의 끝은 마름모꼴로 다듬었으며 자루가 술부 폭에 비
해 현저하게 좁아서 세장한 느낌이 든다. 자루와 술의 경계가 분명한 것이 특
징이다.[도1] 전체길이 27.5cm, 자루길이 22cm, 술 길이 6.5cm, 술 너비
4.5cm이다.
②4번-술은 길이보다 너비가 조금 더 크지만 거의 원형에 가깝고 술의 왼
쪽이 닳아 있어 실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조품으로 자루 끝 부분을
두들겨 넓게 편 자국이 남아 있고 자루 끝에서부터 약 5㎝ 지점에서부터 동심
원을 2개를 한 단위로 하여 시문하였다. 자루 끝은 호선으
로 처리했으나 오른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고 자루의 단
면은 반타원형으로 아랫부분은 편평하고 윗부분은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다.[도2] 전체 길이 23cm, 자루 길이 [도 2] 안압지 출토 4번 숟가락
18.5cm, 술 길이 6.8cm, 술 너비 7cm이다.
③5번- 녹슬지 않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면과 자루의 경계가
뚜렷하다. 술은 길이보다 너비가 조금 더 커서 앞선 숟가락과 형식이 동일하
다. 자루 끝은 약간 뾰족하게 처리하였는데 자루의 너
비는 0.7cm에 불과하여 상당히 가는 느낌을 준다. 사
용흔적은 없다.[도3] 전체 길이 24.5cm, 자루길이
20cm, 술 길이 6.2cm, 술 너비 6.5cm이다.

[도 3] 안압지 출토 5번 숟가락

④6번-자루의 일부가 결실된 것으로 3번과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술에서 이어지는 자루가 능선을 이루는 부분부터는 남아 있지 않은데 능형을
이루게 처리하여 자루를 따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술은 나
무로 된 자루에 긴 홈을 내어 패시를 결합하는 것처럼 자루를 술 상단에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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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후 녹여서 접합한 것처럼 보인다. 술은 길이가 5.8cm, 너비가
5cm로 원형에 가까운 형식이다. 숟가락이 남아 있는 부분의 상태는
대단히 좋고 사용흔적은 없다.[도4] 전체길이 12.2cm이다.
[도 4] 안압지 출토 6번 숟가락

⑤12번- 술의 날이 둥글고 술목과 자루의 너비도 넓게 처리된 것

으로 앞선 숟가락과는 그 형태가 상당히 다르게 제작되었다. 자루는 술목에서
중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다 다시 넓어지며 끝은 마름모꼴로 처리하였다. 자
루의 중앙에는 능선이 살아 있고 자루의 양 가장자리에는 침선이 돌아간다.
자루 끝에서 9.5㎝지점까지는 중앙에 능선이 있고 그 이후로는 술잎까지 침선
을 새겼는데 자루 앞쪽의 단면은 방형이고, 뒤쪽은 삼
각형이다.[도5] 전체 길이 25.5cm, 자루 길이 17.8cm,
술 길이 8.2cm, 술 너비 4.5cm이다.
[도 5] 안압지 출토 12번 숟가락

2) 분황사지 출토 청동숟가락 및 젓가락, 거푸집(匙鑄型)
분황사에서는 모두 3점의 청동숟가락이 출토되었고 젓가락은 2점이 출토
되었다. 젓가락은 1점은 지표에서 수습된 것이며(보고서 유물번호 1481) 다른
1점은 사역 남쪽 지역의 현 지표하 45cm에서 발견되어 별 다른
특징이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청동숟가락
3점 모두 지표 채집되어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
렵다. 다만 분황사 발굴에서는 청동숟가락 거푸집이 출토되었는
데 파손된 것이지만 너비 16cm, 길이 13.5cm로 술의 앞날이 둥
글고 최대 너비가 상단에 있는 또 다른 통일신라시대 청동숟가
[도 6] 분황사지 출토 숟가락 거푸집

락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5)[도6]

3) 경주북문로 왕경유적Ⅱ출토 숟가락
경주시 북문로도로 개설구간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도로, 수혈, 우물, 석
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Ⅰ(본문)(유물 도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특별전 분황사 출토유물 특별전 도록 제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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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석렬, 적심 등이 노출되었다. 우물은 모두
11기가 조사되었는데 우물 주변에서는 재매
정지와 유사하게 부정형 수혈유구가 다수 분
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물 내에서는
기와나 두레박, 청동완 등이 출토되었는데 6
호에서는 기와편과 함께 숟가락 1점이 확인

[도 7] 경주북문로 왕경유적Ⅱ
우물6호 출토숟가락

되었다. 숟가락은 거의 완형으로 술날은 둥글
게 처리되었고 술목에서 넓게 자루로 이어지고 술총은 약간 넓어지면서 마감
되었다.[도7] 길이 22.2cm, 술 길이 7.8cm, 너비 4.3cm이다.6)

4) 경주노동동12번지유적 출토 숟가락
경주역사문화관 건립부지로 황남대총과 봉황대 고분 사이에 위치한다. 여
기에서는 삼국시대 연못과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도로 1기, 연못
1기, 건물지 16동, 적심 50여기, 진단구 4기, 담장 2동,
우물 32기와 최하층(니질층)에서 주혈군이 출토되었
다. B구역 2호우물은 깊이 143cm, 하단부 너비 70cm
이며 내부는 13~25cm 내외의 납작한 돌을 뉘여 쌓아
올렸다. 내부에서는 청동숟가락, 완형의 목기, 무문
전, 원반형와제품, 대부완, 대부호, 평저병, 덧띠무늬 [도 8] 경주노동동12번지유적
병, 주전자 등이 출토되었다. [도8]

B-1구역 13호 우물 출토 숟가락

숟가락은 A-1구역 1호 우물, B-1구역 13호 우물, C-1구역 26호 우물에서 각
각 1점씩 출토되었으나 A-1구역 1호 우물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술잎이 유엽
형이고 길이 25.4㎝, 술 너비 3.5㎝, 자루 너비 0.7㎝의 조선시대 것이다. 한
편 B-1구역 13호 우물에서 출토된 숟가락 술의 길이는 4.4cm, 너비는 5.5㎝로
길이보다 너비가 크게 제작된 것으로 자루 너비가 0.5~0.8cm에 불과하다. 술
잎의 왼쪽이 상당히 마모되어 있어 상당 기간 동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자루 단면 타원형, 술총은 호형이다. 전체 길이는 22.5㎝이다.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시, 2007,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Ⅱ-서부동 북문로 도로개설구간(봉황
로~서성로)내 시·발굴조사보고서- 학술조사보고 제191책,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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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1구역 26호 우물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자루는 잘 남아 있으나 술
은 전면과 가운데가 일부 훼손되었다. 술은 길이보다 너비가 더 크고 너비
0.8cm의 세장한 자루가 부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길이는 21.7㎝이고 술
길이는 3.6cm, 너비는 5㎝이다.7)[도9]

[도 9] 경주노동동12번지유적 26호 우물 출토 일괄유물

5) 경주 천관사지(3차) 출토 숟가락
천관사는 김유신장군이 천관녀를 위해 세운 절이라고 전해지며 김유신장군
의 집터인 재매정이 바라보이는 도당산 자락에 있다. 3차 발굴조사에서는 신
라~고려시대 연못, 건물지, 담장, 배수로, 우물, 석조시설, 지진구, 공방지, 주
혈군 등 다양한 유구가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D구역 3호 우물에서 출토된 것
으로 깊이 442cm, 상부지름 80cm, 최대지름 120cm인데 우물 바닥에서 1m 높
이까지 각종 토기와 청동접시, 숟가락, 두레박 등의 유물이 매납되어 있었고
그 상부는 폐기와와 초석, 가공석 등의 건축 부재를 채워 폐기하였다. 숟가락
은 바닥 상부에 퇴적된 최하층에서 2점이 출토되었고 한점은 완형(1)이고 다
른 한점(2)은 술부가 남아 있지 않다. 숟가락1의 술은 비교적 편평한 호선을
그리며 4.1cm의 너비를 이루지만 술목으로 가면서 좁아져 약간 각을 만들어
7)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 노동동 12유적-경주역사도시문화관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조사연구총서 제8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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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로 연결되고 폭은 1cm이다. 전체 길이 25.1cm.
숟가락2는 술은 없고 자루만 남은 것으로 전체 길이
는 17.8cm이며 숟가락1과 두께나 너비, 술총 등 형
태가 거의 동일하다.8) [도10]

6) 경주 동궁과 월지Ⅰ유적 출토숟가락
[도 10] 천관사지 D구역 3호 우물 숟가락

동궁과 월지Ⅰ유적에서 숟가락은 2점이 출토되었다. 한 점(1)은 1호 우물
에서 출토되었는데 우물1호는 4호건물지군 내부시설로서 확인될 당시 상부가
대형 천석으로 매립되어 있었다. 우물 서편에는 배수로가 2기 확인되었는데
우물 배수시설로 추정하였고 숟가락(2)은 배수로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우물
은 천석을 이용한 석축우물로서 상부 안지름은 80cm, 깊이는 7m이다. 우물

[도 11] 경주 동궁과 월지Ⅰ유적 우물 출토유물(좌) 출토 숟가락(우)

8)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경주 천관사지(3차)-유적정비를 위한 학술조사보고서- 조사
연구총서 제76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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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는 각종 토기와 기와편, 금속류, 목재, 동물뼈, 씨앗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깊이에 따라 주종을 이루는 그 종류가 다르다. 즉 우물 상부는
천석과 기와편으로 매몰된 반면 하부에서는 와전류를 제외한 토기류와 금속
기류가 출토되었다. 숟가락1은 430~650cm 정도에 형성된 층에서 출토되었는
데 이 층에는 항아리, 병, 뒤꽂이와 도자, 건축 및 장식부재, 골제 주사위도 함
께 출토되었다. 크기는 길이 24.9cm, 술 너비 5.6cm, 길이 4.6cm이 자루의 이
면에는 東伊 라고 새겼다. 숟가락2는 배수로2 상부에서 수습된 것으로 자루
일부만 남아 있는데 10.4cm이고 자루의 이면에는 漢丙伊 라고 새겼다.9) [도
11]

7) 칠곡 송정리 산45-2번지유적(Ⅱ구역) 수혈1호 출토 숟가락
조사대상지 남동쪽 해발고도 54.08m 선상에 위치한다. 유구는 풍화암반층
에서 확인되었다. 규모는 장축 196㎝, 단축 196㎝, 깊이 45㎝이고 장축방향은
N-S이다. 평면 형태는 원형이고 수혈 내부에는 굴광벽을 따라 할석이 2단 정
도 돌아간다. 유구의 바닥 중앙에는 원형의 주혈 1기가 있고 수혈유구 굴광선
밖으로 원형의 주혈이 방사상으로 7기가 확인된다. 유물은 바닥 전면에서 연
질의 유개대부완 1점, 연질완 5점, 청동숟가락, 청동국자, 편병, 철제괭이, 판
상의 불명철기. 철도자 등 모두 17점이 출토되었다. [도12]
청동숟가락의 전체 길이는 21.2cm, 술잎은 길이 4.4cm, 너비 3.9cm로 최대
너비가 4부쯤에 형성되어 있고 자루에 연결되는 부분의 너비는 1cm 정도이
다. 다른 한점은 청동제국자로 보고된 것인데 전체 길이는 21.8cm이고 술은
길이 6.8cm, 너비 7.2cm로 너비가 좀 크지만 거의 원형에 가깝다. 원형의 술
잎에서 자루로 이어지는 부분은 둥글게 처리되었고 너비는 1.6cm 가량이
다.10) [도13]

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경주 동궁과 월지Ⅰ발굴조사보고서
1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영진전문대학, 2014, 칠곡송정리 산45-2번지유적(Ⅱ구역) 학술조사보
고 제213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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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칠곡 송정리 산45-2번지유적(Ⅱ구역) 수혈1호 유물 노출상태 및 출토유물일괄

[도 13] 칠곡 송정리 산45-2번지유적(Ⅱ구역) 수혈1호 출토 숟가락(좌)(우)

8) 창녕 화왕산성내 집수지 출토 숟가락
화왕산성에는 3기의 집수지가 있는데 계곡을 따라 남문에 이르기까지 3기
의 집수지가 남아 있다. 2009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가운데 위
치한 것이며 남문 쪽으로 위치한 집수지의 동쪽에 위치한 우물지 바닥에서 청
동제 그릇 5점과 숟가락 1점과 국자 1점이 출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국자로
보고된 것은 숟가락으로 전체 길이 21.8cm, 술잎 길이 3.8cm, 너비 6.9cm로
청주 용정동 Ⅱ-7호석곽묘 출토 숟가락과 거의 동일하다. 자루만 남은 것은
단면 장방형으로 길이 19.7cm이다. [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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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화왕산성 내 우물지 출토 유물(청동제 접시와 숟가락)

9) 부소산 출토 청동숟가락
1943년에 출토된 부소산 숟가락은 부소산 북악 송월대 동쪽으로 뻗은 산등
성이 남쪽으로 경사진 그 아래편에서 출토되었다고 한 당시 인부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다시 주변의 조사에서도 특별한 유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
마도 은익매장의 유적인 것 같다고 하였다.
이 숟가락은 술부가 부러진 것을 복원하였는데 중량감이 있고 두꺼운 느낌
이며 전체 길이 25cm이다. 자루 부분은 두껍고 술부와 자루가 이어지는 부분
에서 자루가 약간 가늘어 졌다가 끝으로 가면서
넓어지는데 자루의 가장 좁은 부분은 1cm, 넓은
부분은 1.8cm로 체감비가 느껴지지 않고 전체
[도 15] 1943년 부소산 출토 숟가락

적으로 만곡한다. 자루 끝부분은 호선형으로 처
리하였다. 술부는 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인데,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은 4cm, 자루와 이어지는 부분의 폭은
3cm, 술부의 길이는 약 8cm로 체감비가 없어 보인다.
술총의 중앙 좌우에 사용흔이 남아 있어 보이지는 단언
하기는 힘들다. 전체적으로 마연되어 있으며 자루의 끝
부분에 녹이 남아 있다.[도15]
그리고 부소산 1941년 출토 숟가락은 술부가 원형인
것 3점, 타원형인 것 3점으로 원형 숟가락은 자루길이

[도 16] 1941년 부소산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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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cm～18.5cm, 술잎의 길이는 6.5cmx 7.0cm이다. 타원형 숟가락은 자루
길이 18cm～19cm, 술잎의 크기는 7.5cmx3.5 cm이다.11)[도16]
10) 보은 삼년산성 출토 숟가락
삼년산성의 서문을 들어서면 바로 앞에 집수지가 위치하는데 연못의 북쪽
바위에 새겨진 아미지라고 새겨져 있어 집수지의 이름이 되었다. 집수지의 구
조를 밝히는 조사는 여러차례 이루어졌지만 초축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2003
년 조사에서는 4기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는데 퇴적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일정
한 문화층을 이루면서 수습되지 않았고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
물이 혼재되어 출토되었다고 한다. 출토유물은 다량의 토기와 기와류가 출토
되었고 아울러 철촉, 철부, 철완 등과 함께 방제소문단뉴소문경, 가랑비녀, 청
동숟가락이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완형은 아니지만 넓은 술목과 타원형의 술
잎이 부가된 것과 원형의 숟가락이 부가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길이는 각각
19.6cm, 20.5cm이다.12)[도17]

[도 19] 2003년 보은 삼년산성 출토 숟가락

[도 18] 황해도 평산 출토 숟가락

11) 황해도 평산군 평산면 산성리 출토유물
원형시 1점 길이 25.3cm, 타원형시 2점, 완형 길이 26cm, 결손품 현 길이
11) 이난영, 1975, ｢한국시저의 형식분류｣ 역사학보 67, 역사학회
이난영, 1977.6, ｢부소산출토일괄유물의 재검토｣ 미술자료 국립중앙박물관
1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보은군, 2005, 보은 삼년산성 중원문화연구총서 제46책, 국립중
원문화재연구소, 2008, 중원의 산성 16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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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cm. 시면의 길이는 원형이 6.5cm, 타원형이 7.1cm 내외의 것으로 일본
정창원의 사파리제 세트와 대체로 비슷한 크기이다. 다만 자루의 선이 거의
직선에 가깝고 특히 타원형 시의 경우 정창원의 금은제시와도 비슷한 형태라
고 하였다.13) [도18]

12)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청동숟가락
화엄사에는 대웅전 앞 쪽에 보물 132호로 지정된 화엄사 동삼층석탑과 보
물 133호로 지정된 화엄사 서삼층석탑 등 2기가 세워져 있다. 화엄사 서오층
석탑 출토 유물은 사리병과 지류뭉치, 각종 공양구들을 포함하여 총 47점이라
고 하였다. 이 가운데 청동제 숟가락은 2점으로 술
잎이 비교적 완전한 한 점은 길이 23.5cm인데 손
잡이의 끝 부분이 약간 파손되었다, 술부가 거의
타 파손된 다른 한 점은 현재 길이 20.7cm인데 손
잡이는 거의 완전한 상태이다. 술부의 형태는 타원
[도 19]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숟가락

형이며 크기는 현재 6.9cm이다.[도19]

화엄사 숟가락은 측면에서 보면 자루가 둥그스름하게 약간 휘어 있다. 자루
의 폭은 거의 일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변화가 없으며 맨 끝 부분은 둥글게 처
리하였다. 두 점의 숟가락은 굵기, 크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
을 고려하여 원형을 복원하면 전체 길이는 약 26cm 내외로 추정된다.14)

13) 한우물 출토 숟가락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산 93-2에 있는 호암산고성의 내부에서는 우물지 2
개소와 건물지 4개소가 발견되었다. 제 2우물지(집수지)는 한우물에서 남쪽
으로 약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산성지의 중앙부
13) 이난영, 1992, ｢Ⅱ. 금속공예품의 유형과 형식분류｣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충남 부여 부소산
과 황해도 평산 산성리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모두 일제강점기 때 수습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수
장되어 있다. 이들 숟가락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의 협조를 받아 필자가 직접 조사하
고 촬영한 것이다.
14) 주경미, 2007,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고찰｣ 2007 상설 전 불교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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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는 곳이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규모는 남북 18.5m, 동서 10m 이
상, 깊이 2m 이상 되는데 한우물보다 장축은 약간 길고 폭은 약간 좁아 세장
한 형태를 하고 있다.
유물은 북벽 트렌치 내에서 상당한 양의 유물이 집중되어 출토되었는데 토
기등잔을 비롯한 각종 토기류, 완형의 토수기와가 겹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연못 바닥에서 청동제 숟가락 2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한 점에는 드물게 명
문이 새겨져 있었다.
2점 가운데 한 점은 완형이고 한 점은 파편이다. 완형은 전체길이가 25cm
가량 되고 술은 길이가 6.2cm, 너비는 3.5cm 가량 되는데 보고서에서는 손잡
이 부분과 입술부분이 서로 많이 꺾여 있고 손잡이 부분도 휘어 있으며 입술
부의 주변은 약간 도드라져 있고 손잡이의 단면은 저변이 넓은 사다리꼴이다
라고 묘사하였다.[도20] 이 숟가락의 뒷면에 ｢仍伐內力只乃末□□□｣라는 명
문이 음각되어 있다. 명문은 숟가락의 제작 이후에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얕게 긁어 새긴 것인데 끝의 3자는 상태가 불량하여 확
실히 알 수 없다. 그리고 다른 한점은 술목과 술의 일
부만 남은 것인데 술목의 너비는 1.8cm 가량으로 넓은
형식에 속하는 것으로 자루에는 좌우로 나누는 선이
남아 있다.15)

[도 20] 한우물 출토 숟가락

14) 청주 용정동 Ⅱ-7호석곽묘 출토 숟가락
청주 용정동 Ⅱ-7호석곽묘는 북동쪽의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경사진
능선의 해발 92.8m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고려시대 이후의 토광묘가 인접하고
있다. 석곽묘의 장축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는 동서방향이며 평면은 남장벽
이 파괴되었으나 장방형이다. 규모는 잔존 길이 190cm, 최대 깊이 92cm로 비
교적 규모가 크다. 관대는 석곽의 북장벽에 거의 인접하여 설치하였고 유물은
석곽의 바닥에서 서쪽에 관대와 인접하여 나란한 방향으로 청동숟가락 1점이
자루를 서쪽으로 향하여 바로 놓여 있었다. 이 숟가락은 완형으로 단면상 술

15) 임효재․최종택, 1990, 한우물 호암산성 및 연지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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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완만한 호를 그리며 자루에 이르고 자루 끝에서 약간 꺾여 있다.
전체길이 20.8cm, 자루 너비 0.8cm, 술 길이 4.0cm, 너비 6.4cm이며 관정
4점도 석곽의 시상 위에서 출토되었다.[도21] 여기서 출토된 숟가락은 경주박
물관 부지 내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과 비교하면 크기가 약간 작을 뿐 전반적
인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16)

[도 21] 청주 용정동 Ⅱ-7호석곽묘(좌) 출토 숟가락(우)

15) 용인 영덕동유적 1지점 5호 수혈주거지 출토 숟가락
영덕동유적 1지점은 해발 35m 내외의 원천천변에 형성된 충적대지 상에
위치하며 유적의 서쪽으로 두 개의 물길이 합류하고 있기도 하다. 5기의 통일
신라시대 수혈주거지가 출토되었는데 숟가락이 출토된 수혈주거지가 가장 북
쪽에 위치한다. 수혈의 크기는 506×384×48cm 정도이며 내부에서는 토제 완
과 접시, 그리고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청동숟가락은 술잎의 가운데
가 탈락되었으나 술잎과 자루가 이어지는 부분이 뚜렷하게 직각을 이루어 통
일신라시대 숟가락이 분명하다. 보고서에 기록된 전체 추정 길이는 25cm이고
술잎의 너비는 5.6cm이지만 당시의 숟가락을 참고하여 수정하면 23cm 내외
이다.[도22]

16) 정의도, 2008,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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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1지점 5호 수혈주거지 출토 숟가락 보고서 제시도면 (좌). 필자수정(우)

16) 창녕 말흘리유적 퇴장유구내 출토 숟가락
1호 건물지의 서남우에서 확인된 직경 70cm의 평면 수혈로 깊이 60cm 정
도이다. 건물지의 정지토인 황색점토층에서부터 굴착하여 들어가 생토층에
이른 수혈이다. 그 내부에는 장동의 철부가 놓여 있었다. 장동의 철부는 바닥
에 정치하고 장동철부의 내부에는 바닥에서 중위까지 각종 청동제의 투조 장
식판들이 겹겹이 채워져 있었는데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였으며 그 다음 동병
과 같은 지금을 채우고 그 위에 병향로, 쇄, 정 및 초두와 같은 용기류를 넣었
다. 이렇게 한 다음 여러 종류의 철부 편들을 겹겹이 포개어 장동 철부의 구연
부를 봉하였다. 한편 장동철부와 수혈 사이의 공극에는 수혈 바닥에서부터 금
동제 풍경을 가로 눕혀서 채워 장동철부의 상부에 까지 이르렀다.
국자는 2점이 출토되었는데 1점은 대형이다. 국자 1점은 음식물을 뜨는 부
분만 일부 남아 있을 뿐이지만 나머지 한점은 음식물을 뜨는 부분의 일부는
손상되었으나 원형 복원이 가능하다.[도23, 24]
청동숟가락은 모두 10점이 출토되었는데 술잎이 원형인 것과 타원형인 것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술잎이 원형인 숟가락은 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술잎
의 구연부를 따라 두껍게 정리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자루가 없으나 한점만
가는 자루가 일부 남아 있어 안압지 출토 숟가락과 거의 같은 특징을 보인다.
술잎이 타원형인 것은 6개체분이 확인되었는데 복원된다면 전체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이 중 1개체에만 술부와 자루가 남아 있는데 자루가 만곡을 이루고
있기도 하지만 그 끝이 꺾어져 있어 그 경위나 목적은 알 수 없다.[도23] 술잎
은 대체로 유엽형에 가까우나 남아 있는 자루의 끝은 방형이거나 능형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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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창녕 말흘리 출토 국자

[도 24] 창녕 말흘리 출토 숟가락

3. 통일신라 식도구의 형식분류
1) 연구사
통일신라시대의 숟가락에 대한 편년 연구는 이난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난영은 한국시저의 형식분류에서 부여나 황해도 평산, 안압지, 경북지역에
출토된 숟가락을 정리하여 타원형숟가락과 원형숟가락으로 나누었고 일본 정
창원 소장의 숟가락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18) 통일신라시대의 유적 중에서
가장 많은 숟가락이 출토된 곳은 안압지로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숟가락
25점과 국자는 2점이 출토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숟가락과 국자의 출토 상
황을 보여주는 사진은 실려 있지 않고 개별적인 기술도 없는 가운에 민속학적
고찰 편에서 일상용구에 나타난 민속품으로 숟가락을 술잎의 형태에 따라 원
형, 타원형(행엽형), 목엽형, 유엽형 등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원
형과 타원형 술잎을 가진 숟가락은 통일신라시대의 유품으로 판단하고 일본
정창원 소장 佐波理匙의 丸形匙 杏葉形匙와 동일한 양식으로 주목되고 일본
의 숟가락과 젓가락은 한국의 시저계보가 일본으로 전수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목엽형은 원형과 타원형 숟가락을 계승한 것으로 연미형은 고려시대의

17) 경남고고학연구소, 2005.6, 창녕말흘리유적
18) 이난영, 1975, 한국시저의 형식분류 역사학보 제67집, 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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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서 다수 출토되는 것이며 유엽형 숟가락은 여말선초의 전형적인 형식
으로 보았다.19)
이와 같은 형식분류와 편년은 이난영의 연구 결과를 답습한 것으로 술잎의
형태를 구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한 결과를 바탕으로 형식분류를 진행
한 결과 편년에 적지 않은 오류가 확인되고 일본 정창원 소장 유물에 대한 이
해도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다음으로 정의도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의 숟가락에 대한 글에서 통일신라의 숟가락이 일부 귀족층에 국한되긴 했지
만 삼국시대를 지나면서 그 사용 계층이 확대되는 한편 제사도구로서도 사용
되었음을 지적하였다.20)

2) 형식분류기준
형식분류는 고고학적 자료를 집단으로 나누는 과정(classification)을 의미
하기도 하지만, 고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형식(typology)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형식이 편년수립에 이용될 경우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 된다는 것에
있다.21) 그러므로 형식분류의 출발은 유물을 하나의 관점에 따라 나누는데 있
으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관점이 고고학자가 유물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에
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숟가락의 구성은 술잎과 자루가 결합된 단
순한 운반도구지만 시대를 따라 그 기능과 형태가 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런 점에서 숟가락에 대한 형식분류는 역사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숟가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시한
형식분류 안은 먼저 술잎의 형태가 타원형인지 유엽형인지에 따라 1차 분류한
다음 술잎에 부가된 자루의 형태에 따라 2차 분류를 하였다.
숟가락의 구조가 술잎과 자루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만큼 유효한 분류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형이니 쌍어형이니 하는 고려조선시대의 숟가락에 대한
19) 김택규, 1978, ｢Ⅸ. 민속학적 고찰 2. 민속학적인 유물과 그 민속학적 고찰｣ 안압지 발굴조사보
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20) 정의도, 2008, ｢청동숟가락의 등장과 확산-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
학교석당학술원.
2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고고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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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려·조선시대 청동숟가락 형식분류안(필자)

형식분류 안을 통일신라시대에 그대
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
다.[표1]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일신라시
대의 숟가락은 고려조선시대의 숟가
락과는 상대적으로 앞선 시기로 형식
적인 원류에 해당되기도 하고 전혀 다
른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
려·조선시대 숟가락의 형식분류 안
을 참고하고 술잎과 자루의 형태를 기
준으로 형식분류를 시도하되 술잎의
형태를 이루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
악하여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22)

3) 형식적 특징과 명칭
통일신라시대 숟가락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숟가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안압지에서 출토된 숟가락 가운데 술잎의 끝이 뾰족하고 최대 너비가
비교적 상단에 있으며 자루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약간 각이 져서 세장한 자
루에 연결되는 형식이 있다.[안압지3번]23) 그리고 너비가 길이보다 크지만 원
형에 가까운 형태의 술잎에 역시 세장한 자루에 연결되는 형식[안압지5번]이
있고24), 둥근 술날에 술잎의 최대 너비는 고려시대에 보이는 유엽형 술잎에
비하여 상단에 있으며 술잎에서 자루로 이어지는 술목이 상당히 넓게 이어지
는 형식[안압지 12번]으로 나눌 수 있다.25)

22) 필자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숟가락을 일반적인 숟가락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술과 자루의 연
결된 각이 큰 것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으나 그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최근까지 출토된 숟가
락 자료를 더하여 새롭게 형식분류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정의도, 2008, ｢청동숟가락의 등장과
확산-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23) 이 형식을 안압지 보고서에서는 숟가락 其 2 : 杏葉形匙(술잎의 형태가 은행나무잎 모양의 숟가
락)라고 하였다.
24) 이 형식을 안압지 보고서에서는 숟가락 其 1 : 圓形匙(술잎의 형태가 둥근 모양의 숟가락)라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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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술잎이 유엽형으로 최대 너비가 안압지3번이나 안압지12번
과 달리 술잎 중앙에 위치하는 형식[한우물 출토]이 있다. 이 중 안압지 3번과
5번의 가장 큰 특징은 술잎과 자루의 연결 부위, 즉 술목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가늘고 긴 자루가 부가된다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안압지3번의 술잎은 최대
너비가 술 전체 길이의 4부 이상에 위치하지만 술어깨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분명하게 각을 만들면서 자루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압지 5번 또한 자
루와 술잎의 연결 부분인 술목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
다. 그에 반해 안압지12번이나 한우물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술잎과 자루가 별
다른 구분점이 없이 연결된다는 것이 앞선 두 형식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안압지3번과 동일한 형식의 숟가락은 자루가 변형되긴 했지만 안압지
출토 숟가락 가운데 1점이 있을 뿐으로 그 출토 예가 상당히 드물다. 그에 비
해 안압지 5번과 동일한 형식의 숟가락은 안압지에서도 출토 예가 4점이 더
있고 경주박물관 우물지 출토 숟가락, 동궁과 월지 우물 출토숟가락, 경주 노
동동12번지유적 우물출토 숟가락, 동천동696-2번지유적 21호우물과 원형유
구 출토 숟가락, 창녕 말흘리 퇴장유구 출토 숟가락, 청주 용정동 Ⅱ-7호석곽
묘 출토 숟가락 등 경주를 중심으로 다수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안압지12번과 동일한 형식의 숟가락은 천관사지3차 출토 숟가락,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Ⅱ출토 숟가락, 창녕 말흘리 퇴장유구 출토 숟가락, 당
진 삼웅리유적 출토 숟가락, 1943년 부소산출토 숟가락, 황해도 평산 출토 숟
가락 등으로 경주와 지방에서도 함께 출토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숟가락 실물은 아니지만 분황사에서 출토된 숟가락 거푸집은 당시 유행하던
숟가락의 형식을 알려주는 것이며 숟가락의 제작지와 주된 사용처를 알려주
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술잎이 유엽형인 한우물 출토 숟가락과 동일
한 형식의 숟가락은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청동숟가락, 그리고 말흘리 퇴장
유구 숟가락이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너비가 길이보다 크지만 원형에 가까
운 형태의 술잎에 역시 세장한 자루에 연결되는 형식[안압지5번]의 변형으로
보이는 형식이 있다. 부소산 1941년 출토 숟가락, 평산 출토 숟가락1번, 당진
25) 이 형식은 안압지 보고서의 숟가락 기 4 : 여말선초의 숟가락에 포함되어 있다.(안압지 보고서 삽
도 6 A,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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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웅리 출토 숟가락3번처럼 술잎은 원형에 가깝지만 술에서 자루로 이어지는
부분은 1.5cm 이상 넓게 이어지는 형식이 있다.
이렇게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숟가락은 크게 5가지 형식[표2]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한가지 고려할 점은 안압지3번과 5번 숟가락은 동일한 형식의 숟가
락이 일본 정창원 남창에 수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숟가락은 2017년 제
70회 정창원전까지 수차례에 걸친 정창원전에 전시된 바도 있지만 문제는 이
두 형식의 숟가락이 한세트로 묶여서 보관되고 있으므로 이 두 형식의 숟가락
은 기능을 달리하면서 하나는 숟가락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젓가락이나
국자처럼 음식을 덜어오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6)
숟가락은 음식을 떠서 입으로 넣는다는 기본적인 기능을 생각하면 이 두 형
식의 숟가락을 모두 숟가락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숟가락과 국자로
나누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그런데 신라에서 일본으로 수
출하여 정창원에 보관 중인 숟가락과 국자는 일본의 天平勝寶 4년 6월 23일의
연기를 가진 ｢買新羅物解｣라는 기록에 ｢白銅匙二具｣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
록을 참고하면 당시 신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둘 다 숟가락(匙)으로 불렀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주지역에서 출토되는 대부분의 숟
가락이 술잎이 원형인 것이 대부분인 점과 안압지에도 출토 예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술잎 원형의 숟가락을 가장 많이 출토된 유적의 이름을 따서 월지형
숟가락 1식으로 하고 술잎의 길이가 너비보다 크고 최대 너비가 4부 이상에
위치하는 형식을 월지형 숟가락 2식으로 명명하고자 한다.27)
다음으로는 술날이 둥글고 술잎의 최대 너비가 술잎의 중위에 있는 것이 아
니라 3부 또는 4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술잎에서 자루로 이어지는 부분이 1cm
이상의 너비로 이어지게 제작된 것으로 월지형 숟가락과는 외관에서 분명한
차이가 난다. 이에 해당되는 숟가락은 천관사지(3차) 3호우물 출토, 경주 북문
로 왕경유적Ⅱ 우물6호 출토, 1943년 부소산 출토, 황해도 평산 출토 숟가락
26) 일본에서는 필자의 월지형1식을 ｢円形匙｣로 월지형2식을 ｢木の葉形匙｣로 나누어 술잎의 형태에
따라 명명하고 있다.(奈良國立博物館, 2018, 第70回 正倉院展 80~82)
27) 숟가락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밥, 국 따위의 음식을 떠먹는 기구이며 생김새는 우묵하고 길둥근
바닥에 긴 막대가 달려 있는 것으로 음식물을 입으로 운반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국자는 국이나
액체 따위를 뜨는 데 쓰는 기구인데 옴폭 들어간 바닥에 긴 자루가 달린 것으로 음식을 떠서 나누
는 도구이다. 숟가락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떠서 입 안으로 넣는 도구라는 점에서 국자와는 구분
되는 면이 있으므로 월지형 1식의 숟가락을 국자형 숟가락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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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들 수 있다. 이 형식의 숟가락을 제작한 거푸집이 분황사에서 발견되었
으므로 분황사형으로 이름 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술잎은 최대 너비가 중위에 위치하는 유엽형이며 세장하고 약간
만곡하는 자루가 부가된 형식으로 한우물2호나 화엄사 서삼층석탑 출토 숟가
락, 창녕 말흘리 퇴장유구 출토15번, 16번 숟가락 등으로 아직 그 예가 많지
않다. 가장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유적의 이름을 따서 한우물형이라고 부르
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경주 동천동696-2번지유적 우물21호와 원형유구, 부소산 1941
년 출토 숟가락, 평산 출토 출토된 원형의 술잎과 넓은 자루가 부가된 형식이
있다. 경주 동천동 출토 숟가락의 술잎은 길이와 너비가 7.2cm로 거의 같고
술목의 너비는 1.5cm 정도이다. 이것은 앞선 월지형 1식과 술잎이 원형인 것
은 같지만 술잎과 자루가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술목에서 자루로 상당한
너비를 만들면서 이어지는 것이다. 이 형식을 월지형 1식의 변형이라고 보아
월지형 1-a식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통일신라시대의 국자인데 통상적으로 다량의 액체를 뜨는데 사
용되는 국자는 창녕 말흘리 퇴장유구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말흘리 퇴장유
구에서 발견된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말흘리 퇴
장유구의 조성시기를 생각하면 그 내부의 유물이 모두 한시기에 제작된 것으
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원형의 술잎의 숟가락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유
물이 통일신라시대인 것은 사실이고 대체로 신라말경에 해당된다는 보고자의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말흘리 국자를 통일신라시대라고 본다면 남아 있는 통일신라시대 국자 가
운데 가장 큰 것이다. 길이 45cm, 자루 32cm, 술잎 13cm x 18.2cm로 신라시
대의 국자 중에는 가장 크다. 그리고 다른 한 점은 국자의 일부만 남아 있는데
길이 9cm, 너비 9cm 정도이다. 그리고 대구 칠곡3택지 2-가구역에서 출토된
토제국자가 있다. 자루나 술이 결실된 것인데 회청색 경질토기로 경산 임당동
저습지에서 출토된 목제국자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이와 같은 출토 유물로
보면 지름 10cm 이상의 타원형의 국자에 긴 자루가 부가되는 형식의 국자는
말흘리형 국자라고 하고 소형의 토제 국자는 칠곡리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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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일신라시대 청동숟가락 분류안
형식

도면(사진)

출토유적
안압지 4번, 5번, 6번,16번
청주 용정동 Ⅱ-7호
경주박물관 우물
재매정지 63호
동궁월지 우물 1호
동궁월지 배수로
창녕 말흘리 10-13
경주 노동동12번지 B-1 13호 우물,
C-1 26호 우물
용인 영덕동 수혈주거지
* 정창원 남창소장 佐波理製匙

1식

월
지
형

부소산 1941-2
경주 동천동 696-2 우물 21호
경주 동천동 696-2 원형유구
평산1
창녕 화왕산성 집수지
보은 삼년산성 집수지
당진 삼웅리 3번

1-a식

안압지 3번
안압지 7번
* 정창원 남창소장 佐波理製匙

2식

분황사형

안압지 12번
분황사지 거푸집
부소산 (1943년)
천관사지(3차) 3호 우물
경주 북문로 왕경 Ⅱ 우물 6호
부소산 (1941년-1)
삼년산성 집수지
평산 2
창녕 말흘리 14
* 정창원 金銀製匙1

한우물형

한우물 집수지 2
창녕 말흘리 15, 16
화엄사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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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신라 숟가락의 편년과 사용시기
다음으로는 통일신라시대에 해당되는 유적과 유물의 편년을 살펴보기로 하
자. 통일신라시대의 청동숟가락이 가장 많이 출토된 유적은 경주 안압지와 대
구 칠곡3택지유적, 신라왕경유적 등이 있다. 안압지와 신라왕경유적, 그리고
분황사지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보고서에 유물의 출토 상황이나 층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일괄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은 고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고학은 유구와 유물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
는 것으로 현장의 발굴조사에서는 토층조사를 통하여 유구와 유물의 순서를
찾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그 순서를 바탕으로 편년을 시도하고 편년
의 결과에 따른 각 시대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1) 월지형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안압지의 발굴이 정부에 의한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계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발굴조사
가 유구의 평면을 확인하고 유물을 수습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말았다는 것이
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원이 소요되는 조사였고 그 조사 기간도 2년으로 다
른 거대고분의 발굴조사 기간과도 맞먹는 것이다. 게다가 상상치도 못한 유물
이 출토되고 더욱이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일부 유물의 원류가 신라임을 입증
하는 유물도 적지 않게 출토되어 문화적 자부심을 높인 발굴조사인 점에서는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압지가 기록에 따라 문무왕14년
(674)에 조성된 것임을 믿어 신라 경순왕 5년 2월(931)에 고려 태조를 맞아 연
회를 베푼 시기까지 약 250년간에 걸친 수축이나 개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어
떠한 조사 결과도 제시된바 없고 동경잡기에 기록된 애장왕 연간의 중수 기록
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보고서는 발굴의 경과
에 유구의 노출 상황과 유물이 수습 상황을 기록하고 유구의 조사에는 각 유
구의 발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다음 각종 출토 유물을 와전류, 용기류, 목재
류, 금속류, 목간류, 철기류, 동물뼈, 석제류, 기타류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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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더구나 보고된 출토유물 15,023점 전체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다.28)
이어서 출토유물에 대한 미술사적, 조경학적, 민속학적, 지질학적, 보존과
학적 고찰로 이루어진 안압지에 대한 고찰을 실었는데 고고학적 고찰은 앞선
유구의 노출 결과와 유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대체된 듯 하고 출토 유
물과 유구에 대한 층위 노출에 따른 편년과 출토유구와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호안석축 단면도와 11면의 토층도가
실려 있기는 하나 유구나 유물 해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압
지에서 출토된 유구와 유물의 순서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
았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동일 유적에서 가장 많은 숟가락이 출토된 안압지이지
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모두다 통일신라시대 유물은 아니라는 것이며 그 내부
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형식분류는 가능하지만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층에
따른 선후 관계에 따라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상황은 그
이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신라왕경유적보고서나 분황사 발굴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대구 칠곡3택지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과 국자는
모두 25점 가량 되지만 보고서에 별다른 언급이 없어 모두 동시기의 유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안압지 출토 숟가락(월지형)의 상한과 제작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삼국사기에 남아 있는 기록과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1978년 당시 안압지로 보고된 월지는 신라말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월지 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상한은 문무왕 14년(674)이 되
고 일단 하한은 경순왕5년(931)으로 보아야겠지만 월지에서 출토된 숟가락
가운데 고려시대에 편년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은 특정하기 어
렵다.
월지형 숟가락의 제작시기는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숟가락이 참고
가 된다. 일본 내량의 동대사 정창원 유물에 포함된 청동제 원형숟가락과 타
원형 숟가락은 모두 주조된 후 모양을 다시 가다듬은 것으로 술잎이 원형과
타원형의 숟가락 하나씩을 1조로 하여 종이로 감고 이것을 다시 10조씩 묶어

2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안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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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끈으로 감싸서 보관 중인 것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숟가락
세트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월지형 1식은 공통의 식기에서 음식을 들어내는
데 사용하고 월지형 2식은 음식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신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여 정창원에 보관중인 숟
가락은 일본의 천평승보 4년 6월 23일의 연기를 가진 매신라물해라는 기록이
뒷받침하고 있다. 즉 매신라물해는 일본정부가 752년 신라사절의 외래품을
구입하기 원하는 5위 관등 이상 고급 귀족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록하여 담당관청에 제출한 문서로서 제출 일자는 752
년 6월 15일부터 7월 8일 사이이며 여기에 ｢白銅匙貳具｣라는 기록이 있다.29)
이 기록으로 보아 정창원에 보관 중인 월지형 숟가락은 천평승보 4년, 즉 752
년 이전에 이미 신라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월지형 숟가락이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다고 해서 월지에서 출토
된 숟가락이 752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동일한 형식
의 숟가락이 752년 이전에 제작되어 일본으로 수출된 예가 있다는 것이고 월
지의 조성 시기가 문무왕 14년(674)이므로 그 사이에 제작된 것이 월지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다행히 월지형 1식은 경주지역에서 다수
출토된 사례가 있다.
경주 노동동12번지유적에서는 모두 19기의 통일신라시대 우물이 출토되었
고 그 중 2기에서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13호우물에서는 무문전과 단판, 중판
타날문 평기와, 대부완, 뚜껑, 잔, 대부호, 대호, 시루, 주전자 등이 월지형 1식
과 함께 출토되었다. 동 유적 26호우물에서는 중판타날문양 평기와가 대부분
이고 토기류로는 대부완, 대부편구병, 평저병, 대호 등과 함께 월지형 1식 숟
가락, 동곳1점, 골제품 1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부지 우물 내
부에서는 목제 두레박 7점, 사각편병과 인화문토기 등 140여점, 수막새가 주

29) ｢白銅匙貳具｣라고 한 것은 이난영의 연구 논문에 따른 것이다.(이난영, 1992, ｢Ⅱ.금속공예품의
유형과 형식분류｣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일지사, 103~117) 그런데 최근에 개최된 정창원 관련
심포지엄에서 박남수는 ｢白銅匙箸貳具｣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지만(박남수, 2018, ｢정창원
매신라물해를 통해 본 신라 물품 교역｣ 정창원 소장 한반도유물 국립문화재연구소, 25~43) 內
藤榮은 매신라물해에는 匙만 기록된 것으로 발표하였다(內藤榮, 2018, 전게서 ｢正倉院所藏の朝
鮮半島遺物｣ 76~77).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정창원에는 단 1벌의 젓가락이 소장되어 있을 뿐이며
이것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생각된다.(정의도, 2008, ｢청동숟가락의 등장과 확산-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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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이루는 기와류가 25점, 철기 및 청동기 등의 금속류가 230여점이 출토되
고 동물뼈, 나무편, 나뭇가지, 복숭아씨앗 등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서 월지형 1
식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또한 경주 동궁과 월지Ⅰ유적의 1호우물에서 상부에서는 다량의 기와, 그
아래로 호, 병, 뒤꽂이와 도자, 월지형 1식 숟가락, 골제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숟가락 자루의 이면에는 ｢東伊｣라고 새겼고 2호 배수로 상부에서 수습된 숟
가락의 자루 이면에는 ｢漢丙伊｣ 라고 새긴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유적에서 월
지형 숟가락과 동반하여 출토되는 토기와 기와를 참고하면 이들은 대부분 9세
기 중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우물의 폐기 연대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동 우물 출토 예처럼 사용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있으므로 실제
제작 시기와 사용 시기는 이를 소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월지형 1식의 사용 시기는 정창원 소장 월지형
의 제작 하한 시기가 752년이므로 실제로 신라에서 제작되고 사용되는 시기
는 이를 상회할 것이며 통일신라 말기에 이르러 폐쇄되는 우물에서 출토되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월지형 1식의 제작 및 사용 시기는 늦어도 8세기 초
부터 시작되어-이르면 7세기 중후반- 9세기 후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월지형 2식은 지금으로서는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물론 월지에서 출토된 예가 있고 일본 정창원에
동일한 형식의 숟가락이 신라에서 건너 온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남아 있기
때문에 신라에서 사용되고 제작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출토예가 지금까지
는 월지 이외의 유적에서는 출토된 바 없고 월지에서는 고려시대의 숟가락과
같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어 제작 시기나 사용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창원에서는 월지형 1식과 2식이 한 벌로 묶여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월지형 2식도 같이 제작되고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월지형 1식은 다
른 유적에서 출토되는데 반해 2식은 출토되지 않는 것은 제작하기가 까다로워
제작을 중단하여 분황사형 등 다른 형식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
면 월지형 1식으로만 식탁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이것은
여타 우물지나 유구에서 출토되는 숟가락이 월지형 1식 또는 분황사형만 보이
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월지형 1-a식에 관한 것이다. 부소산과 평산에서도 출토되고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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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696-2번지 우물 21호와 원형유구에서 출토되었고 당진 삼웅리 출토 3
번 숟가락이 이에 해당된다. 일차적으로 부소산과 평산유적은 동반되는 유물
이 8세기 중반 경에 편년되고 동천동 우물 21호는 부근의 7세기 후반에서 8세
기 전반 경에 축조된 남북도로가 9세기까지 사용된 다음 폐기된 우물로 판단
되어 내부에서 출토된 숟가락을 비롯한 인화문호나 사면편병의 상한은 9세기
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칠곡 송정리 1호수혈유구에 출토된 월지형 1-a식은
동반 토기의 연대가 9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가 되고 당진 삼웅리
숟가락은 9~10세기대에 걸친 폐기층에서 출토되었으므로 10세기까지 그 사
용시기를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월지형 1-a식은 8세기 중반 경에
제작되어 10세기 초까지는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분황사형
분황사형은 물론 분황사에서 출토된 숟가락거푸집에서 따온 명칭으로 이
형식의 숟가락은 1점(안압지12번)이 월지 출토품에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분황사형은 경주 천관사지(3차) 우물지3호, 경주북문로 왕경유적Ⅱ 우물6호
와 부소산과 평산 등 지방에서도 보이는 형식이다. 1943년 부여 부소산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철제다연, 삼고형철기, 철제도끼, 청동제정병, 수병, 초두, 오
화형반 등과 함께 출토되었고 황해도 평산에서도 청동제접시, 청동제 오화형
접시. 청동제 승반형명, 청동제 정병, 청자 등이 출토되었는데 청동제 기명은
부소산에서 출토된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이 청동기명의 편년은 제동방의
연구 결과와30) 이난영의 견해를 따르면31) 10세기까지 내려가지는 않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이난영의 편년은 청동제기명이나 숟가락은 모두 8세기 경으로 볼 수 있는
데 청동제 정병이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10세기까지 내려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동정병이 고려시대에 대표적인 유물인 것
은 맞지만 2008년 경상북도 군위군 인각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금동병향로와

30) 齐东方, 1995, ｢第一编 唐代金银器的考古学硏究 叁 器物形制分析｣ 唐代金银器硏究 中国社会
科学出版社, 37~78.
31) 이난영, 1977.6, ｢부소산출토 일괄유물의 재검토-그 연대를 중심으로-｣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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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합, 청동제 정병이 출토되었고 2016년에는 삼척 도계리 흥전리사지에서 통
일신라시대 청동제 정병이 출토되어 부소산과 황해도 평산 출토 숟가락의 연
대는 8세기 중엽 전후로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32) 그리
고 천관사지 3차 3호우물 내부는 5층으로 구분되는데 바닥 상부에 퇴적된 5층
에서 편병, 편호, 장동호 등의 토기류와 납석제 저부 등과 분황사형 숟가락 2
점이 출토되었다. 동반되는 편병과 편호가 9세기대에 편년되는 것으로 숟가
락의 사용 시기도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분황사형은 8세기 이후에 제작된
형식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중국 숟가락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분황형의 사용시기도 8세기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창녕 말흘리 퇴
장유구가 신라말 경으로 편년되므로 여기서 출토된 분황사형의 예를 보아 신
라말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33)

3) 한우물형
한우물 제2우물지(집수지)의 북벽 트렌치에서 상당한 양의 유물이 집중되
어 출토되었는데 토기등잔을 비롯한 각종 토기류, 완형의 토수 기와가 겹쳐서
출토되었고 연못 바닥에서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숟가락 자루 이면
에 ｢仍伐乃力只奈末000｣ 이라는 명문이 있어 잉벌내라는 이름은 경덕왕때 곡
양현으로 바뀌기 전의 이름이므로 이를 근거로 숟가락 제작시기를 판단하였
다. 즉 경덕왕의 군현정비작업의 시기를 경덕왕 16년(757)으로 보아 숟가락의
제작 사용시기로 판단하여 8세기 중반의 유물로 보았다. 그러나 지방의 군현
명칭은 중앙에서 바꾸었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지
역의 전통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단지 경덕왕의 군현제 개
편 시기가 숟가락 편년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우물형식의 숟
가락은 아직까지 경주에서는 출토되지 않았고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32) 최응천, 2018, ｢정창원 금속공예의 연구현황과 과제｣ 정창원 소장 한반도유물 5~21.
33) 정의도, 2017, ｢통일신라전통의 고려초기 숟가락연구｣ 한국중세고고학 2호, 75~106
정의도, 2018, ｢중국당대숟가락-완성과 새로운 변화-｣ 문물 제8호. 이번 논문에서 통일신라시
대와 겹치는 중국 당대숟가락과 통일신라 숟가락, 그리고 일본 正倉院과 三宅廃寺에서 출토된 숟
가락도 함께 서술하여 숟가락의 전파와 수용, 확산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키고 싶었으나 주제에
벗어난 듯도 하고 내용이 너무 번잡해질 듯도 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316

석당논총 73집

사리병과 함께 숟가락이 출토되었는데 이 탑은 조각상을 각 부분에 새긴 점이
나, 지붕의 조형이 보다 유연한 느낌을 주는 점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숟가락의 상한을 짐작케 한다. 또한 술
잎이 유엽형인 숟가락은 신라말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창녕 말흘리퇴장유
적, 9~10세기대의 폐기층 내에서 출토된 당진 삼웅리유적에서 출토된 숟가락
이 남아 있어 한우물형(유엽형 술잎의 숟가락)은 9세기 이후에 제작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4) 소결
이상과 같은 출토 상황에 따른 사용 시기를 종합하면 월지형과 분황사형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우물형은 9세기 경이 되어서 등
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월지형2식은 출토지가 안압지로 한정되어 있
어 사용 계층이 극히 한정되었거나 짧은 시기에만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황사형은 경주지역에서도 출토되지만 지방에서 출토되고 있어 월지형 보다
는 넓은 지역 또는 계층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판단이 숟가락의
형식이 계층을 나타내는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월지형 1식과 2식이 안
압지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상황이 전혀 부정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월지형 1식은 경주지역에서 출토 예가 적지 않고 지방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특정 계층의 숟가락이라고 한 것은 월지형 1식
과 2식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일부 계층
만 월지형 1식과 2식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지방에서는 월지형
숟가락의 변형을 제작하여 사용한 예가 부소산이나 평산, 그리고 당진 삼웅리
유적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발굴조사 상황을 보면 월지형1식과 2식은 세트로 사용되었을 것
이 분명하여 늦어도 8세기 전반 경에는 제작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1식
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9세기 후반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한 분황사형은 월지에서도 1점이 출토되었지만 지방에서 월지형 1-a식과 같
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월지형 2식이 빠른 시간 내에 사라
지고 월지형 1식만 사용되거나 분황사형과 세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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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지만 단언하기 어렵다.
월지형 1식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우물에서 출토되는 월지형이 1식만 출
토되고 월지 내부에서도 월지형 2식의 출토 예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지
내에도 분황사형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에서 분황사형과 월지형 1-a식이 같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두가지 상황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술잎이 유엽형에 세장한 자루가 부가된 한우물형은 9세기 경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 작용한 것인지 차후의 연구과제이다.
그리고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왜 젓가락은 경주지역에서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중국 당대 분묘 부장품을 살펴보면 이미 젓가락이 사
용되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정창원에도 당에서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수저 한
세트가 소장되어 있다. 게다가 자루의 형태가 워낙에 다르긴 하지만 월지형 2
식의 술잎이 당나라 숟가락의 술잎을 닮아 있어 중국으로부터 영향이 없었다
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34) 더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당과 본격적
인 교류를 시작하고 군현명과 관직을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면서 한화정책을
이어갔다. 고려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의 풍속을 숭상
해 예악문물을 모두 거기에 좇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35) 그런 상황에서 젓가
락이 경주지역에서는 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젓가락 대신 월지형
숟가락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 당시의 식사 풍습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출토되
지 않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5. 숟가락의 출토 상황검토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 숟가락이 출토되는 유적은 월지나 경주 왕경우물지
나 화왕산우물지, 한우물 등과 같이 인공적으로 시설을 하여 물을 가둔 곳, 그
리고 용인 영덕동이나 부여 부소산처럼 산 속이나 하천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
는 곳으로 나눌 수 있다. 집수지나 유물지 등은 물 속에 용신이 살고 있다고
34) 정의도, 2018, ｢중국당대숟가락-완성과 새로운 변화-｣ 문물 제8호.
35) 高麗史 世家 太祖二十六年 夏四月 其四曰, 惟我東方, 舊慕唐風, 文物禮樂, 悉遵其制, 殊方異土,
人性各異, 不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 風俗不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愼勿效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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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 숟가락을 투기하였다고 생각하여 용신제유적으로 산 속이나 하천
부근에 입지한 곳에서 출토되는 숟가락은 산천제와 관련하여 숟가락을 매납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산천제유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1) 용신제유적36)
안압지에서는 숟가락 26점이 출토되었고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의 것
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안압지의 발굴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층위발
굴에 대한 것이지 유물 수습을 부실하게 하였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시로
서는 충실하게 안압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수골까지 모두 수습하여 말과 개의
두개골, 조류, 반추동물의 견갑골까지 수습하여 보고하였다. 안압지는 실로
통일신라시대 유물의 보고이다. 각종 토기류와 건축부재류는 말할 것도 없고
청동제대명, 청동제접시, 청동제합, 유개합, 청동제대접 등의 금속용기, 금동
제삼존판불, 금동보살판불, 용두장식구(남쪽 섬과 동편 대안 사이 출토) 등의
불상과 장식구, 철과, 철도자, 철모, 철촉, 청동체투구와 갑주 등의 무기류, 등
자, 행엽, 마형 등의 마구류, 철부, 철추, 철파, 이지조구, 철망치, 철제송곳, 철
겸, 철정, 철제가위, 철연제가위, 숟가락 등의 도구, 각종 비녀, 소령구, 청동지
환 등의 장신구, 방추차, 어망추, 철제열쇠, 철제자물쇠, 목칠연, 목선, 주사위,
인물목상 등 완형만 9종(와전류, 용기류, 목재류, 금속류, 목간류, 철기류, 동
물뼈, 석제류, 기타류 등) 15,023점에 달하고 편으로 출토된 것까지 합치면
18,224점에 이른다.37)
문제는 이와 같은 유물들이 왜 안압지에서 출토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전
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통일신라 당시 안압지가 동궁의 원지로 운영되고
있을 때에는 일부 유물들이 본의 아니게 빠트렸거나 주변에서 물을 따라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았거나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안압지-월지의 서쪽에 위치
한 월지궁의 전각들이 무너지면서 남아 있는 기물들이 안압지로 쓸려 들어갔
36) 용신제는 어느 곳이든 물속에는 신이 있으며 그 신격의 상징은 용이라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용신은 수신(水神)과 같은 의미로 본 것이며 음력 정월 대보름날 물가로 나가 용왕
신에게 가정의 행운이나 장수, 풍요를 비는 풍속은 아직도 민간에 남아 있다.
37) 이것은 안압지 발굴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것이고 고경희, 1989, 안압지 빛깔있는 책들 28, 대원
사에서는 모두 3만여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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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최근까지도 일부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집수
지와 우물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은 아마
도 분실물쯤으로 생각한 결과일 것이다.38)
물론 일부 건물의 부재가 안압지로 쓸려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상당
수의 기물들은 당시 신라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투기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물속에서 출토될 이유가 없는 기물들-예를 들면 투구와 갑주, 마구, 철과
나 철도자, 철공부나 농공구 등은 그 출토 배경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철공부가 14점이나 출토되고 鉋形鐵器가 9점씩 출토되는 것은 일
반적인 분실이나 재미로 물속에 던진 행위의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이것은 안
압지에서 출토된 숟가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고고학에서 발굴조사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남겨진 유구와 유물로서 복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 유물의 출토 상황은 당시 인간의 행위를
복원하는 단초가 된다. 결코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는 안압지 내의 유물 출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가 관건이다.
안압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접시나 완의 바닥 또는 안팎에 먹으로
글자를 쓰거나 음각하거나 도장을 찍은 것이 남아 있다. 그 중 신심용왕 용왕
신심 용 본궁신심 등의 명문은 그 의미가 안압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먼저 안압지에서 출토된 접시, 완, 대접 등의 내저면에 ｢辛審
龍王｣이나 ｢龍王辛審｣銘이 큰 글자로 음각된 예가 있고 漆器에도 ｢龍｣이나
｢井｣을 먹으로 쓴 것이 있다.[도25] 또한 신라 헌강왕 앞에서 춤을 춘 남산신
의 이름이 ｢祥審｣이었으며 춤 이름이 ｢御舞祥審｣ 또는 ｢御舞山神｣이라고 한
三國遺事의 기록을 참고하면 신심은 산신을 칭한 것이 되어 ｢신심용왕｣이
나 ｢용왕신심｣은 ｢山神龍王｣이나 ｢龍王山神｣으로 볼 수 있다.39)

38) 고경희는 안압지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3만 여 점으로 이 유물들은 당시 왕과 군신들이 이
곳에 향연할 때 못 안으로 빠진 것과 935년에 신라가 멸망하여 동궁이 폐허가 된 후 홍수 등 천재
로 인하여 못 안으로 쓸려 들어간 것, 신라가 망하자 고려군이 동궁을 의도적으로 파괴하여 못 안
으로 물건들을 쓸어 넣어 버린 것 등으로 추정하였다. 향연할 때 빠진 것이라는 것은 실수로 빠진
것이라고 보는 듯 하고 고려군이 동궁을 의도적으로 파괴하였다는 것은 신라가 고려에 귀부한 사
실로 보아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고경희, 1989, 안압지 빛깔있는 책들 28, 대원사)
39) 三國遺事 紀異 第二 處容郞 望海寺 又幸 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不見 王獨見之 有人現
舞御前 王自作舞 以像示之 神之名或曰祥審 故至今國人傳此舞 曰御舞祥審 或曰御舞山神 或云旣
神出舞 審像其貌 命工摹刻 以示後代 故云象審 或云霜髥舞 此乃以其形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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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경주 월지 출토 ｢辛審龍王｣명, ｢辛｣명 토기

그런데 三國史記 ｢職官｣條에 東宮에 속한 관청은 東宮官, 東宮衙, 月池
嶽典, 龍王典 등이 있는데40) 월지악전과 용왕전이 월지에 산신제와 용왕제를
담당하였던 관서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에서 예를 든 ｢辛審龍王｣이나 ｢龍王辛
審｣銘 토기, ｢龍｣이나 ｢井｣銘 칠기 등은 월지악전이나 용왕전에서 용왕을 모
시던 제사에 사용하였던 용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의 기
록대로 월지가 왕이 연회를 베풀던 장소였던 것도 사실일 것이나 발굴조사에
출토된 신심용왕명 토기는 월지에서 행해진 용왕제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장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월지가 단순히 연회의 장소만으로 이용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안압지가 동궁에 속한 월지였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바 있지만 東宮에 속한
관청 가운데 月池嶽典은 월지에 조성된 산을 관장하고 龍王典은 월지에 깃든
용왕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던 관청으로 본다면 월지에서 행해진 용왕에 대
한 제사의 결과로 상당한 기물이 투척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41)
이러한 추정은 월지 내에서 출토된 여러 기물 가운데 무구류나 농구류 등으
로도 입증된다고 생각된다. 무구류는 투구, 칼, 창, 화살촉 등과 등자, 행엽, 재
갈 등의 마구류가 있다.[도26]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는 대사 중사 소사 이외
40) 三國史記 卷第三十九 ｢雜志｣第八 ｢職官｣ 中 東宮官 東宮衙 景德王十一年置 上大舍一人 次大舍
一人 月池典 月池嶽典 大舍二人 水主一人 龍王典 大舍 二人史二人
41) 당나라의 문학자이며 철학자인 劉禹錫(772~842)은 그의 陋室銘에서 ｢山不在高有仙則名 水不在
深有龍則靈｣(산은 높아서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선이 살아서 이름이 되는 것이요 물은 깊어
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용이 살아서 신령한 것이다)이라 한 것은 당시의 믿음을 보여준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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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월지 출토 무기류, 농기류 각종(축적부동)

에도 별제와 수한 조절을 위한 제사에 가 실려 있는데 사성문제, 부정제, 사천
상제, 사대도제, 압구제, 벽기제 등이 행해졌다고 하였다.42) 생각해 볼 것은
제사가 행해진 장소로 사성문제는 4개의 성문 앞, 부정체는 양부의 뜰에서, 사
천상제는 4군데의 물과 숲에서, 문열림에서는 일월제, 영묘사에는 오성제, 혜
수에서는 기우제, 사도대제는 마을과 숲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낸 장소는 산과 하천, 숲, 큰 길 등으로 생각되고 각 대상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
려하면 나라에 난이 일어나 소란할 때 무력을 상징하는 갑옷이나 칼을 신에게
받치는 제사를 지냈을 것이며 날이 가물어서 기근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 비를
42) 三國史記雜志 祭祀 四城門祭. 一大井門, 二吐山良門, 三習比門, 四王后梯門. 部庭祭. 梁部. 四
川上祭. 一犬首, 二文熱林, 三靑淵, 四樸樹. 文熱林行日月祭. 靈廟寺南行五星祭. 惠樹行祈雨祭.
四大道祭. 東古里, 南簷幷樹, 西渚樹, 北活倂岐. 壓丘祭. 壁氣祭. 上件, 或因別制, 或因水旱, 而行
之者也.

322

석당논총 73집

내려주기를 기원하는 제물로서 농기구를 받쳤다고 추정되므로 안압지 내 출
토 유물 중에는 물론 전각이 폐허가 되면서 쓸려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안압
지에 깃든 용왕이나 산신에게 올리는 제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물의
출토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압지에서 출토된 26점의 숟가락도 상당한 고고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월지형 숟가락이 대단히 고급제품으로 인식되어 당시 신라
귀족의 특이한 식사문화를 반영하고 같은 물건이 일본 정창원에 다수 보관되
어 있어 신라문화의 우수성을 반영하는 것 말고도 이것은 당시 신라인들의 정
신세계를 반영하는 결과로 남은 것이라는 관점도 분명하다. 숟가락이 식탁에
서 먹는 행위를 대표하는 기물이라고 한다면 숟가락을 월지 내에 깃든 용왕에
게 받치는 행위는 비를 관장하는 용에게 비를 순조롭게 내리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며 그것으로 보다 풍성한 먹을거리를 보장받으려는 바람인 것으로 그 계
기는 특히 가뭄이 들어 풍년에 대한 절실함이 더해졌을 때였을 것이다.43)
그런 관점에서 경주지역이나 지방에서 숟가락이 출토된 유적과 출토 상황
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월지형 숟가락은 월지 말고도 경주 박물관
부지내 우물, 동궁 월지Ⅰ유적 우물1호, 재매정지13호우물, 경주노동동12번
지 B-1 13호우물, C-1 26호우물, 창녕 말흘리 퇴장유구 등이 있고 분황사형은
천관사지(3차) 3호우물, 경주북문로 왕경Ⅱ 6호우물, 말흘리퇴장유구, 부소
산, 삼년산성, 평산 등이 있다. 그리고 한우물형은 한우물유적 집수지2호와 화
엄사5층석탑, 말흘리퇴장유구가 있고 월지형1-a식은 동천동696-2번지유적 21
호우물과 원형유구, 당진 삼웅리유적, 부소산과 평산유적 등이 있다. 이 중에
서 물과 관련된 우물이나 집수지에서 출토된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경주지역
에 그런 현상이 집중되어 확인된다. 말흘리퇴장유구는 그 조성시기가 고려시
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물의 편년과 유구의 조성 목적이 중요하겠지만 부소
산유적과 황해도 평산유적은 제사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숟가락이 출토된 우물지 가운데 숟가락이 출토된 상황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주박물관 부지내 우물지(이하 박물관 우물)와 동궁 월지Ⅰ유적 우

43) 진평왕 50년(628)에 크게 가뭄이 들어 시장을 옮기고 용을 그려서 비를 빌었다는 기록이 있어 용
이 비를 주관하는 신령스런 동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三國史記 新羅本紀 卷第
四 眞平王五十年 夏大旱 移市畫龍祈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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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호(이하 월지 우물)의 토층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박물관 우물은 직경
2.5m 가량의 토광을 파고 내경 90cm, 깊이 290cm의 석축우물이다. 우물 내
부는 바닥까지 회흑색의 진흙층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목제두레박 7점을 비롯
한 목제유물 50여점, 사각편병과 인화문토기 등 토기류 140여점, 수막새가 주
류를 이루는 기와류가 25점, 철기 및 청동기와 같은 금속류가 230여점 등 450
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각종 동물뼈, 나무편, 나뭇가지, 복숭아와 같은 씨
앗도 함께 출토되었다. 우물에서 출토된 유물은 확인된 우물 상단에서부터 바
닥까지 차 있는 상태였는데 크게 층위별로 구분하면 상층은 사각편병이나 항
아리 같은 큰 토기류 및 연화문 수막새가가 주류를 이루고 하층으로 갈수록
각종 동물뼈나 씨앗류, 완이나 용도를 알 수 없는 철기나 뒤꽂이 같은 청동기
유물과 같은 부피가 작은 유물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박물관 부지 내 남쪽에 위치한 우물지에서도 다르지 않
다. 우물의 내부가 우물의 상부 시설로 보이는 다듬은 석재와 할석들이 가득
차 있는 점으로 본다면 인위적인 매몰이 분명하다. 우물지 내부에는 850cm
아래에서 약 8세 가량의 인골 1구를 비롯하여 소뼈 1/4마리분, 닭뼈 등 많은
동물뼈 및 두레박 2점, 토기 10여점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약 950cm 아래에서
는 두레박과 토기 4점, 1,000cm 지점에서는 토기 1점이 출토되는 정황으로 보
아 출토되는 유물은 인위적인 행위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월지우물은 4건물지군 내부 시설로서 상부는 대형 천석으로 매립되어 있었
다. 우물의 평면은 원형이며 내경 80cm, 깊이 7m의 천석으로 축조된 석축우
물이다. 상부에서 70~330cm 까지는 천석과 불탄 기와 및 목재 아래로 막새기
와가 출토되고 그 아래에는(330~430cm) 대형천석 2매와 천석을 두었다.
430~650cm 깊이에서는 다량의 호와 병, 완등이 토기와 숟가락, 가랑비녀, 도
자, 화살촉, 장식부재가 포함된 금속제유물, 골제 주사위가 출토되었고 650~
680cm 아래에서는 석제인물상, 동식물유체, 두레박 등이 출토되었다.[도11
참조]
이와 같이 우물을 폐기하면서 대량의 기물을 내부에 차곡차곡 매납하였다
는 것은 폐기 과정이 특정한 의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의례의 대상
은 우물에 깃든 신이었을 것이다. 신라의 역사는 우물과 깊은 연관이 가지고
전개되었다. 박혁거세는 나정이라는 우물이 출생 무대이며 알영정은 용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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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훗날 왕비가 되는 여자아이 하나를 낳은 곳으로44) 신라의 개국에 있어
우물은 시조의 탄생지이며 용이 살고 있는 신성한 장소가 된다. 또한 원성대
왕은 꿈에 복두를 벗고 흰 삿갓을 쓰고 12현의 가야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로
들어가는 꿈을 꾸고 왕이 되었는데 천관사 우물은 궁궐로 해몽하였고 아울러
원성왕 11년(795)에는 두 여자가 스스로 동천사의 동지와 청지에 사는 용의
아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남편인 용과 분황사 우물의 용을 당나라 사신이 잡
아 갔다고 한 기사가 실려 있다.45)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신라 사람들은 우물에 용이 깃들어 있으며 나라의 시
조가 태어난 곳이며 왕궁으로 상징되는 신령스런 장소이니 폐기에는 당연히
제사를 지냈고 제사지낸 기물을 매납하여 신령을 위무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집수지에서 출토되는 숟가락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삼국시대와 통
일신라시대에 걸쳐 축조된 성곽 내부에는 농성에 대비한 집수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 내부에서는 가위나 대도, 마구류가 출토되는 예가 적지 않고 농기
구도 출토되기도 한다. 각각의 출토 상황은 이미 검토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
겠지만46) 그 출토 유물의 종류가 모두 안압지 출토유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집수지에서 출토되는 무기나 마구류는
그냥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의 결과로 투기된
것이며 숟가락이나 가위 등은 집수지 내부에 깃들여 있으면서 물을 주관하는

44)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一 始祖 高墟村長蘇伐公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
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嶷然夙成 六部人以其生神異 推尊之 至
是立爲君焉 五年 春正月 龍見於閼英井 右脇誕生女兒 老嫗見而異之 收養之 以井名 名之 及長有德
容 始祖聞之 納以爲妃 有賢行 能內輔 時人謂之二聖
45)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元聖大王 伊飡金周元 初爲上宰 王爲角干 居二宰 夢脫幞頭 著素笠
把十二絃琴 入於天官寺井中 覺而使人占之 曰 脫幞頭者 失職之兆 把琴者 著枷之兆 入井 入獄之兆
王聞之甚患 杜門不出 于時阿飡餘三[或本餘山]來通謁 王辭以疾不出 再通曰 願得一見 王諾之 阿飡
曰 公所忌何事 王具說占夢之由 阿飡興拜曰 此乃吉祥之夢 公若登大位而不遺我 則爲公解之 王乃
辟禁左右 而請解之 曰 脫幞頭者 人無居上也 著素笠者 冕旒之兆也 把十二絃琴者 十二孫傳世之兆
也 入天宮井 入宮禁之瑞也 王曰 上有周元 何居上位 阿飡曰 請密祀北川神可矣 從之
王卽位十一年乙亥 唐使來京 留一朔而還 後一日 有二女 進內庭 奏曰 妾等乃東池靑池[靑池卽東泉
寺之泉也 寺記云 泉乃東海龍往來聽法之地 寺乃眞平王所造 五百聖衆 五層塔 幷納田民焉] 二龍之
妻也 唐使將河西國二人而來 呪我夫二龍及芬皇寺井等三龍 變爲小魚 筒貯而歸 願陛下勅二人 留我
夫等護國龍也 王追至河陽館 親賜享宴 勅河西人曰 爾輩何得取我三龍至此 若不以實告 必加極刑
於是出三魚獻之 使放於三處 各湧水丈餘 喜躍而逝 唐人服王之明聖
46) 정의도, 2013, ｢Ⅲ 성곽 의례와 제사｣ 성곽조사방법론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고고교육
총서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편. 291~326.

통일신라시대 식도구 연구

325

용에게 기우제나 풍년제를 지내면서 올린 헌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47)

2) 산천제유적48)
출토상황이 분명하지 않지만 부소산유적이나 황해도 평산유적은 제사유적
으로 볼 수 있는데 황해도 평산유적은 산성리 성황산성 내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어 산천제사와 관련된 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49) 또한 부소
산유적 출토 유물은 부소산 중턱에 부소신궁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것
으로 부소산 북악 송월대 동쪽으로 뻗은 산등성이 동남쪽으로 경사진 아래쪽
에서 출토되었다고 하였다. 부소산은 삼국사기에 백제는 매년 사중월에 왕
이 하늘과 오제의 신에 제사한다고 하였고50)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부소
산은 부여의 진산으로 성황사가 부소산의 정상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산천제
가 이어지던 통일신라 당시에도 부소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면서 사용하던 것
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51)
제사유적에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제물로 사용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이 대구 칠곡3택지(2․3구역) 개발지구(이하 칠곡유적)이다. 이 유적에
서는 수혈에서는 숟가락 편 14점과 국자편 2점, 그리고 구에서는 숟가락 6점,
국자 1점, 젓가락 1점, 토제국자 1점 등이 출토되어 숟가락 20점, 국자 3점, 젓
47) 이렇게 집수지나 우물에 물을 다스리신 용신이 있다고 믿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안압지에서 고려
시대에 제작된 숟가락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그 믿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조
선시대까지도 물속에 살고 있는 용에 대한 제사는 이어진다.(정의도, ｢양산 용당 가야진사｣ 문물
제4호, 229~259.)
48) 삼국사기 제사조에 나타난 제장을 살펴보면 대사 중사 소사를 지내는 장소는 모두 산과 하천으로
남아 있고 四城門, 川上, 文熱林, 樸樹, 惠樹, 靑淵 등으로 문지와 숲, 못이 있다. 이로 보면 주된 제
장은 선택된 산과 하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천제라고 이름하였다.
49)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평산 성황산성은 부의 동쪽 5리에 있으며 석축성으로 둘레가 7,525
척, 높이 20척으로 성 안에 우물이 하나 있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고 하였고 성황사는 부의 동쪽 5
리에 있다고 하였다. [古跡 城隍山城 在府東五里 石築周七千五百二十五尺 高二十尺 內有一井今廢
祠廟 城隍祠 在府東五里]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성황사가 위치한 산은 삼국시대 이래 진산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곳에 축조된 성곽은 제장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정의도, 2007, ｢제장으
로서 산성연구:진산을 중심으로｣ 문물연구 제 11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한국문물연구
원 참조)
50) 三國史記 卷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樂 祭祀條 百濟 冊府元龜云 百濟每以四仲之月 王祭天及五
帝之神
5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夫餘縣 山川 扶蘇山 在縣北三里鎭山 東岑有坡陀處 號迎月臺 西岑
曰送月臺 祠廟 城隍祠 在扶蘇山頂(정의도, 2007, ｢제장으로서 산성연구:진산을 중심으로｣ 문물
연구 제 11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한국문물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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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1점, 토제국자 1점 등 모두 25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유적의 성격을 보
고서에서는 ｢아직 선례가 없는 병영과 관련된 대규모 관방유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적의 어떤 구조적 특징이라든지 또는 출토유물의 특징을 근거로 하
여 병영과 관련된 대규모 관방유적이라고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유
적 전체를 도시계획하듯 의도적으로 구획하고 구획된 공간을 어떤 특수한 용
도로 분할하여 사용한 점 등은 본 유적만이 갖는 특별한 수식어일 것이다. 또
한 통일신라시대에 있어 특정지역에서 본 유적처럼 매우 밀집되어 수혈유구
가 분포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일 것이다｣라고 하여 유적 전체가 아주 계획적
인 공간 사용 계획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매우 밀집된 수혈유구가 출토된 유적
인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특정하기 어려운 수혈유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출
토되는 유물 또한 다종다양하여 그 성격을 짐작하기 어려운 유적이지만 필자
는 이 유적의 위치가 팔계천의 충적평야 위에 형성된 평지유적, 특히 하천이
인접한 배후습지에 조성된 것이라는 조건이 유적의 성격을 설명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여 三國史記에 기록된 川上祭가 행해진 결과가 아
닐까 추정해 본다. 이상과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하는 유적과 유물이 용인 영덕
동유적 1지점 5호 수혈주거지 출토 숟가락이다. 이 유적 또한 두 물길이 합류
하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야산에 위치하면서 토기와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는 이 유구를 주거지로 판단하였으나 상면이 울퉁불퉁하여 주거지로
는 보기 어렵고 동반 출토된 토기들의 출토 상황, 유구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제사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역시 물길과 관련된 천상제와 관련
된 유구로 볼 수 있다.
끝으로 통일신라 숟가락 가운데 청주 용정동 Ⅱ-7호석곽묘에서 출토된 것
이 유일하게 분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연구가 진행되어
자세한 논의는 피하겠지만 이 숟가락은 월지형 1식으로 숟가락이 부장품으로
채택된 배경이 당시 통일신라와 중국과의 교류관계나 통일신라가 지향하고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유물로 판단되었다.52)

52) 정의도, 2017, ｢통일신라전통의 고려초기 숟가락연구｣ 한국중세고고학 2호, 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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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숟가락은 밥상에서 국을 뜨거나 음식을 덜어 직접 입으로 넣는 도구이다. 통
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숟가락은 술잎의 끝이 뾰족하고 세장한 자루가 부가된 것
과 술잎이 거의 원형이면서 세장한 자루가 한 세트로 사용된 형식(월지형Ⅰ식,
Ⅱ식), 술잎의 날이 둥글면서 최대 너비가 4부 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너비가 상
당한 자루가 부가되는 형식(분황사형), 술잎이 유엽형이면서 가는 자루가 부가
되는 한우물형이 있다. 그리고 술잎이 월지형Ⅰ식과 같이 거의 원형이지만 술
잎에서 이어지는 자루가 넓게 이어지는 형식(월지형Ⅰ식-a)이 있다.
각 형식의 사용시기는 월지형과 분황사형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용된 것으
로 볼 수 있고 한우물형은 9세기 경이 되어서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월지형2식은 출토지가 안압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 계층이 극히 한정되었거
나 짧은 시기에만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지형 1식은 경주지역에서 출토
예가 적지 않고 지방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특정 계층
의 숟가락이라고 한 것은 월지형 1식과 2식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일부 계층만 월지형 1식과 2식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지방에서는 월지형 숟가락의 변형을 제작하여 사용한 예가
부소산이나 평산유적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발굴조사 상황을 보면 월지형1식과 2식은 일본 정창원 소장 숟가
락을 보더라도 세트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여 늦어도 7세기 후반 경에는
제작 사용되었고 1식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9세기 후반까지 사용되었을 것
으로 보았다. 또한 분황사형은 월지에서도 1점이 출토되었지만 지방에서 월
지형 1-a식과 같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월지형 2식이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지고 월지형 1식만 사용되거나 분황사형과 세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언하기 어렵다.
월지형 1식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우물에서 출토되는 월지형이 1식만 출
토되고 월지 내부에서도 월지형 2식의 출토 예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지
내에도 분황사형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에서 분황사형과 월지형 1-a식이 같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두가지 상황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술잎이 유엽형에 세장한 자루가 부가된 한우물형은 9세기 경에

328

석당논총 73집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 작용한 것인지 차후의 연구과제이다.
그리고 젓가락이 경주지역에서 한 점도 출토되지 않는 것은 의문이 없지 않
다. 삼국시대에도 젓가락 출토 예가 있고 일본 정창원에도 당에서 건너간 것
으로 보이는 수저 한 세트가 소장되어 있다. 젓가락 대신 월지형 숟가락 세트
를 사용하는 것이 당시의 식사 풍습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출토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숟가락은 경주지역에는 월지나 우물지 등 물과 관련된 유구에서 주
로 출토되었다. 월지는 구체적인 숟가락 출토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경주지역
우물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우물의 계획적인 폐기과정에서 매납한 것이 확인
되었다. 우물을 폐기하면서 대량의 기물을 내부에 차곡차곡 매납하였다는 것
은 폐기 과정이 특정한 의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의례의 대상은 우
물에 깃든 신이었을 것이다. 신라 사람들은 우물에 용이 깃들어 있으며 나라
의 시조가 태어난 곳이며 왕궁으로 상징되는 신령스런 장소로 여겼으므로 폐
기에는 당연히 제사를 지냈고 제사지낸 기물을 매납하여 신령을 위무하였다
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축조된 성곽 내부에는 농성에 대비한 집
수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 내부에서는 가위나 대도, 마구류가 출토되는 예가
있고 농기구도 출토되기도 하는데 그 출토 유물의 종류가 모두 월지 출토유물
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집수지에서 출토되는 무기나 마구류는 그냥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의 결과로 투기된 것이며 숟
가락이나 가위 등은 집수지 내부에 깃들여 있으면서 물을 주관하는 용을 위한
용신제를 지내면서 올린 헌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지유적인 부소산유적이나 황해도 평산유적, 용인 영덕동유적 1지점
5호 수혈주거지 출토 숟가락은 산천제와 관련된 유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부소산은 부여의 진산으로 성황사가 부소산의 정상에 있었던 곳이며 평
산유적도 산성리 성황산성 내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어 모두 산천제사와
관련된 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숟가락은 통일신라시대
에는 물론 식도구로 사용되었겠지만 집수지나 수혈 등에서 출토되는 숟가락
은 용신제와 산천제에서 풍년을 빌고 먹을 것을 상징하는 헌물로서 신에게 받
쳐졌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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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일신라시대 유적 출토 숟가락 및 국자 일람표(축적부동)
번호 유적명

출토숟가락

계측치(cm)
유적
형식
전체/자루/술(길이)/술(너비)
성격

1

안압지
출토 3번

27.5/ 22.0/ 6.5/ 4.5

월지형
원지
2식

2

안압지
출토 4번

23.0/ 18.5/ 6.8/ 7.0

월지형
원지
1식

3

안압지
출토 5번

24.5/20.0/ 6.2/ 6.5

월지형
원지
1식

4

안압지
출토 6번

잔12.2/ -/ -/ -

월지형
원지
1식

5

안압지
출토 12번

25.5/ 17.8/ 8.2/ 4.5

분황사
원지
형

6

경주박물
관 부지

24.3/ 19.6/ 4.7/ 7.0

월지형
우물
1식

7

감은사지
서삼층석
탑

12.5/ -/ -/ 1.4

8

분황사지
출토
숟가락
거푸집

거푸집
길이 13.5/ 너비 16.0

분황사
탑
형

9

재매정지
13호 수혈

-/ -/ 7.2/ 6.6

월지형
수혈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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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경주
북문로
10 왕경유적
Ⅱ
우물6호

22.2/ -/ 7.8/ 4.3

분황사
우물
형

경주노동
동12번지
11
B-1구역
13호 우물

22.5/ -/ 4.4/ 5.5

월지형
우물
1식

21.7/ -/ 3.6/ 5.0

월지형
우물
1식

천관사지
13 D구역 3호
우물

① 25.1/ -/, -/ 4.1
② 17.8/ -/ -/ -

분황사
우물
형

경주
동궁과
14
월지Ⅰ
유적 우물

24.9/ -/ 4.6/ 5.6

월지형
우물
1식

경주
동궁과
월지Ⅰ
유적 우물

10.4/ -/ -/ -

월지형
우물
1식

경주
동천동696
16
-2번지
우물21호

18.9 -/ -/ -

월지형
우물
1-a식

경주
동천동696
17 -2번지
원형유구
(우)

25.4/ -/ 7.2/ 7.2

월지형 원형
1-a식 유구

경주노동
12 동12번지
C-1구역
26호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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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왕경유적
출토
1541번

17.0/ -/ -/ -

분황사
표토
형

19

왕경유적
출토
1548번

8.9/ -/ -/ -

표토

대구
20 칠곡유적
7호 수혈

10.1/ -/ -/ -

수혈

대구
21 칠곡유적
73호수혈

9.4/ -/ -/ -

분황사
수혈
형?

대구
22 칠곡유적
16호 구

3.4/ -/ -/ -

분황사
수혈
형?

대구
23 칠곡유적
18호 구

국자 수혈

대구
24 칠곡유적
19호 구

분황사
수혈
형?

대구
25 칠곡유적
9호 수혈

분황사
수혈
형?

대구
26 칠곡유적
88호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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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 -

분황사
수혈
형

대구
칠곡유적
119호
수혈

7.1/ -/ -/ -

분황사
수혈
형?

대구
28 칠곡유적
11호 구

11.7/ -/ -/ -

분황사
수혈
형?

칠곡
송정리
산45-2번
29
지유적
(Ⅱ구역)
수혈1호

21.2/ -/ 4.4/ 3.9

분황사
수혈
형

칠곡
송정리
산45-2번
30
지유적
(Ⅱ구역)
수혈1호

21.8/ -/ 6.8/ 7.2

월지형
수혈
1-a식

27

31

1943년
부소산
출토

25.0/ -/ 8.0/ 4.0

분황사
수혈
형

32

1941년
부소산

①타원형-/ 18/ 7.5/ 3.5
②원형 -/ 18/ 6.5/ 7.0

월지형
수혈
1-a식

33

황해도
평산군
평산면
산성리
출토

①23.3cm, -/ 6.5/ ② 26cm, -/ 7.1/ -

월지형
1-a식
수혈
분황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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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34 화왕산성
우물지

21.8/ -/ 3.8/ 6.9

월지형
우물
1-a식

35

보은
삼년산성

① 19.6cm
② 20.5cm

분황사
형 산성
집수
월지형 지
1-a식

36

창녕
말흘리
출토
국자

①43.0/ -/ 12.0/ 18.0
②-/ -/ 9.0/ 9.0

국자 퇴장

37

창녕
말흘리
출토
숟가락

화엄사
38 서오층석
탑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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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형-/ -/ 7.0/ 7.0
②타원형-/ -/ 6.0/ -

①23.5/ -/ 6.9/ ②20.7/ -/ -/ -

월지형
1식
퇴장
분황사
형

한우물
탑
형

분황사
형

당진
39 삼웅리
나무고개

① -/ 18.0/ 8.2/ 4.4
②-/ 16.4/ -/ -

이천
40 설성산성
출토

-/ 12.2/ 6.5/ 7.0

폐기
층

25.0 -/ 6.2/ 3.5

한우물 집수
형
지

청주
용정동
42
Ⅱ-7호석
곽묘

20.8/ -/ 4.0/ 6.4

월지형 석곽
1식
묘

용인
영덕동
43 1지점 5호
수혈주거
지

(25.0/ -/ -/ 5.6)
23.0/ -/ -/ 5.6

수혈
월지형
주거
1식
지

41

한우물
출토

월지형
1-a식

폐기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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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심 사 일 2019년 2월 11일
논문심사완료일 2019년 3월 7일

통일신라시대 식도구 연구

335

참고문헌
사서 및 지리지, 사전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韓國考古學事典
단행본 및 논문
김택규, 1978, ｢Ⅸ. 민속학적 고찰 2. 민속학적인 유물과 그 민속학적 고찰｣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이난영, 1975, ｢한국시저의 형식분류｣ 역사학보 67, 역사학회
이난영, 1977.6, ｢부소산출토일괄유물의 재검토-그 연대를 중심으로-｣ 미술자료 국
립중앙박물관
고경희, 1989, 안압지 빛깔있는 책들 28, 대원사
이난영, 1992, ｢Ⅱ. 금속공예품의 유형과 형식분류｣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이경미, 2007, 한국고대 용봉문양의 역사고고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
학위논문
주경미, 2007,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고찰｣ 2007 상설 전 불교중
앙박물관
정의도, 2007, ｢고려시대 철제가위연구｣ 경문논총 창간호
정의도, 2007, ｢제장으로서 산성연구:진산을 중심으로｣ 문물연구 제 11호 동아시아
문물연구학술재단․한국문물연구원
정의도, 2008, ｢청동숟가락의 등장과 확산-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석당논총 제42
집,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정의도, 2009, ｢武寧王陵 출토 청동시저연구｣ 선사와 고대 30, 한국고대학회
정의도, 2013, ｢Ⅲ 성곽 의례와 제사｣ 성곽조사방법론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
회 고고교육총서2,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편
정의도, 2014, ｢양산 용당 가야진사｣ 문물 제4호
정의도, 2017, ｢통일신라전통의 고려초기 숟가락연구｣ 한국중세고고학 2호
정의도, 2018, ｢중국당대숟가락-완성과 새로운 변화-｣ 문물 제8호
박남수, 2018, ｢정창원 매신라물해를 통해 본 신라 물품 교역｣ 정창원 소장 한반도유
물 국립문화재연구소
內藤榮, 2018, ｢正倉院所藏の朝鮮半島遺物｣ 정창원 소장 한반도유물 국립문화재연
구소
최응천, 2018, ｢정창원 금속공예의 연구현황과 과제｣ 정창원 소장 한반도유물

336

석당논총 73집

齐东方, 1995, 唐代金银器硏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보고서
김재원․윤무병, 1961, 감은사지발굴보고서 국립박물관 특별조사보고 제2책, 을유
문화사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안압지
임효재․최종택, 1990, 한우물 호암산성 및 연지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
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 2000 대구칠곡3택지(2·3구역)문화
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Ⅰ)-3·2-가구역-, (Ⅱ)(Ⅲ)-2-나구역(본문) (도면·도
판)- 학술조사보고 제62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신라왕경 발굴조사보고서Ⅰ(본문)(유물 도판)
국립경주박물관, 2002, 국립경주박물관부지내 발굴조사보고서-미술관부지 및 연결통
로부지- 학술조사보고서 제15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Ⅰ(본문)(유물 도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특별전 분황사 출토유물 특별전 도록 제2책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시, 2007,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Ⅱ-서부동 북문로 도로개설
구간(봉황로~서성로)내 시·발굴조사보고서- 학술조사보고 제191책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탑스리빙월드, 2010, 경주 동천동 696-2번지유적-공동주택 신축
부지 발굴조사보고서(본문)(도판) 학술조사보고 제222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경주 동궁과 월지Ⅰ발굴조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영진전문대학, 2014, 칠곡송정리 산45-2번지유적(Ⅱ구역)
학술조사보고 제213책.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경주 천관사지(3차)-유적정비를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 조사연구총서 제76책.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 노동동 12유적-경주역사도시문화관 건립부지 발굴
조사 보고서- 조사연구총서 제82책.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6, 경주재매정지-유적정비를 위한 학술발굴조사보고
서- 조사연구총서 제84책.

통일신라시대 식도구 연구

337

Abstract

Study on Kitchen Utensils during Unified Silla Period
: Spoons and Memorial Services
Jung, Eui-Do
Spoons are used for eating liquid or semi-liquid foods. Spoons of Unified
Silla include some types in below : spoons with oval bowl and thin and
long handle (Wolji type I); spoons with round bowl and thin and long
handle (Wolji type II), spoons with round bowl tip and drop located on the
higher than 1/4 of the bowl(Bunhwangsa type); spoons with willow leaf
shaped bowl and thin handle (Hanumul type); spoons with round bowl
like Wolji type I, and wide stem(Wolji type I-a).
Wolji type and Bunhwangsa type seem to have been used amost at the
th

same time and Hanumul type seems to have been appeared in 9 century.
The fact that Wolji type II were found only in the Anapji site, suggests that
this type of spoons were used by a certain class of people or it had been
used during a short period. Wolji type I has been discovered not only in
Gyeongju district but also other districts, which suggests that a certain class
of people had used it, and Wolji type I and type II had used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accumulated materials by excavations and spoons from
Jungchanwon collection in Japan, Wolji type I and II had been used as a set
th

and had been made and used at least in 7 century. The Wolji type I seems
to be used until the late 9th century in Geongju district. Even though in
Wolji site one of Bunwhangsa type was excavated, it seems that
Bunwhangsa type and Wolji type I-a were used at the same time in the
provinces. It may be possible to make decision that Wolji type II
disappeared in a short time and only Wolji type I or Wolji type as a se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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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hwangsa type had continued to used, but it’s hard to be sure.
It’s doubtful that there’s no chopsticks from Geongju district. Chopsticts
had been found from some sites dating as Three Kingdom period, and in
the Jungchanwon collection in Japan there is a set of chopsticks and spoon,
which estimated to have been shifted from Chinese Tang. It is necessary to
make attention whether using Wolji type spoon set instead of chopsticks
was customs of that period or chopsticks are not found yet.
By the way, spoons have been unearthed primarily in places in Geongju
district which related to water such as artificial lake named Wolji and wells.
For Wolji, it is not known how a spoon was unearthed. On the other hand,

in situ spoons from the wells were buried while the wells were destroyed
intensionally. The people of Silla believed that dragons live under the water
like well, and progenitor of Silla dynasty was born from the well, and well
is symbolized royal palace. And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when they
destroyed the well, they appeased spirits by celebrating closing ceremony
and burying ritual items.
During the Three Kingdom period and Unified Silla period reservoirs
were built in fortresses to prepare for defense. Scissors, swords, horse gears
and farming tools have been unearthed in reservoirs sites and all
above-mentioned item categories were found in Wolji site.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unearthed weapons and horse gear which symbolize military
power in reservoirs were buried as a result of memorial services. Spoons,
scissors etc. were dedicated to a dragon that was believed to live under the
reservoir and take water control, when people held ceremonies for calling
rains and good harvest.
Busosan relic and Pyeongsan relic are estimates to have been used for
ritual purpose. Sunghwangsa temple was located on the top of the
Mt.Busosan and Pyeongsan relic seems to be located in Sungwhang fortress
in Sansungri, which implies that they might be a ritual offering. It is
estimated that spoons were devoted to dragon or deities for bumper harvest
통일신라시대 식도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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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as they were used as a dinnerware for people during Unified Silla
period.
Key Word : Unified Silla period, spoons, type classification, Wolji, well, pit,

Jungchangwon, ritual for dragon, ritual for nature deity,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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