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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에서 나는 ‘숟가락’이라는 사물을 정해놓고 하나의 사물에

서 다양한 ‘새로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숟가락이란 어떤 이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는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보통’의 사물

일 수 있다. 나의 연구는 이러한 일상적 사물인 숟가락을 수집하는 것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외국에서는 기념품으로 그 나라의 도시의 풍경이 그

려진 숟가락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앤티크한 소품들을 취급하는 가게에 

들러 옛 물건을 구경하길 좋아하는 나는 한 여행지의 빈티지 가게를 구

경하다 구입한 숟가락 세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숟가락들을 모았다. 일상

의 사물에서 무언가 특별함을 발견하는 순간은 즐거웠다. 나에게 작업은 

치유의 시간이고 스스로를 다듬는 과정이다. 나는 보통에서 반짝임을 발

견하는 순간들을 더 자주 내 것으로 움켜쥐기 위해 작업을 한다. 작업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통적 일상에서도 새로움 이라는 감각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을 숟가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고 싶었다.  

 

  숟가락은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 하였으나 인식의 부재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숟가락의 작품 연구 방식으로 숟가락이라는 하나의 

사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려 노력하며 형태적 변형을 시도하였다. 소재

로는 적동, 황동, 정은, 순은의 금속을 사용하여 하나의 기법을 주로 사

용하기보다는 다양한 금속공예 기법들을 각각의 작업의 성질에 맞춰 활

용하였다. 숟가락을 숟가락으로 만들어주는 기본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

면서 숟가락의 새로운 모습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

과로 총 8가지 시리즈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업에 따라 숟가락의 기능에

서 출발하기도 하였고, 숟가락의 의미에서 출발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

는 하나의 틀 안에서 수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보다는 숟가락에 대한 

사고를 수평적으로 넓혀가기 위한 시도이다. 각각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들은 하나의 사물을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형태가 달라졌다. 

 

  이 연구는 숟가락의 실용적인 부분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도구라는 한

계에 갇히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다 실용성에서 다소 멀어진 작업도 있

다. 때로는 순기능을 어렵게 하는, 그리고 기능에 반하는, 형태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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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오기도 하였고 실사용하기에 불편한 결과물이 되기도 하였지만, 오

히려 그런 작업들이 갇혀있던 의식에 환기를 불러일으켜 새로운 방향성

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익숙해서 눈에 띄지 않던 숟가락을 진득하게 

바라보고 질문을 던져보며, 숟가락이라는 하나의 사물에서 다양한 면모

를 발견할 때 당연한 것은 낯섦으로 치환된다. 이 연구를 통해 나의 매

일의 일상과 평범함에 인식의 환기점을 부여하고 작업을 통해 사물과 

소통하는 방법을 심화할 수 있었다. 

 

 

 

주 요 어 : 숟가락, 사물, 새로움  

학   번  : 2016-21332 



 iii 

목   차 

 

국문초록 ................................................................................... i 

 

들어가며 .................................................................................. 1 

 

작업의 배경 .............................................................................. 4 

1. 한국 숟가락의 형태 변화 .................................................................... 4 

2. 한국의 식문화와 숟가락 ............................................................. 11 

 

작업의 전개 ............................................................................ 19 

 1. Serving ............................................................................................. 19 

 2. 오후의 만찬 ...................................................................................... 26 

 3. Touch ............................................................................................... 31 

 4. 함∙담다 .............................................................................................. 35 

 5. 종이접기 ................................................................................... 40 

 6. 스쳐 지나가다 .......................................................................... 44 

 7. 선과 면 ............................................................................................. 49 

 8. 숲속  ................................................................................................ 54 

 

나가며 .................................................................................... 58 

 

참고문헌 ................................................................................ 60 

작품목록 ................................................................................ 63 

도판목록 ................................................................................ 64 

Abstract ................................................................................ 65 

 



 1 

들어가며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

기 위해 나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

다고 이야기 하는데, 한국에서 특히 한식을 먹을 때 식사의 처음부터 끝

까지 빠질 수 없는 도구가 바로 숟가락이다. 밥을 먹는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물이며 음식물을 사람의 입까지 옮겨주는 도구이다. ‘내’가 

존재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타인’과 소통할 때 자주 쓰이는 

도구이기도 하다.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상대방과 

친분을 쌓는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특히 그 쓸모를 발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 쓰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긁어내고 파낼 때 쓰이기도 하며 때

로는 그 자체가 장식품으로서 쓰이기도하여 숟가락 수집가들도 많다. 어

떤 이는 여행지의 기념품으로서, 어떤 이는 숟가락 자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위해,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숟가락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 단순한 도구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숟가락은 인류처럼 역사가 

길고 그 시작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긴 역사만큼 숟가락이란 사물을 

뛰어넘어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사물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Louis H. Sullivan, 1856~1924)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ws function)’라고 말했다. 이 

명제를 볼 때마다 나는 자연스레 숟가락을 떠올린다. 숟가락은 형태가 

기능을 따른 사물 중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공예가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디자인적 발전과 변화가 

있었는데 어째서 숟가락의 형태는 기존의 것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까? 라는 원론적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숟가락은 

조선 시대 중기 이후의 형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선 시대가 

되면 숟가락은 실팍하고 도톰하여 봉은 넓어지고 둥글어졌으며 총은 

곧고 꾸밈새의 군더더기들도 모조리 털려 나갔다. 조선 시대 숟가락의 

힘차고 단순한 아름다움은 숟가락이 지니는 기능을 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얻어진 아름다움이라 할 수가 있다.” 1  숟가락의 관한 

여러 문헌을 참조한 결과, 숟가락의 정확한 기원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태초의 숟가락은 지형에 따라서 나뭇잎, 조개껍질, 열매의 껍질 등의 

 
1 예용해, 『민중의 유산』, 대원사, 1997,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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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많은 이들은 추측한다. 형태는 무궁무진 

하였으며 그 용도 또한 다양 하였을 것이고 그 무엇이든 다 숟가락이 

되었을 것이다. 현대의 숟가락은 그 어떠한 사물보다도 기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형화된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음식을 떠먹는 기능이 

주(主)이다. 그러나 숟가락이 담아내는 것이 정말 음식 뿐일까. 

‘기능’만을 추구하다 숟가락이 담아내는 많은 내적인 감정들을 

배제하고 형태의 고착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숟가락의 다양한 형태와 그 변형의 의미 속 숟가락에 내포된 

‘감정’으로 드러내 보고자 한다.  

 

  식욕은 인간의 3대 욕구 중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충족된다. 

기본적으로 하루에도 최소 세 번 이상 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에 ‘다음에 밥 먹자’가 인사로 쓰이는 한국문화에서는 더욱이 

가까운 사이에서의 행위이다. 영어로는 가족을 ‘family’ 하나의 

단어로 표기하지만, 한국어로 가족은 유의어로 ‘식구’ 라고도 쓴다. 

식구는 食(밥식)에 口(입구) 자를 써 “한집에 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 2  이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굉장한 친밀감의 표현방식이다. 우리는 친분을 쌓고 정을 쌓기 위해 

식사 시간을 함께하고 그 중심엔 항상 숟가락이 있다. 한국의 여느 

식당에 들어가도 당연하게 그 곳에 있는 흠집 투성이 스테인리스 

숟가락, 금속 숟가락을 쓰는 한국의 문화는 미국과 일본에서 오랜 

유학생활을 경험한 나에게 어느 한순간 색다르며 매력적인 우리의 

문화로 다가왔고 금속 숟가락을 조사, 연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일으켰다. 

 

  가장 일상적인 도구인 숟가락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함으로써, 

당연시 되었던 것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밥을 먹을 때, 음식을 한 숟갈 떠서 입안에 넣으면 음식이 입안의 

무수한 감각들과 닿음과 동시에 숟가락은 혀에 닿고 입술에 닿은 

뒤에야 입안에서 빠져나온다.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며 사용 하는 

숟가락은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인터렉티브(interactive)한 

사물이라고 느껴졌다. 자신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2 식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2021.07.0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203226&searchKey

wordT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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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가족과의 대화이기도 하다. 어린시절 부모님이 얹어 주신 

생선 한 조각 올라간 밥 한 숟갈, 타지에서 외로움과 그리움에 사무쳐 

힘들게 들었던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던 숟가락, 왁자지껄 사랑하는 

이들과 웃으며 나눠 먹는 한 숟갈. 한 숟갈, 한 숟가락에 마음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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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배경 

 

 

1. 한국 숟가락의 형태 변화 

 

  우리는 태어나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갓난아기일때는 부모님이 떠먹여주지만 점차 성장함에 

따라 스스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떠먹는 법을 배워 평균적으로 하루 

세끼, 매 끼니마다 숟가락으로 식사를 한다. 한국에는 숟가락이 

들어가는 관용구와 속담이 많다. ‘밥 먹자’를 ‘한 술 들게’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 술에 배부르랴’ 그리고 ‘옆집 밥숟가락 개수도 

안다’등은 예로부터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다. 숟가락은 우리의 생활 

속에 깊게 녹아있다. “숟가락을 듦으로써 식사를 시작했음을 알리고, 

그릇에 걸쳐둠으로써 식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말해 주며, 그것을 밥상에 

내려놓음으로써 식사가 끝났음을 표시해 준다. 곧 숟가락은 식사의 시작, 

진행, 종료를 상징적으로 표시해 주는 식생활 용구이기도 하다.” 3  한 

사람의 삶이 끝났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라고 죽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나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숟가락일 것이다. 이렇게 숟가락은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며 

수저계급론 4 으로 발전하였고, 스스로를 ‘흙수저’라 칭하며 부의 

차이로 인해 체감되어지는 계급을 자조적으로 나타내는 신조어가 

되었다. “서양 속담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부모 잘 

 
3 배영동, 「한국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 (2) 우리의 수저」, 『한국논단』, 

Vol.26, No.1, 1991, 154. 
4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

는 이론. 집안 형편이나 부유한 정도를 수저의 재질에 비유하여 금수저, 은수

저, 동수저, 흙수저 따위로 계급을 나눈다. “수저계급론”, 국릭국어원 우리

말샘, 2021.07.01,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73271&viewType=c

onfirm 

YTN,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저 계급론', 

https://www.youtube.com/watch?v=Yb1vu5SgYG4, YouTube,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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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별 노력 없이 호강하는 운 좋은 사람을 말한다. 황금수저도 

아니라 은수저인 이유는 이 표현이 등장한 17~18세기에 농부나 

중산층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집기가 바로 

은수저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가진 것 없는 흙수저에 

그나마 조금 낫다는 동수저, 그리고 부모 잘 만난 은수저와 금수저로 

자신들의 계급을 빗댄 ‘슬픈 수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5 

숟가락은 계급을 비유하는 사물로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 

속담이 한국에서 유달리 인기를 끌며 계급론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한국인에게 숟가락이라는 사물은 너무나도 친숙함과 동시에 뿌리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우리에게 일상의 한 부분이 된 숟가락의 구성과 출토된 

유적들을 토대로 형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숟가락은 ‘숟’과 ‘가락’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띄고 이는 ‘봉’과 

‘총’으로 불리기도 한다. “숟가락은 손에 잡는 자루인 총과 밥이나 

국을 뜨는 봉으로 되어 있다. 그 이름도 ‘숟’이란 말과 ‘가락’이란 

두 낱말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된 말인데, 가락이란 가느스름하고 

갸름하게 토막진 물건의 낱개를 이르는 말이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경우에는 손이나 발에서 갈라진 부분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에 숟가락은 손에서 갈라진 손가락과 가까운 이웃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듯하다.”6 ‘한 술’의 ‘술’은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분량을 세는 단위로 ‘봉’을 ‘술’ 혹은 

‘술잎’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숟에서 가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술목’이라 칭한다. 숟가락은 그 자체로 작은 핑거푸드를 담은 

그릇으로 쓰이기도하는데 무언가를 담아낸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숟가락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손잡이인 ‘가락’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5 강인욱, 『진실은 유물에 있다 : 고고학자, 시공을 넘어 인연을 발굴하는 사

람들』, 샘터사, 2017, 48. 
6 예용해, 『민중의 유산』, 대원사, 199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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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숟가락의 구조7 

 

  한국 숟가락의 형태 변화를 시대의 흐름으로 살펴본 배영동 교수의 

논문 「한국수저의 음식문화적 특성과 의의」에 의하면 함북 나진 

초도에서 출토된 골제 숟가락이 한국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 

숟가락이라고 한다. 이 골제 숟가락은 술잎의 길이가 11cm, 너비가 

5.7cm에 전체 길이가 28cm에 이르는 큰 숟가락으로 사람의 입에 

넣었다 뺐다 하기엔 크기로 초기의 숟가락 형태상이 주걱이나 국자의 

조리 용구에서 분화되어 왔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초기 단계의 숟가락은 주걱 또는 국자와 혼융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후 출토된 황해도 황주 흑교의 청동제 숟가락은 1~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술잎은 타원형이지만 술잎의 길이에 비해 폭이 넓고 

깊이가 깊어 국자를 연상시킨다.  

[도판 2] 함북 나진 초도 출토 골제 숟가락8 

 

  그 후 숟가락에 특징적인 형태 변화가 나타난 것은, 4~5세기로 

추정되는 경북 칠곡 구암동 출토의 숟가락 2점으로 술잎이 식물의 

 
7 안종문, 「한국 식문화 특성에 따른 취식도구 표준 모형 연구」, 『미술디자

인 논문집』, No.6, 2001, 9 
8 배영동, 「한국수저의 음식문화적 특성과 의의」, 『문화재』, 0(29), 1996, 

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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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처럼 끝이 뾰족한 타원형으로 되었으며, 총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기다란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충남 

공주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숟가락 3점으로, 술잎은 식물의 떡잎처럼 

끝이 뾰족하고 가락이 갈수록 넓어지는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도판 3] 무녕왕릉 출토 청동제 숟가락9 

 

  통일신라시대로 들어서는 원형 형태의 술잎을 가진 숟가락이 많이 

등장한다. 타원형 숟가락이 지속되지만, 원형이 자주 등장하며 

타원형에서 술잎에 점점 더 둥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충남 

부여 부소산에서 출토된 청동제 숟가락 2점 가운데 1점도 원형 술잎을 

가지고 있다. 타원형에서 점점 원형 술잎의 비율이 많아지고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이르면 술잎이 사각형에 가까운 숟가락도 보인다. 

충북 음성 대소면 미곡리 출토 청동제 숟가락이 대표적인 예로, 이 

숟가락도 전체 길이가 26.2cm로 매우 길고, 술목이 꺾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판 4] 부여 부소산 출토 청동제 숟가락10 

 

 
9 배영동, 「한국수저의 음식문화적 특성과 의의」, 『문화재』, 0(29), 1996, 

211-232. 
10 배영동, 「한국수저의 음식문화적 특성과 의의」, 『문화재』, 0(29), 1996, 

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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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충북 음성 대소면 미곡리 출토 청동제 숟가락11 

 

  다음으로 드러나는 형태 변형은 S자형으로 가락의 측면이 휘어진 

숟가락의 등장이다. 이는 고려시대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구부러진 정도도 전시대를 통틀어 가장 심하다. ‘발견되는 유물들에 

비추어 보아 숟가락이 서민들의 삶까지 깊게 자리 잡은 것은 

고려시대라고 유추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숟가락과 젓가락은 

어느 무덤에서나 어김없이 출토된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숟가락과 

젓가락이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로는 만백성에 이르기까지 고루 

쓰이게 된 것은 고려시대 이후가 된다고 짐작할 수 있다.’12 이 시기에 

숟가락의 총은 끝이 두 갈래로 갈린 ‘제비꼬리’형태의 연미형가락도 

손쉽게 볼 수 있다.  

 

 

[도판 6] 충북 중원 금가면 사암리 출토 청동제 숟가락13 

 

 
11 배영동, 「한국수저의 음식문화적 특성과 의의」, 『문화재』, 0(29), 1996, 

211-232. 
12 예용해, 『민중의 유산』, 대원사, 1997,199 
13 배영동, 「한국수저의 음식문화적 특성과 의의」, 『문화재』, 0(29), 1996, 

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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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고려시대 동제 숟가락14 

 

  측면의 S자형 곡선이 점차 완화되고 총의 장식이 퇴화하며 

제비꼬리형 총도 형태가 단순해 지기 시작한다. 술잎의 형태 또한 점차 

끝이 둥그렇게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점에 있는 숟가락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충북 진천 초평면 영구리에서 출토된 청동제 숟가락이다. 이 

숟가락은 술잎이 너비도 3.5cm로 좁아지고 측면의 곡선이 많이 

완화된것을 볼 수 있다.  

 

 

[도판 8] 충북 진천 초평면 영구리 출토 청동제 숟가락15 

[도판 9] 조선 시대 백동 숟가락16 

 

 
14 이미지 출처: 동제 숟가락, 국립중앙박물관, 2021.07.01,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25900 
15 배영동, 「한국수저의 음식문화적 특성과 의의」, 『문화재』, 0(29), 1996, 

211-232. 
16 이미지 출처: 조선 시대 숟가락, 서울역사박물관, 2020.07.01, 

https://museum.seoul.go.kr/www/relic/RelicView.do#layer_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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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시대에 이르러 장식은 거의 사라지고 숟가락의 가락은 차츰 

완만해지고 간결해지며, 술잎은 점차 타원형에서 원형에 가까워지고, 

술목의 각도도 평평해진다.‘조선 시대로 이르러서 가락은 더 두껍고 

곧아져 조선 중기 이후 지금의 형태와 유사하게 발전하였다. 숟가락의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되고 기능적인 부분에 집중하며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형태가 되었다.’ 17  조선 시대 후기에 달하면 숟가락의 술잎은 

원형에 가깝고 술목과 총이 직선화한 형태가 주로 보여진다. 숟가락은 

우리의 식문화 특성에 맞춰 변화해 왔고, 조선 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이 

형태는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숟가락의 

기본형 형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7 주영하,『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

휴머니스트, 2018,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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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식문화와 숟가락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다음에 같이 밥 먹자”라는 인사말을 

해본 경험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친구와 끝맺음의 

인사말을 나눌 때 너무나도 익숙하게 내뱉는 “밥 같이 먹자”라는 

말은 생각해보면 가볍게 쓰기엔 특이한 인사말이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영미권에서는 통상 “다음에 보자”고 하지 밥을 먹자는 

말은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00년의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고 거친 풍파 속에서 살아남았다. 불과 70여년전 우린 

한국전쟁을 겪었고 배고픔을 앓던 시절이 있었다. 나 또한 겪어보지는 

못했으나 그 시절을 생각하고 상상해보면 왜 우리에게 ‘밥은 

먹었는지’가 중요하며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상냥한 말인지 알 수 

있다. 배곯던 시절 “밥 먹었어?”라는 인사말은 상대가 밥은 먹었는지, 

먹었어도 배불리 먹지 못한 것은 아닌지, 혹은 밥도 못 먹어가며 고생만 

한 것은 아닌지 정말 생계를 위한 걱정의 안부였다. 그때의 그 따뜻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어릴 적 시골 할아버지 집으로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동네에 온 이웃들 

모두 가장 웃어른이시던 할아버지네 댁으로 찾아와 인사를 올리곤 했다. 

머나먼 친척이거나 혹은 그저 동네 이웃의 자제분들이거나 상관없이 

우린 서로를 반겼고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질지 언정 찾아온 

손님들에게는 항상 식사를 대접했다. 명절은 하루 종일 북적북적 했고 

하루 종일 할머니의 권유로 밥을 먹고 또 먹어야 했다. 다같이 음식을 

하고 온 가족이 밥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뜨끈뜨끈한 

방바닥에 둘러앉아 식사 후에도 주전부리를 끊임없이 나눠 먹는 것이 

나의 명절 추억이다. 밥 안부를 묻고 타인과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한국의 

정의 표현 방식이다.  

 

  한국은 하나의 음식을 같이 나눠먹는 문화이다. 한국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의 찌개를 각자의 개인 숟가락을 사용해서 스스럼없이 같이 먹곤 

하는데 우리는 유대감이 생기면 음식에 서로의 타액이 섞이는 걸 

개의치 않고 나누어 먹는다. 그러면서 하나의 음식을 자연스레 양보하는 

마음도 배우고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우리의 문화로서 이어져온 식사 예의 범절도 배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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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일수록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나눈다. 

“공동체 구성원의 탄생·혼인·장례·제사 같은 기념일과 종교적 

축일(한자, feast, festivitas)의 ‘함께 식사’는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기도 한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은 이념과 정서가 연결된 공동운명체라고 

인식하게 된다. “밥 한번 같이 먹자”라는 말 속에는 ‘함께 

식사’하며 공동운명체가 되어보자는 심리적 욕구가 깔려 있다.” 18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에는 그 나라의 고유 문화, 교육, 예절, 이어져온 

전통을 알 수 있는 경험이다.  

 

 

[도판10] 김홍도 ‘주막’19[도판11] 김홍도‘새참’20[도판12] 조선 시대 선비 밥상21 

 

  세계적으로 볼 때 현재 수식(手食)문화인은 40%에 이르고 

저식(箸食)문화인은 30%이며, 그 나머지가 나이프·포크·스푼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는데, 한민족만이 유일하게 숟가락 중심의 

수저식(匙箸食) 문화인이다. 중국과 일본이 숟가락을 오래전에 멀리한 

것과 달리, 오직 우리가 이렇게 숟가락을 주로 쓰고 있음은 한국 문화의 

 
18 주영하,『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

휴머니스트, 2018, 352. 
19 이미지 출처: 김홍도 《단원풍속도첩》 ‘주막’, 국립중앙박물관, 

2020.07.01,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treasure/view?relicId=537 
20 이미지 출처: 김흥도 《단원풍속도첩》 ‘새참’, 국립중앙박물관, 

2021.07.01,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

16847 
21 이미지 출처: 조선 시대 선비 밥상, 동아일보, 2021.07.01, 

https://www.donga.com/news/View?gid=57512015&date=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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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때문일 것이다. 22  한국은 타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젓가락보다 

숟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수저 문화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저를 병용한 

것은 삼국시대였다. 중국, 일본에서도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저를 

병용하였다. 그러다가 중국, 일본에서는 점차 숟가락의 이용이 줄어들고 

젓가락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병용하는 관습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습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23  이는 한국의 

식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찰기가 있는 곡식을 섭취할 수 있었고 일본은 

식재료를 한입크기로 잘라서 조리하고 또한 가벼운 나무 식기를 

선호하여 그릇을 들고 가벼운 나무 젓가락만으로도 음식을 집고 식사 

할 수 있다. 중국은 튀김이나 볶음 류의 센 화력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음식들이 많다. 튀김이나 볶음 류는 조리 특성상 국물이 적고 

물기보다는 전분을 활용하여 찰기를 띠는 소스를 함께 먹는다. 이러한 

식습관에 의해 뜨거운 튀김 류를 잘 집을 수 있도록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긴 나무 젓가락을 주로 사용한다. 중국과 일본은 국물이 있는 

국이나 스프, 혹은 디저트 류를 먹을 시에 보조로 숟가락을 사용한다. 

일본의 경우 국도 나무 식기에 담아 젓가락으로 저어 들고 마시는 

식습관을 지녀, 사실상 숟가락은 디저트 류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곤 

거의 필요치 않는다. 간혹 사용할 시에는 작은 나무 숟가락을 주로 

사용한다.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식기를 들고 젓가락으로 식사한다. 

숟가락을 필요로 하는 음식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렌게라고 일컫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곡물류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국자 와도 같이 술잎이 깊고 술목의 경사도가 한국의 숟가락보다 

높으며 가락은 짧은 형태가 주된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숟가락을 주로 쓰고 젓가락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저식(匙箸食) 문화권이다. 우리나라가 숟가락을 주로 

쓰는 이유에는 우리의 식습관과 식기에 숟가락이 최적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물기 많은 국, 

탕, 찌개 같은 습성(濕性)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다. 지금도 전형적 

한국음식에는 국, 탕, 찌개 같은 것을 뺄 수 없다. 이런 물기 어린 

 
22 배영동, 「한국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 (2) 우리의 수저」, 『한국논단』, 

Vol.26, No.1, 1991, 155.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저,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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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들을 먹기에 젓가락은 부적합하며 한번에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뜰 

수 있는 숟가락이 적합 하였을 것이다. 서민가 부녀자들은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을 때도 많았을 만큼 숟가락은 우리의 식생활에서 주가 되어 

왔다. 또한 우리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대식(大食)민족이었다. 옛날 노동량은 많으나 배불리 먹을 수 없던 시절, 

한국 사람들은 밥그릇에 산처럼 밥을 수북이 쌓은 ‘고봉밥’통해 

영양분의 질적 공급보다는 포만감을 채우는 식의 식사를 했다. 이마저도 

모두가 그렇게 배불리 섭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나, 밥에 짠 기가 

있는 반찬이나 국을 함께 먹었기에 짠맛을 상쇄시키기 위해선 밥을 

많이 씩 퍼 먹어야 했고 이러한 식습관은 숟가락이 제격이었다. 마지막 

요인으로 온식(溫食)을 선호하는 식습관이 있다. 현재에도 여름철 

열기를 식히기 위함이 아니고서야 식사는 따뜻하게 먹는다. 귀한 

손님에게는 절대 찬밥을 내지 않는 우리의 문화처럼,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듯한 밥 한 상의 관념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숟가락을 젓가락보다 많이 쓰게 됨으로써 식생활의 특성도 그에 

맞게 변모한 측면도 있다. 습성 음식을 발달시키고, 더욱 대식적 전통이 

오래 유지되고, 따뜻한 밥을 선호했을 가능성도 버릴 수 없다.’ 24 

음식은 하나의 문화로 그 나라 교유의 특성을 담고있다. “한국의 

숟가락 역사 연구에서 최고 권위자인 고고학자 정의도는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17세기 전반에 밥그릇의 깊이가 깊고 그릇의 벽이 

바로 선 백자 사발을 사용하면서부터 점차 술자루가 직선의 형태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그 즈음에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곡물의 생산량이 많아져 민간에서도 곡물 밥을 좀 더 넉넉하게 먹게 

되었을 것이다. 곡물 밥의 양이 많아지면서 밥을 담는 사발이나 주발의 

형태가 깊고 벽이 바로 서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의도는 이렇게 

끼니로 먹는 곡물 밥의 양이 늘어나면서 숟가락의 술자루가 곧아지고 

두께는 두꺼워지고 술잎은 버들잎 모양에서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25  해방 후까지도 오랜 가난을 겪었던 나라인 

한국은 찰기가 없는 보리나 밀을 주 식재료로 섭취했다. 찰기가 없는 

곡물은 젓가락으로 집을 수 없었고, 찰진 쌀밥을 섭취할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숟가락으로 식사를 해야만 했다. 습성 음식을 선호하게 된 것 

 
24 배영동, 「한국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 (2) 우리의 수저」, 『한국논단』, 

Vol.26, No.1, 1991, 155. 
25 주영하,『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

휴머니스트, 2018,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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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조문의 논문에 의하면 가난이 배경에 있다고 한다. “한국 

음식에 국물이 많은 것은 가난하지만 식구가 많았던 과거에 음식의 

양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였다. 국물이 있는 음식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나누어 먹는 음식이다. 한 가족이 한 솥국을 평등하게 

나누어 먹으면서 그 구성원간의 결속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26 

식재료의 발전과 식습관의 변화는 식도구에도 큰 변화를 주었고, 이로 

인해 숟가락의 형태는 조선 시대까지 함께 성장해왔다. 

 

  한국의 또 다른 독특한 관습 중 하나는 주로 스테인리스, 은, 

놋쇠(유기)로 제작된 금속 수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근대사회에 

이르러 본래 금속이었던 식기는 도기로 대체되었음에도 금속 수저는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선 시대 왕은 주로 은으로 만든 

숟가락을 사용했다. 은은 독성 물질이 닿으면 색이 변하는 특성이 있어 

왕의 식탁에서 독을 검출하는 역할을 겸했다. 이에 비해 양반들은 

놋쇠로 만든 숟가락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비싼 놋쇠 숟가락을 

마련하기 힘든 가난한 백성들은 나무로 만든 숟가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놋쇠 숟가락은 비싸서 엄두를 내지는 못했지만 

18~19세기에 산골짜기에 살았던 사람들조차 놋쇠로 만든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27  놋쇠는 스테인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선호 받던 소재였다. 이는 예용해의 『민중의 유산』에서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놋쇠로 만든 숟가락은 서민들이 

널리 쓰던 것으로 봉 끝이 모지라져서 모지랑숟가락이 되도록 두고두고 

썼다. 빌어먹을 처지가 되어 쪽박을 제대로 차고 다니지 못하는 

거지라도 허리춤에 모지랑숟가락 한 자루만은 지니고 다녔다. 그 

숟가락은 쪽박 마저도 지니지 못할 터수의 가난 속에서나마 그래도 한 

가닥 삶의 뜻만은 버리지 않았다는 의지의 상징이었던 모양이다.” 28 

온식과 습성 음식을 선호하는 문화는 자연스레 보온성이 뛰어난 금속 

식기류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숟가락 뿐만 아니라 식기도 금속을 

사용하였고, 금속 식기는 무거웠기에 그릇을 내려 두고서 숟가락으로 

떠서 식사를 했다. 가장 선호되던 금속은 놋쇠였으나 1960년대에 

 
26 안종문, 「한국 식문화 특성에 따른 취식도구 표준 모형 연구」, 『미술디자

인 논문집』, No.6, 2001, 18 
27 주영하,『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

휴머니스트, 2018, 214. 
28 예용해, 『민중의 유산』, 대원사, 1997,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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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주된 연로로써 사용되기 시작한 연탄은 놋그릇의 사용에 

악영향을 끼쳤다. 연탄가스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는 놋쇠의 색을 

변질시키고 복원시키는게 어려워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오늘날 

가정과 식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리스 숟가락과 식기는 연탄 

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리의 용이성으로 시장에서 자리잡아 

지금까지도 선호되고 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이는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 1859~1941)이 만든 용어‘호모 

파베르(Homo Faber)’가 뜻하는 개념으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유형과 

무형의 도구를 사용하고 제작하며 이러한 행위가 자기 자신의 구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포유류 중에서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불과 더불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이는 인간이 열악한 신체조건에도 

먹이사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우리는 만드는 

동물이기에, 손의 연장선상으로서 오목 하여 음식을 뜰 수 있는 

‘숟’의 부분과 손쉽게 쥘 수 있는 ‘가락’으로 이루어진 숟가락을 

개발하여 제작하고 사용해왔다. 숟가락은 기원전 5천년때부터 식습관과 

식기의 변화에 따라 인류와 함께 성장해왔다. 숟가락은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불가결한 도구이자 우리의 삶의 은유적 상징물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완성된 숟가락의 형태는 

현재까지 무려 600년이상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왔다.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성인의 숟가락 봉의 길이는 약 5.5cm, 총의 길이가 

약 14.5cm정도로 전체 숟가락의 길이는 20cm정도가 평균적이라 할 수 

있다.’29  

 

 
29 박인숙, 「은수저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숙명여자대학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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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숟가락의 기본 구조와 평균 크기30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32-2016)는 

『책의 우주 : 세기의 책벌레들이 펼치는 책과 책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한 대화』 에서 책의 완벽함을 주장함에 있어 수저를 예시로 든다. 

“책은 수저나 망치나 바퀴, 또는 가위 같은 것입니다. 일단 한번 

발명되고 나면 더 나은 것을 발명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 말이에요. 

수저보다 더 나은 수저는 발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들은 

코르크 따개를 개선해보려 시도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또 

그렇게 나온 대부분의 물건은 제대로 기능 하지도 않았고요. 예를 들어 

필립 스탁은 레몬 압착기를 혁신해 보려고 시도 했었죠. 하지만 그가 

만든 기계는 지나치게 미학적 순수성에 집착한 나머지 레몬 씨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어요. 책은 자신의 효율성을 이미 증명했고, 같은 

용도의 물건으로서 책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내기는 힘듭니다.” 31 

숟가락은 오로지 기능성을 추구해온 완성형 사물이다. 나는 숟가락의 

구조와 형태가 완벽에 가깝기에 형태의 고착이 왔다고 보았다. 

완벽하다고 믿기에 더이상 현재의 기준을 뛰어넘으려 시도 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평범한 일상의 사물로서 수저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 

고안물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의 도구이자, 취향의 

반영물이다. 수저의 생김새나 기능은 하나같이 식사의 반복된 행위 속에 

사람을 도우며 만들어진 귀한 물건임에도, 이에 대한 의식의 환기는 

 
30 박인숙, 「은수저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숙명여자대학교, 

1992. 
31 베르토 에코, 장클로드 카리에르 대담, 임호경 역,『책의 우주 : 세기의 책

벌레들이 펼치는 책과 책이 아닌 모든것들에 대한 대화』, 열린책들,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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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편이다. 마치 한솥밥 먹는 가족들처럼, 익숙하고 흔하여 그 

의미나 가치를 종종 잊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일상에서 주목되지 

않지만 수저는 오랜 시공 속 사람의 취향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태와 

쓰임의 변화들이 녹아있는 인류학적 대상이다. 이는 수저가 토양적 환경, 

미적 취향, 질료와 기술의 정도, 다른 문화와의 만남 등과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32  숟가락에는 ‘사물’을 

뛰어넘는 가치가 존재하고 그런 숟가락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내면을 고찰하고 스스로를 두들기며 단단히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삼고자 했다.  

 	  

 
32 서울시립미술관, 『별별수저』, 서울시립미술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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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전개 

 

1. Serving 

 

  주영하는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에서 우리의 함께 식사하자고 하는 인사말이 영어에서는 

‘커멘셜리티(commensality)’라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 ‘커멘셜리티’는 인류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인류는 다른 영장동물류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식사를 꼭 해야 한다. 그러나 인류의 식재료 확보와 식사 준비, 

그리고 식사 과정은 분명 동물과는 다르다. 남아프리카의 !쿵족(!Kung 

People, 부시맨)은 이러한 차이를 가장 잘 인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혼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사자나 늑대처럼 여긴다. 그들이 보기에 

혼자 식사하는 동물은 사자나 늑대뿐이기 때문이다.” 33  사람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아가고 각각의 구성원들은 서로 도우며 의지한다. 

“한국어의 ‘식구(食口)’라는 말도 ‘한솥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사회문화적인 시각에서 음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생물학적 기능의 초월(transcending biology)’이라고 

규정한다. 즉, 인류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물학적 

기능의 식사를 하는 것이라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다.” 34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무엇을 만들어 가는 것일까.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인 장 

앙텔름 브리야사바랭(Jean Anthelme Brillat-Savarin, 1755~1826)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죠(Tell me what you eat, and I will tell you who you 

are)’라는 명언을 남겼다. 음식이 인체의 에너지원이 되는것을 넘어서 

그 음식에는 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한다는 행위는 나를 구성하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경험에서 오는 심리적 교감이 있다.  

 

 
33 주영하,『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

휴머니스트, 2018, 351. 
34 주영하,『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

휴머니스트, 2018,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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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교감의 장이 되는 식탁이라는 공간은 그 위에서 대화가 오갈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가족식사의 힘』을 집필한 미리엄 

와인스타인(Miriam Weinstein, 1946~)은 식탁 위의 대화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화합하고 충돌하며 종내는 

사람 냄새가 넘치는 하나의 완전함을 이루는 핵심 요소 35라 서술했다. 

식탁 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교감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만들어준다. 가족 뿐만 아니라 친구와 만날 때에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교우관계를 돈독히 다진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가장 

먼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카페로 가 

또 다시 음식을 섭취한다. 끊임없이 먹으며 끊김없이 대화한다. 그 

대화는 입고있는 옷, 귀여운 커트러리, 아름답게 비치는 햇살 등 

너무나도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부터 진지한 인생의 고민 이야기까지 

범주는 무한하다. 작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 우리의 추억이 되고 

어딘가 특별한 색을 띄게 된다. 식탁 위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나와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이어주고 서로의 시야를 넓혀주며 

이타심과 배려심을 가르쳐준다.  

 

  식탁은 집 안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집으로 찾아온 친구 

혹은 손님과 식사하기도 하는 사적인 공간 속의 가장 공용의 공간이다. 

그리고 식탁 위에서 숟가락은 나의 팔과 손의 연장선상에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음식에 닿게 해주고,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안전하게 

이동하고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 커다란 식탁에 둘러 앉아 식탁의 

가운데로 차려진 음식들을 나눠 먹을 때 서빙 스푼이 사용된다. 뷔페 

식으로 차려진 음식들을 내 앞으로 덜어 올 때 개인이 사용하는 

숟가락과는 별개로 공용의 음식 옆에 두고 사용한다. 서빙 스푼은 대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물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특정 음식을 가져올 때 

잠깐씩 사용되기 때문에 그 곳에 있고 모두가 사용하지만 인지되지 

못한다.  

 

  [Serving 1]은 존재감 없이 있는 서빙 스푼을 크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인식되길 바랬다. 나의 손이 늘어나 내 손바닥 

만한 커다란 숟가락으로 음식을 가져오며 평상시에 무심히 지나쳤던 

도구가 머릿속에 각인되고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말이다. 

 
35 미리엄 와이스타인, 김승환 역, 『가족식사의 힘』, 한스미디어, 200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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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ng 1]은 1.2mm의 얇은 판재를 판금 성형하여 크기는 크되 

무겁지 않아 실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얇은 판재는 약한 힘에도 

구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을 반원의 형태로 말아 구조적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서빙 스푼이란 음식의 종류에 맞춰 사용된다. 전골이나 찌개 류와 

같이 국물과 함께 먹는 음식, 볶음 류로 소스를 덜어내고 건더기를 

건져서 먹는 음식, 면이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전과 같이 납작한 음식. 

서빙 스푼이 필요로 될 수 있는 음식들을 4가지의 음식 군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춰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Serving 2]를 

제작하였다. 스프나 물기 많은 음식을 뜰 수 있는 오목한 숟가락과 

볶음이나 소스가 많이 필요 없는 덩어리 류의 음식들을 덜 수 있는 

숟가락 세트. 그리고 면류나 샐러드 등을 손쉽게 집을 수 있는 포크 형 

숟가락과 납작한 전이나 케이크를 덜어 올 수 있는 평평한 숟가락 

세트로 이루어진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숟’의 크기와 ‘가락’의 

곡률을 조금씩 상이하게 제작해 통일감을 주되 지루하지 않도록 

변형하였다. 각각 용도에 맞춰 오목함의 정도를 달리 했으며, 특히 

납작한 음식용 서빙 스푼의 경우 평평하지만 끝부분의 곡률로 인해 

기름진 전이나 케이크가 쉽게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사용되는 음식의 용도에 맞춰 제작하다 보면 면을 뜨기 위한 포크 

형태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로 인해 디자인적 한계를 

느끼기 쉽다. 서빙 스푼은 요리할 때에도 자주 사용되는데, 다양한 

형태의 숟가락을 사용해보며 조리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음식을 밀어내고 긁어내고 덜기 쉬운 직선과 함께 있는 형태의 

[Serving 3]를 제작하였다. 술잎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뜨거운 음식 

조리 시 사용이 쉽고 먼 그릇의 음식도 편히 가져올 수 있도록 

‘가락’을 길게 제작하고, 음식을 덜어 내기 편하게 평평 하되 톱니 

형태와 직선을 활용한 디자인을 가미하여 보기에도 즐겁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빙 스푼이다. 사람들과 모여서 음식을 나눠먹을 시의 

즐겁고 따뜻한 느낌을 동글동글한 말 풍선 같은 형상을 통해 표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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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1] Serving 1, 적
동
, 100x395x33mm, 98x390x33m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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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2] Serving 2, 적

동
, 57x260x20mm, 60x270x15mm, 50x225x25mm, 50x225x25mm, 2021 

 



 24 

 

  

[작
품
3] Serving 3, 적

동
, 60x310x4mm, 60x310x4mm, 65x310x4mm, 65x310x4m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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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작품 3]의 상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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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후의 만찬 

 

  하루 중 가장 힘든 오후 4시. 점심과 저녁사이. 일과의 끝이 다가오고 

차 한잔의 여유가 절실해지는 시간. 작품 [오후의 만찬]은 순은 차 

숟가락 시리즈로 영국의 애프터눈 티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다. 

영국은 시간 별로 차를 마시는 티타임 문화가 있다. 그중 주로 오후 

4시에서 5시경에 마시는 애프터눈 티는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티타임이다. 『홍차 이야기』의 정은희 작가에 따르면 19세기 영국, 

아침은 든든하게 먹었지만 점심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편이었고, 저녁은 

늦은 8시경에 만찬을 먹었다.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의 간격이 너무 길어 

오후가 되면 가라앉던 베드포드 가문 7대 공작부인 안나 마리아(Anna 

Maria, 1788~1861)가 오후 4시경에 하녀에게 다기 세트와 빵, 버터를 

쟁반에 담아 방으로 가져오게 한 데서 시작됐다고 한다. 안나 마리아는 

작은 샌드위치, 스콘, 비스킷 등을 홍차와 곁들여 마셨고 저택을 방문한 

손님들과 함께 즐겼다. 여주인이 중심이 된 애프터눈 티타임은 곧 

상류사회 부인들 사이에서 유행됐고 이후 멋스러운 영국의 사교의 

장으로 뿌리 내렸다. 19세기 말엽이 되자 애프터눈 티는 모든 계층의 

장벽을 넘어 사회적 관습으로 발전하였다.36  오후 4시, 이 시간대는 

관습이 되고 상징이 되어 19세기 영국의 호화스러움과 풍성한 매너의 

아름다운 사교의 장을 떠올리게 한다. 바쁜 하루 일과 중 오후 4시에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적 사치를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애프터눈 

티스푼을 제작하였다. 

 

  [오후의 만찬] 시리즈는 디저트와 곁들일 차 숟가락으로 크기를 작게 

만들고 여성스러운 곡선과 함께 가락을 길게 제작하였다. ‘숟’과 

‘가락’을 따로 제작하여 땜으로 이어 붙인 이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술목으로 갈수록 얇아 보이는 ‘가락’이다. 보통의 숟가락은 

동그랗고 넓은 ‘숟’에서 얇은 ‘가락’으로 이어지는 술목이 두껍게 

제작하여 숟가락이 쉽게 휘지 않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다. [오후의 만찬] 시리즈는 보편적인 숟가락의 가락의 

형태에 변화를 주어 위에서 보았을시 술목이 굉장히 가늘어 보이나 

옆면에서 보면 4mm 정도의 두께로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술목은 얇아 보이나 높이가 있어 견고하고 가락의 끝으로 

 
36 정은희, 『홍차 이야기』, 살림, 20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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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점차 높이가 줄어들며 가로로 넓어지는 형태의 가락도 있으며, 

얇은 술목에서 점차 두꺼운 봉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가락도 있다. 길고 

가는 가락을 쥐고 여자들이 모여서 나른한 오후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을 상상하며 기다란 숟가락의 길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아한 

몸짓이 나올 수 있도록 어포던스(Affordance) 디자인을 가미하였다. 

어포던스란 본디 생태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미국의 

지각심리학자 제임스 깁슨(James J. Gibson)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영어로 ‘주다, 공급하다’를 의미하는 ‘afford’를 바탕으로 하며, 

우리가 눈, 귀, 촉감 등의 센서를 통해 읽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이미 행동이 

규정되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훗날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이 어포던스라는 용어를 통해 ‘사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행위를 

유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산업 디자이너 무라타 

치아키의(Murata Chiaki, 1959~) ‘Gekka’는 무게중심을 밑으로 내린 

목이 긴 형태의 술병으로, 한 손으로는 따르기 어렵게 디자인 되어 

자연스럽게 두 손으로 술을 따르도록 ‘공손한’ 몸짓을 유도하는 

어포던스 디자인 사례로 형태가 행동을 유인하는 사례를 잘 보여준다. 
37 

 

 

[도판 15] 무라타 치아키, Gekka38 

 
37 무라타 치아키, 렉스코드 역, 『사용자의 행위로부터 해법을 찾는 디자인 씽

킹』, 바프로그, 2017, 160-172. 
38 이미지 출처: Gekka, Metaphys, 2021.07.01, 

http://metaphys.jp/product/item/gekka-63030-6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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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저는 재산가치로서 그리고 실사용품으로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지만 왕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던 사물이라는 점에서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다. 상시 목숨의 위협을 받던 조선 시대의 왕들은 은이 독성과 

맞닿으면 변색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음식 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독극물을 걸러내기 위해 항상 은수저를 사용하였다. 유럽에서도 은기는 

주로 귀족들이 사용하였다. 숟가락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르네상스 

이후, 중세 유럽에서 숟가락은 길조의 상징이자 사랑의 상징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은숟가락을 선물하고 연인 사이에 숟가락을 주고 받았다. 중세 

유럽에서 식기는 귀중한 재산이었기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본인의 

숟가락을 가져가는 것이 에티켓이던 때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식당에 숟가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에 영국에서는 

숟가락을 모자 장식으로서 지니고 다니다가 식사 자리에서 꺼내서 먹는 

경우도 많았다. 39  제각기 다른 형태를 하고 있어 골라서 쓰는 재미를 

주는 [오후의 만찬] 시리즈는, 순은으로 제작하여 사용자들이 하루 중 

주변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짧은 휴식을 더욱이 소중히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  

 

 

 

 
39 지상현, 『한중일의 미의식:미술로 보는 삼국의 문화 지형』, 아트북스, 

2015,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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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오후의 만찬1, 순은, 38x245x10mm, 35x280x7mm,  

40x250x10mm, 35x220x8mm, 37x210x9m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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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5] 오
후

의
 만

찬
 2, 순

은
, 25x215x7mm, 32x210x9mm, 37x240x8mm, 30x215,15mm, 35x215x7m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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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uch 

 

  숟가락 만큼 인체의 내부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물이 있을까. 한 끼 

식사를 할 때에만 우리는 수십 번의 숟가락 질을 하며 입 안에 

넣었다가 뺀다. 그 때문에 숟가락은 오목하면서도 매끄러운 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숟가락은 그 어떠한 사물보다 우리의 욕망과 

가까이에 있는 인터렉티브한 사물이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선 밥을 

먹어야 하듯이 식욕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숟가락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게 해주는 도구이다. “수저는 일차적으로 먹는 행위를 

도와주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의 대리물이다. 

식사의 매 순간 자신 앞에 주어진 식도구는 스스로 존재함의 

증거이기도 하며, 누군가와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포석이기도 하다. 수저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없이 탄생할 수 없었던 

사물이자 도구인 것처럼, 이들의 사용 주체가 식사에서 선택하고 집는 

행위로부터 타자와의 관계함을 대신하여 상징화 한다. 수저는 존재의 

근원적인 삶의 욕구를 가시화하며, 공격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한 사유를 함의한 것이다.” 40  숟가락은 내가 존재하기 

위한 도구이고 내가 나로 있게끔 해주는 매개체이다. 한국에서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손에 음식을 묻히지 않고 먹는다. 손으로 식사를 

하는 수식 문화권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지고 느끼며 음미한다. 

“손으로 먹는 수식민족은 시각, 후각, 촉각, 미각을 이용하여 음식을 

먹는다. 손으로 적당한 양의 음식을 충분히 만지작거리면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감각을 느끼고, 입에서 맛을 느끼는 그런 

방식이다. 그 반면 우리는 손에서 느끼는 촉각을 배제하고 있으니, 

관능성을 꺼리는 한국적 위생관념이 스며 있다고 할 수 없을까?” 41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진 한국인에게 손으로 음식을 먹는 다는 

것은 어딘가 불편하다. 위생관념에 의한 관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의 습식 식생활로 인한 관습일 수도 있다. 촉감은 숟가락 자체에 

촉감을 추가하여 손으로 먹는걸 꺼리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더 상호작용 

가능한 도구로 색다른 식음의 재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식도구 뿐 

아니라 기능을 가진 많은 사물들은 그것의 쓰임과 심미성과의 조화를 

 
40 서울시립미술관, 『별별수저』, 서울시립미술관, 2016, 12. 
41 배영동, 「한국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 (2) 우리의 수저」, 『한국논단』, 

Vol.26, No.1, 199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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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하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대체로 용도에 맞게 고안되고 

진화되어 왔지만, 기능을 넘어서 수저는 그 자체로 형식적 자율성에 

충만해지며 예술 그 자체로 목적화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기능성과 

심미성의 양날의 칼을 한 손에 쥐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표현에 대한 인간의 예술의지(kustwollen)는 유희적이거나, 

기능적이거나 만드는 이의 행위 속에 발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적 

형식 실험은 기계와 대량생산이 상상할 수 없는 감각의 질서를 

차안하며, 수저라는 사물의 표상 형식이 새로운 사용성과 음식문화의 

향유 가능성을 확장시키게 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42 

 

 
[도판 16] 박주형, ‘순간, 기쁨 Ⅱ-9’43  [도판 17] 박주형, ‘순간, 기쁨 Ⅱ-10’44 

 

  [Touch] 시리즈에서 나는 혀와 금속이 만나는 순간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감각을 부여하고자 했다. 금속공예가 박주형 작가는 금속과 

나무를 활용하여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작가이다. 그녀는 ‘순간, 

기쁨’시리즈를 통해 커틀러리가 사용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하여 

새로운 도구로 재탄생 시킨다. 나는 그녀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숟가락이 사용되는 순간, 입안으로 들어와 혀와 만나는 순간에 집중하여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에스키모인들은 새 

카누나 새 창을 얻으면 혀로 핥는다. 그것이 새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의식이다. 많은 아프리카 종족의 경우 물통에 제일 먼저 입을 댄 

사람이 그 물통의 임자이다. 마오리족은 족장이 머리카락 몇 가닥을 

땅에 묻으면 그 땅이 부족의 땅이 된다. 밭이나 사냥터에 피를 몇 방울 

 
42 서울시립미술관, 『별별수저』, 서울시립미술관, 2016, 14. 
43 이미치 출처: 박주형, ‘순간, 기쁨 Ⅱ-9’, 더네이버, 2020.05.15, 

http://imagazinekorea.com/neighbor/view.asp?no=5979&pType=D&page=1&sg=&sw

= 
44 이미지 출처: 박주형, ‘순간, 기쁨 Ⅱ-10’, 서울앤드, 2020.05.15, 

http://www.seouland.com/arti/culture/culture_general/2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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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거나 탯줄을 묻는 경우도 있다. 비글홀(Ernest Beaglehole)은 

이런 의식들을 마법적-애니미즘적 의식이라 부른다. 신체 접촉을 통해 

한 인간의 생명력이 대상에게로 옮아간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45 

 

  [Touch] 시리즈는 혀에 닿는 밑면이 매끄럽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며 

돌기가 달려있기도 한다. 이 작업은 하나의 원형에서 변주되는 다양성을 

보이고 싶어,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에 직접적으로 텍스쳐를 더하고 

플라스틱 채로 녹이는 주물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일회용이었던 

플라스틱 숟가락이 영구성의 금속 숟가락으로 거듭나며 음식과 함께 입 

안에서 혀와 만나는 순간, 올록볼록한 여러 텍스처들은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준다. 입 안에 넣었다 뺄 때에 이에 부딪힐 수도 있으므로 

자연스레 조심스레 행동하게 만드는 [Touch] 시리즈는 입 안에 들어와 

미각, 식 감 뿐만 아니라 금속이 혀와 맞닿는 다양한 촉감을 통해 

새로운 식사 방향을 제시하고 숟가락이 가지고 있는 관능미를 

부각시켰다. 혀로 무언가를 핥고 느낀다는 관능적인 행위를 통해 여태껏 

숟가락이 그저 음식을 운반해주는 수단으로 취급되었다면, 작품 

[Touch]는 숟가락 자체를 인지하며 느끼고 교감하게 해준다.   

 

  

 

 

 

 

 

 

 
45 아네타 쉐퍼, 장혜경 옮김, 『사물의 심리학』, 북하우스, 201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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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6] Touch, 황

동
, 40x170x17mm, 40x170x17mm, 40x170x17mm, 40x170x17mm, 

 40x170x25mm, 40x170x25mm, 40x170x17mm, 40x170x20m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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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담다 

 

  차를 마실 때 우러난 홍차 속에 네모난 각설탕을 퐁당 담근다. 은은한 

단맛이 퍼지며 차를 새로운 맛으로 변화한다.‘담다’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을 그릇 따위에 넣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나 

사상을 그림, 글, 말, 표정 따위 속에 포함하거나 반영하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46  ‘담는다’는 말은 물질적인것을 담기도 하지만 

무형의 것을 담기도 한다. 고려･조선 시대에 들어서도 우리의 숟가락 

사랑은 여전해서 무덤에 꼭 들어가는 물건 중 하나였다. 저승으로 먼 길 

가는 고인에게 마지막 밥 한 그릇 드리고 싶은 사랑이 담겨 있는 

유물이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숟가락은 바로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을 상징했다. 그리고 타지에 간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밥 숟가락이나 제대로 뜨냐며 걱정을 하곤 했으니 숟가락은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배려하는 마음을 상징했다. 지난 수천 년간 

우리에게 수저는 이웃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47  [함∙담다] 시리즈는 숟가락에 ‘담기는’것들을 

표현하였다. 음식을 뜨는 숟가락, 그러나 숟가락은 그 자체만으로 작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 숟가락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음식만은 

아니다.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떠들고 웃고 

울기도 한다. 사람들과의 사교는 다 음식 앞에서 이루어 진다. 친구를 

만나면 의례 식사를 하러 가고, 식사를 하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숟가락 앞에서 우리는 수 많은 감정이 오가고 그 모든 파편들은 추억이 

되어 숟가락에 담긴다. 나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 시리즈의 숟가락에 

함을 결합하였다. 이 함은 유형의 것을 담기도 하지만 무형의 것을 담기 

위함이기도 하다.  

 

  티스푼으로서, 각설탕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상자가 달린 숟가락이 

있다면 재미있는 대화의 화두로서 이야기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에 메시지를 넣어 마치 포춘쿠키를 열어보는 것처럼 열어보는 사람의 

 
46 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13990&searchKey

wordTo=3, 2018.03.06. 
47 강인욱, 『진실은 유물에 있다 : 고고학자, 시공을 넘어 인연을 발굴하는 사

람들』, 샘터사, 2017,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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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준다. 시작점이 된 [함∙담다 1] 숟가락에 좀더 

각설탕의 네모난 귀여운 디자인이 가미하여 [함∙담다 2]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겹쳐져 있는 네모난 상자와 작아지는 박스들은 단조롭던 

형태에 재미를 준다. [함∙담다 3]는 자석을 활용하여 함의 여닫힘이 

용이하게 제작하고 실제 각설탕 형태를 접목시켰다. 이 시리즈의 

‘숟’은 자연의 돌멩이 모양을 왁스로 본뜨고 금속으로 주물 하여 

금속 판재로 제작한 함과 땜으로 접합하였다. 일상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돌멩이도 행복한 순간의 공기와 마음을 담는 함으로써 

울퉁불퉁 자연스러운 비정형의 모양은 각진 숟가락에 따뜻함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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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5] 함·담다 1, 정은, 28x157x20mm, 28x155x20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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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8] 함
·

담
다
 2, 황

동
, 은

도
금

, 30x143x30mm, 30x147x30mm, 25x135x25mm, 25x130x25m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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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9] 함
·

담
다
 3, 황

동
, 은

도
금

, 자
석

, 20x140x20mm, 24x130x20mm, 24x140x20mm, 22x140x20m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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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이접기 

 

  [종이접기] 시리즈는 어릴 적 즐겨먹던 과자 속 들어있던 추억의 

접이식 종이 숟가락에서 시작하였다. 과자 속에 들어있던 종이 숟가락은 

손을 청결하게 유지해주기도 하지만 작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이 더 

큼 즐거움이곤 했다. 굳이 종이 숟가락을 접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종이를 작은 삽 형태로 곱게 접어서 끄트머리를 잡고 퍼먹던 기억. 

나에게 이 소박하고 작은 도구가 제공하는 색다른 먹는 방법은 맛과 

더불어 특정 과자를 고르게 하는 동기였다. 숟가락 연구를 시작하면서 

플라스틱, 금속, 앤티크 등 다양한 소재의 숟가락을 모으며 여러 종류의 

종이 숟가락도 접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차마 몰랐던 커피에 끼워주는 

양상한 종이 숟가락과 아이스크림 속 들어있는 종이 숟가락은 생김새도 

넓이 두께도 달랐고 용도에 따라 생김새도 달랐다. 종이 숟가락도 

세월과 함께 다양해졌고 나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으면서도 종이 

숟가락의 진보를 인지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빨대가 종이 빨대로 바뀌며, 플라스틱을 대신하여 친환경 소재인 종이 

숟가락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이 숟가락은 ‘종이’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물기에 약하고 오래 사용하지 

못하며 과한 힘을 가할지 쉽게 구부러져 버린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금속으로 보완하고 마치 종이처럼 금속을 접어서 숟가락을 

만들면 새로운 재미와 시야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연약한 종이가 

견고한 금속으로 재탄생 되었을 때 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비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종이접기] 시리즈는 판재를 잘라 각접기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종이접기 1]은 작은 사물이 주는 소소함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다양한 

종이 숟가락을 실 사이즈와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동일한 크기에서 

소재를 바꿔주는 것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듯 느낌이 달라지고, 

종이의 불안정함을 금속 소재로 견고 하게 보완할 수 있었다. [종이접기 

1]이 직선적인 선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종이접기 2]는 곡선을 

활용하여 각접기를 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금속의 탄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종이접기 1] 시리즈는 바닥 면과 벽면,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단조롭고 평면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V자 

형태로 접는 형태는 표면에 안정적으로 두고 사용하기에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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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접기 2] 시리즈 에서는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ᄃ’자 형태로 

각접기하고, 가로축을 한번 더 넣어 손의 편안한 지지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입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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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10] 종
이

접
기
 1, 적

동
, 황

동
, 은

도
금
, 20x90x10mm, 30x122x15mm, 30x100x18mm, 30x110x15mm, 

20x105x8mm, 30x110x15m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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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11] 종
이

접
기
 2, 황

동
, 40x165x25mm, 40x190x30mm, 45x170x42mm, 30x125x15mm, 35x130x20mm, 25x120x20mm, 2021 



 44 

6. 스쳐 지나가다 

 

  해외 여행을 할 때,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찾는 그림이 있다. 바로, 

동그라미에 막대기 그림이다. 여행지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그곳이 식당 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림. 숟가락의 형태는 이미 그 순 

기능에서 나아가 하나의 ‘상징’이다. ‘상징’이란 사물을 전달하는 

매개적 작용을 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흔히 심벌이라고도 

하는데, 심벌은 그리스어의 symbolon(符信)이 그 어원이며, 나중에 

기호(記號)라는 뜻이 되었다. 거리의 네온사인은 어둠 속에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물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서재의 책상은 일정한 형상이나 

빛깔과 크기를 갖추고 방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앞에 

앉아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것이 그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기호(sign)와는 달리, 상징은 그것을 매개로 하여 

다른 것을 알게 하는 작용을 가진 것으로서,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48 숟가락은 그 형태에 국한 되지 않고 

음식을 뜨지 못하는 그림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한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숟가락 문양은 여행지에서 식당을 알려주는 

지표이고, 무덤까지 가져갔던 어떤 이에게 숟가락은 지휘, 권력, 부의 

상징이었다. 나에게 숟가락은 사랑이고 함께한 시간의 추억의 

매개체이며 사물을 넘어서 우리의 정(情)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니피에(signifi�)49 로서 어디서든 존재감을 드러낸다. 

 
48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상징(symbol,象徵), 두

산동아, 1983. 
49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 용어사전』, 시니피앙(significant)∙시니피에

(signifié)(프), 월간미술, 1999, 271-272. 

“표현되어진 기호가 시니피앙이라면, 시니피에는 그 기호가 의미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기호란 분리

가 가능한 두 개의 요소, 즉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

다. 그는 기호 속의 발음을 시니피앙, 그 발음에 의해서 생기는 관념적 내용을 

시니피에로 간주하였다. 바르트(Roland Barthes)는 시니피앙이란 우리가 눈으

로 볼 수 있는 이미지 자체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와 내용이 

시니피에라고 주장하였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둘러싼 언어학적 방법론은 

현대미술에도 적용되었다. 신구상회화 화가들은 그림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

가 하는 문제를 바르트의 언어이론인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을 미술에 도입함으

로써 해결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요(Gilles Aillaud)의 동물원 연작에서 동물

원 그림 자체는 시니피앙이고, 동물원과 같은 인공적인 환경에 갇혀있는 현대

인의 모습은 시니피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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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숟가락의 기능을 유지하며 형태적 변형 요소를 

주었다면, 작품 [스쳐 지나가다]에서는 숟가락의 형상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해체하고 재구성해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숟가락일까 라는 

개념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스쳐 지나가다1]과 [스쳐 지나가다2]는 

동그란 판재를 절단하고 뒤집어 이음으로서 숟가락의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음식을 담는 기능을 배제시키고 머들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본래도 숟가락은 음료를 섞어주는 ‘젓는’기능을 가지고 

있다.  작품 속의 동그란 ‘숟’의 가운데 생긴 균열로 인해 액상이 더 

손쉽게 섞이고 가락은 가늘고 긴 막대의 형태를 고수하여 어느 

쪽으로도 머들러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간결한 디자인은 그 자체로 

기호가 된다. [스쳐 지나가다 1]과 [스쳐 지나가다2]를 제작하며 

숟가락에서의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가지는 기능에 재미를 느꼈다.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강조한 [스쳐 지나가다 

3]은 열매의 씨앗 같기도 하다. 이 시리즈는 휘퍼와 같이 디자인된 여러 

면들이 여백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전작보다 견고하고 손쉽게 액체 

류를 풀고 섞을 수 있게 한다. [스쳐 지나가다] 시리즈는 중간 틈새로 

액상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통해 함께하는 공간 속에서 오고 

가는 우리의 대화와 흘러가는 시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도판 18] [작품 12]의 상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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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스쳐 지나가다 1, 정은, 30x220x12mm,  

30x232x10mm, 28x205x10m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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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13] 스
쳐

 지
나
가

다
 2, 정

은
, 20x185x5mm, 14x210x7mm, 20x245x6m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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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14] 스

쳐
 지

나
가
다
 3, 정

은
, 30x272x30mm, 30x255x30mm, 25x255x25mm, 25x240x25mm, 20x225x20m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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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과 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선들이 만나서 도형이 되고, 도형들이 만나서 

그림을 그린다. 나는 선들로 그린 그림들 속에 하나의 면을 그려 넣었다. 

故 김교만 교수님은 1세대 디자이너로 한국 일러스트레이션의 선구자라 

불린다. 그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내용면에서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소재를 택했고 표현 기법 면에서 형태를 극도로 

단순하고 통일감을 주어 현대적인 간결함을 추구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체신부 우정 100주년 특별우표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그의 작품을들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하면서도 정감 넘치는 인물 

캐릭터를 중심 한 그래픽 스타일을 선보였다. 50  김교만의 작품은 

간결하고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을 준다. 곡선과 

진선으로 이루어진 도형들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어지럽지 않다. [선과 

면] 시리즈에서 여러 도형들을 겹치고 빼내며 깔끔한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간결하고 유려한 

선들이 강조되도록 작업하였다. 

 

 

[도판 19] 김교만 ‘농악’우표 5종51 

 

[도판 20] 김교만 ‘결혼’ 우표 4종52 

 
50 강현주, “디자이너 열전” 김교만 ‘현대적인 조형감각과 한국적인 정서의 

디자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7758&cid=58790&categoryId=58

790, 한국디자인진흥원, 2014.02.27. 
51 이미지 출처: 김교만, 서울디자인재단, 2021.05.15, 

http://www.seouldesign.or.kr/board/28/post/103898/detail?menuId=25&boardC

ateId=1 
52 이미지 출처: 김교만, 서울디자인재단, 2021.05.15, 

http://www.seouldesign.or.kr/board/28/post/103898/detail?menuId=25&boar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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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과 면] 시리즈는 숟가락의 기능보다 조형적 형태미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작업이다. 숟가락의 형태의 변형을 꾀하기 위해 고찰하던 중 

숟가락은 선과 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선과 면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숟가락을 만들 수 있고 숟가락의 형태가 갖추어 진다.  

[선과 면] 시리즈는 구태어 평면적인 선들 가운데 반구체의 면으로 

구성하였다. 평면과 입체가 만났을 때의 조형미를 강조하고, 얇고 

간결한 선들 속에서 툭 튀어나온 반구체면으로 인해 숟가락을 엎어 

놓지 않고서는 뒤뚱거리는 형태가 된다. 식사 시, 유일하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반구체면은 선의 안과 밖에 위치하며 음식을 먹기 어렵게 

만든다. 의도적으로 설계한 이 불편함은 숟가락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먹는다는 행위를 한번 더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선 여러 방법을 궁리해야 하고, 밥을 먹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작품의 재미 요소는 이러한 불편함에 있다. 식사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불편함이 주는 신선함과 기행에 가까운 음식 

섭취 방법으로 음식을 먹는 것까지 놀이였던 어린시절을 상기시킨다. 

[선과 면] 작업을 통해서 바라만 보아도 아름다운 숟가락의 예술적 

가치가 강조되고 식사 시간이 하나의 놀이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작하였다.  

 

a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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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선과 면1, 적동, 은도금, 68x215x7mm, 70x223x7mm,  

65x215x15mm, 2020 



 52 

 

  

[작
품
 16] 선

과
 면

2, 황
동
, 은

도
금
, 90x250x7mm, 70x280x8mm, 90x240x8m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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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17] 선
과
 면

3, 황
동

, 은
도
금
, 63x220x7mm, 90x235x7mm, 65x230x6mm, 80x260x6m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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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숲속 

 

  ‘숟가락은 어떤 형태에서 시작되었을까?’ 자유로운 형태의 자연은 

언제나 나에게 영감을 준다. 수 많은 나뭇잎, 나무들이 단 하나도 같지 

않고 모두가 제각기 다른 형태와 색감을 가지고 자신을 뽐낸다. 들판에 

늘어진 꽃밭의 모든 꽃들은 다 자신만의 색을 띄고 있다. 삭막한 

건물들로 즐비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식물의 생명력은 

경이로워서 아스팔트를 뚫고서도 자라난다. 자연은 무한한 생명력과 

창의력을 품고 있어 언제 보아도 다채롭고 같은 풍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시각각 빛에 의해, 바람에 의해 변하는 자연. 가장 처음 

나뭇잎 형태를 숟가락을 제작하고자 했던 계기는 ‘은사철’이라는 

식물이었다. 이 식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나뭇잎이 예뻐 이름이 궁금해 이름을 찾아보며 이 작업이 

시작되었다. 은사철은 식물의 이름 속에 ‘은’이란 금속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톰하고 빳빳한 이파리 가장자리에 은과 같이 하얀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사철을 계기로 더 많은 나뭇잎들을 

살펴보고 주물 가능성을 실험해보았다.  

 

 

 [도판 21] 신혜정, ‘나무’53 

 

  금속공예가 신혜정 작가도 자연을 주제로 커트러리를 만든다. 그녀는 

자연이 어떤 지역과 문화의 경계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인류의 

언어이고 그 깊고 신비한 아름다움은 인간의 예술표현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매력적인 소재라는 것에 주목한다고 논했다. 54나는 그녀와 

같이 자연이라는 매력적인 소재에 빠져 다양한 작품들을 관찰하며, 

 
53 이미지 출처: 신혜경, ‘나무’, 『별별수저』, 서울시립미술관, 2016, 113-

114. 
54 서울시립미술관, 『별별수저』, 서울시립미술관, 201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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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작품 [숲속]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자연의 자유로움이 주는 

끝없는 형태들과 부드러운 선들. 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잎은 

‘가락’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숟가락과 유사하고 사용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뭇잎은 여러가지 형태, 두께, 강도를 가지고 

있다. 자연과 더 가깝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실제 잎을 

왁스에 넣어 함께 주물함으로써, 때때로 예측 불가능한 잎맥의 형태가 

주물 결과로서 나왔다. 주물 기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활용하여, 

다양한 나뭇잎들 중 주물에 적합한 나뭇잎을 찾아내고 왁스의 두께와 

나뭇잎을 왁스의 어디까지 묻을지 등을 조율하며 손의 감각을 익히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가장 초기 작품은 잎의 잎맥은 주물로 잘 

나왔지만 잎맥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 왁스를 너무 얇게 도포하여, 

결과물의 금속이 얇아 실사용에는 부적합하였다. 실사용이 가능하도록 

잎과 가지가 이어지는 목 부분의 두께를 좀 더 두텁게 조절하여 

견고하게 하고, 가능하면 전체를 한번에 주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열처리로 인한 열풀림 현상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여유의 공간이 필요하다. 작업하며 자연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며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만났다. 

그러나 예상을 벗어나는 순간이 오히려 더 재밌는 결과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정확한 설계가 필요한 금속작업에서 이러한 자유롭고 손의 

감각만으로 제작하는 작업은 사고를 유연하게 해주고 작업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각양각색의 나뭇잎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듯, 각기 

개성이 다른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조화로운 가족 구성원을 이루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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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18] 숲
속
, 정

은
, 47x230x17mm, 32x185x5mm, 15x140x5mm, 58x205x8mm, 20x165x10mm,  

37x235x10mm, 20x145x10mm, 27x185x8mm, 29x143x4m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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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2] [작품 18]의 상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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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이 연구는 대학원에 들어와 첫 수업 과제로 숟가락을 제작하게 되며 

시작되었다. 숟가락을 처음으로 제작해보며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사물이 

더는 간단하지 않았다.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술목과 손으로 쥐기 편한 

가락 그리고 입에 넣어도 안 아프게 음식을 옮겨주는 숟. 이 작은 사물 

안에 고려해야 할 구조는 많았고, 숟가락은 특히 자주 사용하는 사물이

기에 더더욱 조심하고 사용자를 배려해야 하는 도구였다. 매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숟가락이라는 사물을 한 번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 없

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물에 대

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점이 반대로 나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곳에 

존재하지만, 존재감 없이 잊힌 숟가락에 관심이 갔고 그 후로는 어디를 

가더라도 자연스레 숟가락이 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생

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물을 인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하자 작은 숟가락

들 사이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차이와 개성들이 존재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사용함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달라지는 숟가락의 세계는 한번 발을 

들이자 끝없는 길로 나를 인도했다. 여행지의 앤티크 가게에서 구입한 

숟가락 세트를 시작으로 종종 숟가락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고, 길거리에 

장이 열릴 때면 새로운 숟가락을 찾아 발길을 멈추게 되며 나의 취미로 

자리 잡았다. 하나, 둘 쌓인 숟가락은 각각 하나하나 나의 추억을 담고 

있다. 

 

  연구는 숟가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했다. 

형태의 변화를 시도하며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구태여 더하거나 우연의 

효과를 통해 얻어지는 작업도 있었다. 숟가락이 사물을 넘어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며 그 안에 수많은 무형의 감정과 유형의 물질들을 담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긴 역사를 가진 이미 현존하는 수많은 숟가

락들 사이에서 형태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고안하려고 하기 보다는 손잡이인 ‘가락’이 달려있는 

숟가락의 구조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점차 변화를 시도했다. 숟가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교감하고 숟가락이라는 사물을 다각도에서 해체하고 

재조합 하며 연구하였다. 사물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내면

을 성찰하는 것과 같았고 연구가 진행되가면서 숟가락이라는 사물 자체

와의 소통과 숟가락을 통한 스스로와의 대화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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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이 과정은 나의 작업방식을 바꿔 놓았으며 사

물을 관찰하는 자세를 습득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많이 남아있으나, 이 연구에서 조금이나마 새로운 형태로 제안하고 제작

된 작업들은 나에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숟가락의 형태적 변형뿐만 아니라 숟가락이 식탁 위의 시공간에서 갖

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더욱더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작품들을 통해 숟

가락이 갖는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존재감 없이 있는 것이 아

니라 숟가락이 주체가 되어 대화의 주인공이 되거나 이야기의 화두가 

되어 기존보다 조금 더 큰 역할을 부여해주고자 하였다. 있는지 몰랐던 

존재를 각인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비일상이 되고 우리 주변의 사물

들은 모두 특별한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수

많은 찰나의 순간들을 미처 잡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고 있을까. 이 연구

가 우리 주변의 무미건조한 일상을 다채롭게 인지하는 찰나의 순간이 

되고 보이지 않았던 일상적인 사물들을 하나의 주체로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자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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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oon that Scoops the 

Newness out of the Ordinary 
 

Hyung, Jee In 

Major in Metalwork & Jewelry 

Faculty of Crafts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I chose 'spoon' as a medium that expresses 

various ‘newness.’ To many people, spoon is just an ‘ordinary’ 

object that they use daily, without thinking. My research started 

with collecting this everyday object, spoon. In European countries, 

you can easily find spoons with the sceneries and landmarks 

engraved in the souvenir shop. I personally enjoy looking through 

vintage shops and love to discover something special. A set of 

spoons that I found at a vintage shop while travelling, was the 

beginning of my spoon collection. I found joy whenever I catch a 

special something from an everyday object. For me, crafting is a 

process of healing and self-discipline. I craft to grasp those 

moments of sparkling discoveries from the ordinary and to make 

them my own more often. Through my works, a spoon as a medium, 

I wanted to express that if you put your mind to it, you can bring 

out a sense of newness from your normal daily life. 

 

 Spoon has been with mankind for a long time but seem to 

exist in the absence of perception. For this study, I looked at the 

single object called 'spoon'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and 

attempted giving changes to its form. Rather than using on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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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diverse crafting techniques were u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ork and materials: copper, brass, sterling 

silver, and pure silver. I tried to discover new features of the spoon 

without breaking away from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spoon, 

a bowl with a handle. As a result of this effort, I produced a total of 

eight series of works. Some started with the function of a spoon, 

and some started with the meaning of a spoon. Rather than going 

vertically deep within a single framework, this study is an attempt 

to horizontally expand the idea of spoons. The series, each with a 

different viewpoint to start with, ended up with the changes of their 

form as a result.  

 

 This study did not rule out the practical function of the 

spoon, but some focused more on formative and symbolic aspects 

rather than practicality in order not to be trapped in the limitations 

of being a tool. This sometimes resulted in a form that was contrary 

to the function, which made it difficult to use in reality. However, 

such works opened up a possibility of a new direction of the spoon 

by ventilating the trapped consciousness. Looking closely and 

asking questions of a familiar object that you have not noticed such 

as 'spoon', I was able to find various new faces of spoons that has 

not been revealed, yet. And these findings replaced the boredom 

with something extraordinary. Through my study, I was able to 

experience evoking a unique and fresh perspective to my repeated 

daily life and rethink about what it means to really communicate 

with the objects in our lives. 

 

 

Keywords : spoon, object, newness 

Student Number : 2016-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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