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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에서 飯床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등장하고 정착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漆器 案이 낙랑 목곽묘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한사군
이 설치되는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낙랑군의 案과 飮食器는 중
국 사천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당시 漢의 식사도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낙랑군 지배
층이 漢과 동일한 음식문화를 영위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시기의 한반도에는 반상
의 출토사례가 없으므로 아직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낙랑의 반상을 이용한 식사법
은 점차 고구려와 백제 등 주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분명하지 않다.
고구려에서는 무용총, 각저총, 안악 3호분 벽화를 통해,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飯床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식사방식은 좌식을 기본으로 하며, 飯床으로 案이 주
로 사용되었다. 백제에서는 한성기부터 굽이 낮은 고배와 삼족기가 출토되며, 대부분의 음
식기종이 등장한다. 따라서 盤에서 案으로 반상의 변화를 추정해볼 수 있으나 출토자료가
없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웅진기의 무령왕릉 출토 제대를 통해 盤과 案을 필요에 따라 혼
용하였을 거라 여겨진다. 그러나 사비기에는 관북리 출토 목제품에서 보듯 주로 안을 사용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에서는 조립식 상의 부재가 출토되었으나, 이는 형태상 飯床
보다 책상으로 판단된다. 신라는 천마총 출토 漆盤에서 보듯, 5세기까지 盤이 주로 반상
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세기에는 굽이 낮은 단각고배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보
아 이 무렵부터 案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제어 : 飯床 盤 案 組立式 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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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飯床을 이용한 식사방식의 등장과 확산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樂浪郡(B.C. 108~A.D. 313)의 木槨墓에서 칠기상이 출토되는 것으
로 보아 늦어도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낙랑군에서 출
토된 칠기제 상과 음식기는 모두 漢의 ‘蜀’地域에서 제작된 것으로, 기종의 구성이나 형태
등이 漢과 동일하다(오영찬 2014 ; 왕페이신(오영찬 역) 2016 ; 주영하 2003). 이로 보아 낙
랑군에서도 칠기로 이루어진 음식기 및 반상을 모든 계층에서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
니다. 물론 동시기의 한반도 내에서는 (漆器)飯床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아직 반상을 이용
한 식사법이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낙랑의 식사도구와 이를 사용하는 식
사예법 등의 음식문화가 주변의 고구려와 백제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크다. 다만
이를 증거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서 자료의 증가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낙랑 이후 한반도 내에서 飯床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보급·확
산되는 삼국시대를 대상으로 그 형태와 특징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표 1].
飯床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와 사례가 필요하다. 하지만 삼국시대 반상은
그 출토사례가 미미하고 부재의 다양성도 적다보니 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의미한 통계
나 형식을 도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의 벽화나 음식기와 같은 간
접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밖에 고대 반상에 대한 이해
와 비교를 위해 중국과 낙랑군의 자료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부재를 이용한 조
립식 상의 조사성과가 많은 일본 弥生(야요이)時代의 사례도 함께 비교해볼 것이다. 이

러한 접근을 통해 삼국시대 飯床의 특징과 당시의 식사방식 등이 조금이나마 분명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事例 檢討
삼국 중에서 고구려는 유일하게 무용총, 각저총, 안악 3호분 등의 고분벽화를 통해 飯
床의 형태와 실제 사용 장면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다.
무용총 벽화를 보면, 여인들이 飯床을 나르는 장면과 묘주가 손님을 접대하는 接賓圖
가 그려져 있다[그림 1-② ③]. 이중 飯床을 나르는 장면에서 맨 앞사람은 양손을 모은
채 두 사람을 이끌고 있다. 뒤따르는 2명의 여인은 소반형태의 床 아래에 한쪽 팔을 끼워
떠받친 채 한쪽 손으로는 측면을 붙잡아 고정한 상태로 나르는 중이다. 床의 크기와 형

古代 飯床 硏究

39

①

②

③

④

<그림 1> 고구려 고분벽화의 飯床 ① 각저총, ②·③ 무용총, ④ 안악 3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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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잡는 방식, 올려진 그릇의 수와 종류가 같은 것으로 보아 두사람의 상차림으로 보여
진다. 이는 별도의 조리장소(반빗간)에서 음식을 차린 다음 식사장소로 옮기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무용총 접빈도의 오른쪽에는 묘주로 보이는 인물, 왼쪽에는 승려로 보이는 머리가 짧
고 옷차림이 다른 2명의 남자가 앉아있다. 세 사람 모두 평상 형태의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앞으로 8명 가량 상반신만 보여 승려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추정된다. 묘
주와 승려의 중간에는 시종이 손에 칼을 들고서 상 위에 놓인 음식물을 썰거나 정리하고
있다(경기도 박물관 2005: 186)[그림 1-②].
모자를 쓴 묘주와 승려로 보이는 두 사람 앞에 다리가 높은 상이 놓여있다. 상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 고구려 귀족의 식사법은 漢代와 마찬가지로 개인상을 기본으로 하
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상 위에 놓인 작은 그릇은 겉면이 검고 안쪽은 밝은 색을 띄
는 것으로 보아 토기보다 칠기로 추정된다(주영하 2003: 129).
검은색 용기에 담겨진 내용물은 알 수 없지만, 크기와 종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주부식이 구분된 상차림으로 볼 수 있다. 시종의 뒤에 놓인 상은 크기와 형태가 대체로
비슷하며, 과일 또는 과자를 쌓아 올린 커다란 삼족기가 놓여 있다. 그 옆에 놓인 세발
상에는 술이나 물을 담았을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병을 올려두었다(주영하 2003: 128).
이로 보아 손님 접대를 위한 상차림은 음식을 올린 상과 과일(또는 과자), 물(또는 술)병
1)

이 하나의 조합(SET)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세발 상 위에 음식기를 올려
둔 사례는 무용총 뿐 아니라 각저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그림 1-① ②].
각저총 벽화의 묘주도를 살펴보면, 무용총과 마찬가지로 실내 장면은 천정에서 내려오
는 휘장을 두른 내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그림 1-①]. 화면 중앙에는 묘주로 보이는 사
람이 앉아있고 그 오른쪽에는 크기로 보아 부인이나 딸로 보이는 여인 두 명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그 너머로 조그맣게 그려진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시종으로 보인
다. 묘주의 오른쪽에는 음식기가 놓인 상, 왼쪽에는 세발 상 위에 병을 올려두어 무용총
의 접빈도와 유사하다(주영하 2003: 128).
뒤에 놓인 상에는 활처럼 보이는 기물, 그 왼쪽에는 옷을 올려둔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각종 생활용구를 올려두는 용도로 상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저총의 접빈도에는
모두 6개의 상이 놓여 있지만 묘주만이 의자에 앉아있을 뿐 여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1) 飯床의 변천은 식사할 때 앉는 좌법의 변천과 관련이 깊다. 고대 중국에서도 방석과 멍석을 병용할 경우 다리가 짧고 작은 案이 사
용되며, 대개 작은 음식기는 案 위에 올리고 무겁고 큰 食事道具나 음식기는 별도의 案에 올려놓는다(西澤治彦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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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악 3호분의 생활도 벽화에는 부엌에서의 조리장

면과 함께 오른쪽에 几로 보이는 반상과 그 위로 음

식기명이 수북이 쌓여져 있다[그림 1-④].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 유일하게 几가 그려졌다. 궤 위에 쌓

인 음식기로는 왼쪽에 접시, 오른쪽에 얕은 바리(淺
鉢)가 있다. 접시에 음식을 담고 완에는 밥을 담아
차린 상을 무용총의 [그림 1-③]처럼 식사공간으로
옮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집안 태왕릉에서는 祭床의 다리 장식으

<그림 2> 태왕릉 출토 금동 상다리
장식(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5: 338)

로 추정되는 금동제품도 출토되었다[표 1-1~3, 그림 2]. 天板과 다리는 모두 부식되고 탁
자의 다리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금동제 장식만 잔존하는데, 대형(길이 48.6㎝), 중형(30.5
㎝), 소형(17.5㎝)의 3종류가 확인된다(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5: 337~8 ; 吉林省文物考古
硏究所. 集安市博物館. 吉林省博物館 編著 2010: 114~117). 금동제 상다리 장식은 다리와
천판을 결합하면, 전체 높이가 요즘의 식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반상이 아님을 알 수
2)

있다 [그림 2].
백제에서도 완형의 상은 확인되지 않으나 무령왕릉에서 음식기를 올리는데 사용된 祭
臺가 출토되었다[표 1-10, 그림 10-②]. 제대는 외면이 모두 부식되어 음식기가 놓인 부
분(45㎝)이 잔존하므로 천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원형이 案인지 盤인지의 구분은 어려
운데, 상면에 제기로 사용된 청동용기의 흔적을 통해 반상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文化財管理局 編, 1973 ; 국립공주박물관 2011: 34~5).
이 밖에 부여 관북리유적(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221) 출토 목판은 크기나 형태
등으로 보아 반상의 천판으로 추정된다[표 1-11, 그림 3-①]. 목판의 상면은 편평하게 정
지되어 있고, 한쪽 모서리에 다리를 결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방형 홈이 남아있어
案으로 추정된다.
신라지역은 경산 임당 저습지 유적에서 다리(脚部) 4점, 고촌유적에서 보강판 1점이 출
토되었는데, 나머지 부재가 없어 원형은 알 수 없다.[표 1-4~8, 그림 3-③~⑦]. 임당 저
습지 출토 부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272) 4점은 모두 상의 다리 부분으로 바닥에 닿
는 접지면이 곡선을 이룬다[표 1-4~7번, 그림 3-③~⑥]. 기장 고촌 저습지 유적(동아세
아문화재연구원 2010: 137~8)의 부재는 긴 세장방형으로 양단에 방형과 장방형 홈이 뚫
려 있어 천판과 다리 사이를 결합하여 고정시켜 주는 補强板으로 볼 수 있다[표 1-8,

2) 현재 집안시박물관에 복원된 제상을 보더라도 종묘제례에 신위를 올리는 상처럼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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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백제와 신라의 상 部材
① 부여 관북리유적, ② 기장 고촌(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③~⑥ 경산 임당유적, ⑦ 기장 고촌(경남 문화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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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3-⑦] . 경산 임당과 기장 고촌의 저습지 출토 부재는 사용된 부위만 다를 뿐 동일
한 유형의 조립식 상에 쓰이는 부재이다[표 1-4~8, 그림 3-③~⑦].
<표 1> 삼국시대 출토 상 일람(임당·고촌유적은 도면 번호임)4)
유적명

형태
부분

재질

시기

특징

제원
(단위 ㎝)

太王陵1

다리
장식

금동

5세기 초

祭床의 다리장식으로 접지부는
말굽 형태, 상단은 상부목재와
결합하기 위한 결합부 돌출

높이: 48.6
두께: 5.4

太王陵2

다리
장식

금동

5세기 초

1번과 거의 동일하나 더 짧고
뭉뚝한 형태

높이: 30.5
두께: 4.8

3

太王陵3

다리
장식

금동

5세기 초

1·2번과 다른 형식으로
일부만 잔존

높이: 17.2
두께: 4.2

4

임당저습지2219-1

다리

목재

3∼4
세기

각부 상단에서 바닥접지면으로
벌어지며 넓어짐

높이: 23.5
폭: 7.7
두께: 2.9

5

임당저습지2219-2

다리

목재

3∼4
세기

상단의 결합부가 결실됨,
바닥 접지면 弧狀 이룸

높이: 18.4
너비: 7.3
두께: 3.1

6

임당저습지2893

다리

목재

3∼4
세기

하단부 결실, 상단 결합부 천공잔존,
단면장방형

높이: 19.2
너비: 6.6
두께: 1.1

7

임당저습지3107

다리

목재

3∼4
세기

잔존상태 양호, 상단 결합면 천공,
바닥 접지면이 고리처럼 곡선 이룸

높이: 18.4
너비: 4.2
두께: 1.2

8

고촌리25

보강판

목재

4말∼5세기 초

판재 양쪽에 장방형 홈 천공,
보강판으로 추정

길이: 27.1
너비: 4.8
두께: 1.8

고촌리26

완형

목재

4말∼5세기 초

통나무를 깍아서 일체형으로 만든
작업대

길이: 52.1
너비: 22.6
높이: 60.9

번호

지역

1

2

집안4)

경산

기장
9

10

공주

무령왕릉

추정
천판

목재

6세기

옻칠 판재 천판으로 추정, 상면에는
청동용기 흔적

길이: 45

11

부여

관북리

추정
천판

목재

7세기

장방형 판재 모서리에 홈 천공, 편평
외면 정면

길이: 84
너비: 52
두께: 5

3) 기장

고촌유적에서는 이 밖에 상하 양면이 편평하게 조정되어 상의 天板과 유사한 판재도 출토되었다[그림 3-②]. 형태는 평면 장방형에
네모서리는 방형의 홈이 뚫려 있어 다른 부재와 조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경남문화재연구원 2010: 93). 그러나 상의 천판으로 보기
에 크기가 작고 두터운 데다(39.5㎝×29.3㎝×6.3㎝), 외면의 상태도 치밀하지 않아 반상의 천판으로 보기 어렵다.
4) 태왕릉에서는 금동제 상다리는 모두 10점이 출토되었다[그림 2]. 다리의 형태는 크기가 다른 세종류이므로 종류마다 1점씩 제시하
였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307 ;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集安市博物館·吉林省博物館 編著 20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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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古代 中國과 三國時代의 飯床
1. 古代 中國과 樂浪郡
상은 식사 뿐 아니라 책을 읽고 문서를 작성하는 일상 업무와 도구 제작을 위한 작업대
등 여러 쓰임새를 가진다. 이 가운데 식사를 위한 반상은 도구 제작용 작업대에 비해 늦
게 등장한다. 그 이유는 飯床을 이용한 식사방식의 등장은 음식기와 식사도구 등의 갖춤
새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음식 종류나 식사예법과 연동이 되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에서 상과 유사한 형태는 신석기시대 龍山文化(B.C. 2500~1900)의 山西省 襄

汾县 陶寺遺蹟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용도는 분명하지 않다. 오늘날과 같은 飯床의 원형
은 商周時期의 靑銅이나 漆器로 만든 俎에서 찾을 수 있다[그림 4-②·③]. 하지만 俎는

천판의 폭이 좁고 긴 도마 모양에 床面이 곡면을 이루는 등 여기에 음식기를 올려 사용
하는 기능은 갖추고 있지 않다(扬之水 2015: 12). 이처럼 俎는 그릇을 올려 사용하는 오

늘날의 반상과 달리 음식물을 직접 올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상을 사용하기 전에
는 俎나 고배(豆)에 음식물을 담아서 손으로 먹는 手食이 사용되었다(오승환 2019: 102)
[도면 4-①].
②

③

④

①

<그림 4> ① 商代 靑銅器에 새겨진 食事場面(김상보 2010: 24), ② 商代 靑銅俎 遼寧 花兒樓,
③ 春秋時代 山東 海陽嘴子前 春秋墓, ④ 戰國時代 河南 信陽 長台關 7號墓

출토자료로 볼 때, 반상 위에 음식기를 올려 식사를 하는 방식이 나타나는 것은 春秋時
代(東周)부터라 할 수 있다. 이후 반상의 출토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고대 중
국에서도 戰國時代에 비로소 飯床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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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바닥에 음식기를 두고 식사를 하다 이때부터 상 위에 올려 사용하다 보니 아직
반상의 높이는 俎나 豆에 비해 높지 않다[그림 4-④]. 이 시기의 반상은 다리가 달린 案
5)

과 함께 바닥이 扁平한 盤이 모두 사용되었다 . 이러한 양상은 南北朝時代까지 이어지는
6)

데, 그 이유는 용도에 따라 함께 또는 각각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戰國時代에는 河南 信陽 長台關 7호묘 출토 案에서 보듯, 오늘날과 같은 식사 전용의 전
형적인 반상이 등장한다[그림 4-④]. 이를 보면 아직 상 다리는 낮지만 천판의 크기는 더

욱 커져(135×60㎝) 여러 사람이 모이는 연회 등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扬之水 2015:

32). 여기에는 반상의 테두리에 턱을 두어 음식기가 상 밖으로 밀려 나가지 않도록 처리
한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상의 천판 외곽에 턱을 두는 방식은 이후 동아시아 반상의 특
징이 되어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그림 4-④, 6-②~④, 7-①·②, 9, 10-④].
秦漢時代에는 西漢代의 湖南省 長沙 馬王堆 一號墓 출토 盤이 대표적이다[그림 6-④].
여기에는 다양한 漆器와 젓가락이 놓여있어 그 차림새가 화상석에 보이는 宴會床과 크
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湖南省博物館·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編 1973
: 87~8). 동시기의 湖北省 江陵 龍桥河 西漢 1號墓 출토 案은 天板 아래로 橫板받침을 이

단 설치하고 그 아래의 네 모서리에 다리를 결합하였다[그림 6-②]. 天板의 床面에는 전
체를 十字로 區劃하여 두개씩 모두 8개의 음식기가 놓이는 자리를 圓文으로 채워 넣었는
데 이러한 문양 배치는 전국시대 이래의 전통이 된다.
東漢代에는 河南省 洛陽市 王女塚 M267號 漢墓 출토 칠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대체로 西漢代의 龍桥河 西漢 1號墓 출토품과 비슷한 모습이다[그림 6-③]. 그러나 천판

내부의 칠화 문양은 마왕퇴 한묘 출토 盤에서 보듯, 직선의 흑칠 문양이 구획되어 있다.
문양을 따라 내부 중앙에는 중형 이배 3개, 양 장변에는 소형 이배를 5개씩 배치하였다.
漢代까지도 반상을 이용한 일반적인 식사법은 四川省 成都 鳳凰山 出土 畵像塼에서
5) 고대 중국에서는 다리의 유무에 따라 案과 盤으로 나누며, 천판의 형태가 방형이면 案, 원형은 檈으로 부르는데 이를 구분하면 다
음과 같다. 盤 : 다리가 없는 원형이나 방형의 천판만 있는 형태, 천판 아래 다리 대신 가장자리에 목부재로 접지면을 만들기도 한
다. 案 : 방형의 천판 아래 4개의 다리가 달린 형태이다. 檈 : 案과 같으나 천판이 둥근 형태로 圓案이라 불리기도 한다(西澤治彦
2009: 81~84). 几 : 팔이나 몸을 기대는데 사용하던 기물로 여러개의 굽은 다리를 연결한 형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다리
를 가진 상을 부를 때도 궤라 칭한다.

盤

案

檈

<그림 5> 고대 중국의 飯床 명칭

几

6) 고대 중국의 벽화나 화상석이나 벽화에 묘사된 것을 보더라도, 음식을 담아 나르는 장면에는 주로 盤이, 연회 장면에는 案과 盤이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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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 좌식이 기본이었다[그림 6-①]. 이러한 좌식의 반상을 이용한 식사방식은 이후 南
北朝時代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唐代에는 좌식의 반상이 사라지고 중앙아시아 유목민
족의 영향을 받아 입식의 의자와 식탁으로 변화하게 된다(王仁湘(주영하 옮김) 2010:
369~370).
따라서 고대 중국의 飯床을 이용한 식사방식은 唐代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에 앉
아서 밥을 먹는 平坐法이었다[그림 6-①]. 평좌법이란 바닥에 坐具로 멍석을 깔고 그 위
에 멍석보다 작고 얇은 방석을 올려 신발을 벋고서 앉는 방식이다(西澤治彦 2009: 73~84)
[그림 6-①].

①

②

③

④

<그림 6> ① 四川省 成都 鳳凰山 出土 畵像塼, ② 湖北省 江陵 龍桥河 西漢 1號墓,
③ 河南省 洛陽市 王女塚 M267號 漢墓, ④ 湖南省 長沙 馬王堆 一號 漢墓

고대 중국의 飯床을 이용한 평좌의 식사법은 한사군의 하나였던 樂浪郡(B.C. 108~A.
D. 313)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목곽묘 출토 漆器 案을 통해 알 수 있다. 樂浪郡의 木
槨墓 出土遺物을 보면, 당시 漢의 飮食用具(炊事容器인 鼎, 鍑, 甑, 食事道具인 案, 匙,

各種 飮食器皿, 酒器인 樽, 勺, 耳杯 등)와 거의 동일한 칠기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飮食用具는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볼 수 없던 것으로 漢四郡의 설치(B.C. 108)
이후 등장한 것이다.
중국에서도 칠기 반상은 漢代에 널리 확산되는데, 이는 『鹽鐵論(B.C. 81)』에 “보통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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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문양이 있는 술잔과 그림이 그려진 상을 사용하고 酒宴을 연다”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桓寬(김원중 譯) 2007: 231). 그런데 漢代 칠기생산의 중심지는 오늘날 중국의 사
천성에 해당하는 ‘蜀’地域이다. 여기에서 생산된 고급칠기는 漢을 넘어 樂浪郡을 비롯하
여 흉노지역인 노용올이나 漢三郡이 설치된 베트남 북부지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통되
었다. 특히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칠기 60여 점의 紀年銘文을 보면, 주로 B.C. 85~A.D. 71
년 사이에 四川省 成都 일대에서 제작되어 樂浪郡으로 수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국립중
앙박물관 2001: 44-5 ; 왕페이신(오영찬 譯) 2016: 108~9 ; 주영하 2003: 129). 樂浪郡 역시
漢代의 동일산지에서 공급된 칠기의 수요처 중 하나였기에 漢과 기종, 형태, 장식문양과
7)

도안, 제작기법 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①

②

③

<그림 7> 樂浪出土 漆器 飯床 ① 석암리 9호분, ② 정백리 127호분, ③ 석암리 201호분

이중 東漢 初(A.D. 1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평양 정백리 127호분(一名 王光墓) 출토품
을 보면, 장방형 천판의 네 모서리의 홈에 다리를 끼워 맞추는 구조이다[그림 7-②]. 평
양 석암리 9호분 출토 상은 다리에 금으로 도금된 곰 모양 장식에 옥을 박아 넣고, 天
板 모서리에는 ‘ㄱ’자형 금동장식을 부착하여 화려함을 더했다(국립중앙박물관 2001:
58~59)[그림 7-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천판의 주칠 바탕에 흑칠로 구획한 도안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長沙 馬王堆 一號墓와 江陵 龍桥河 西漢 1號墓 출토품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그림 6-③ ④]. 이처럼 ‘ㄱ’자형 금동제 장식으로 천판 외곽을 두른 턱이며 짧
은 다리 장식 등은 樂浪郡과 漢代 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로 보아 漢의 음식문화와 식사예법이 낙랑군의 지배층에서도 여과 없이 전해지고 사
용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漢과 동일한 칠기제 飯床과 飮食器를 이용하는 식사
방식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당시 낙랑군의 일반적인 생활문화라 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음식문화를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지배
계층일 뿐 대부분의 기층민은 이를 향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7) 樂浪郡 時期의 칠기 반상은 평양 일대의 목곽묘에서 다수 출토되었으나 대부분 개별유물로 자세히 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형태와 구
조, 문양, 제원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48

제40호

漢에서 수입한 칠기 반상과 음식기를 이용한 식사예법은 樂浪郡을 넘어 점차 한반도의
여러 정치체와 그 엘리트층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를 입증해줄 명확한 자료는 아
직 없으나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말처럼 낙랑군을 넘어 주위의 고구려, 대방,
백제의 엘리트층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는 반상을 이용한 식
사방식이나 숟가락과 젓가락이 삼국시대에 등장하고 확산되는 배경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고고자료가 아직 명학하지 않다는 점
에서 향후 낙랑이 삼국의 음식문화에 끼친 영향을 밝히는 연구와 (특히 북한)자료의 증
가를 기대한다.

2. 高句麗
고구려는 무용총 벽화의 ‘접빈도’ 등에서 보듯 飯床과 음식기명의 형태 및 사용 장면까
지 잘 묘사되어 있다[그림 1-②·③]. 고구려의 음식기종에는 고배류가 보이지 않으므로
(사공정길 2013 ; 정수옥 2015: 73), 飯床을 이용한 식사 방식이 일찍부터 자리 잡았을 거
라 간접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박순발 2006: 143)[그림 8].
고구려의 飯床에 사용된 음식기는 구의동유적을 비롯한 다수의 보루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대부분 접시, 완, 발, 이배 등이다(사공정길 2013 ; 이
형호 2015 ; 정수옥 2015: 73)[그림 8]. 이들 기종은 ‘무용총’, ‘각저총’, ‘안악 3호분’ 등의
벽화에 묘사된 음식기와도 일치하고 있다.
고구려의 반상은 무용총과 각저총 벽화에 묘사된 상을 보더라도, 오늘날의 소반보다 약
간 다리가 높은 案이다[그림 1-①~③]. 상의 형태를 보더라도 다리가 3~4개 달린 案이며,
안악 3호분에서는 유일하게 几도 나타난다.[그림 1-④]. 고구려 고분 벽화에 묘사된 상은
8)

모두 좌식용이며 입식의 卓子는 보이지 않는다 . 비록 묘주가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타나지만 이것으로 입식의 식탁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무용총의 접빈도
에서 보듯 평상 형태의 의자에 앉은 묘주와 손님 앞에 음식상이 차려져 있어 마치 의자
에 앉아 입식의 식탁처럼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식탁과
의자가 한 벌로 조합을 이루는 입식의 식사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용총과 각저총의 접빈도에서 보듯, 벽화에 묘사된 상은 식탁보다 오늘날의 소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이다. 묘주와 손님이 앉은 의자를 보아도 상과 거의 같은 높이
다. 게다가 ‘각저총’의 무릎을 꿇어앉은 여인들 옆에는 의자 없이 음식상만 놓여있다. 즉

8) 三足案은 식사용도보다 기물을 올려 두거나 보조용 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의자에 앉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식탁으로는 쓰기 어렵다. 태왕릉 출토 금동제 상다리 장식은 飯床이 아닌 祭床이란 점에서 식탁의 범주에 넣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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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8>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 출토 음식기 ① 접시, ② 얕은 바리(淺鉢), ③ 완, ④ 귀잔(耳杯)

묘주만 의자에 앉아있을 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없으며, 식탁처
럼 다리가 높은 음식상 또한 보이지 않는다. 이는 평소 생활 역시 의자와 식탁을 이용하
는 입식이 아닌 좌식이며, 식사도 좌식의 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무용총 벽화에
칼을 들고 음식상을 정리하는 시종의 자세 역시 무릎을 낮추어 상체를 숙이고 있어 음
식상의 높이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입식의 식탁이면 선 채로 또는 고개만 약간
숙이는 자세였을 것이다.
의자에 곁들여 놓은 상다리의 높이를 보더라도 의자에 앉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높
이이다. 따라서 각저총 벽화에서 보듯, 고구려의 귀족(묘주)은 의자에 앉아 접빈을 하지
만 식사는 좌식의 음식상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는 당시 중
국과 같은 좌식의 식사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낙랑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飯床은 고분벽화를 제외하면 아직 출토 사례가 없으므로 동시기에 인
접한 前燕(A.D. 337~370)의 朝陽 袁台子墓에서 출토된 漆案을 비교자료로 살펴볼 수 있
다(강현숙 2005: 159~62 ; 國家文物局 主編 2008: 279~281 ; 전호태 2007 ; 서울대학교 박
물관 2001: 48, 59, 98~100)[그림 9]. 원대자묘
출토 漆案의 천판은 가장자리에 턱을 두었으
며, 다리 높이는 22㎝로 漢代에 비해 높아졌음
을 알 수 있다. 漆案에는 다양한 飮食器를 올
려 묘주의 생전 상차림을 엿볼 수 있다. 상차
림에 놓인 器皿은 밥그릇 1개에 다수의 음식기
가 배치된 것으로 보아 주부식이 분리된 개인
용 상차림이란 걸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식
기로 磁器가 놓인 것으로 보아 동시기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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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朝陽 袁台子壁畵古墳의 漆案

9)

의 왕실에서도 음식기로 자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袁台子墓의 案
은 당시 북방의 前燕 지배층에서 유목문화의 특징인 입식의 의자와 식탁 대신 중원의 좌
식 식사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 百濟
한반도 중서부 및 남서부 지방에서는 삼국시대 이전의 상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 연구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저습지 유적이라 할 수 있는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도
상의 부재 대신 다량의 칠기 고배(豆)가 출토되므로 床 없이 수식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국립광주박물관 2012: 150·165). 따라서 이 지역에서 삼국시대 이전까지 상을 이용
한 식사방식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무안 양장리 출토 ‘도마’형 목기는 상으로 기능하기에 너무 좁고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다[그림 10-①]. 게다가 상면에는 칼자국 등의 사용흔도 보이지 않아 도마로 쓰였
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면이 곡면을 이루므로 음식기를 올리는데 적합하지 않아 직접 음
식물을 올리는 俎豆에 가깝지만 명확한 기능은 알 수 없다.
이후 백제 반상의 사례로 웅진기의 무령왕릉 출토 祭臺를 살펴볼 수 있다[그림 10-②].
비록 무덤에 부장된 제의용 상이지만 웅진기 반상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사례
이다. 잔존 제대는 상의 천판으로 추정되며, 상면에 청동 용기가 놓였던 자국이 그대로

①

②

③

④

<그림 10> 삼국시대 床 관련 유물 ① 무안 양장리, ② 무령왕릉, ③ 기장 고촌리 ④ 천마총

9) 고구려에서도 중국 청자의 출토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임혜빈 2018: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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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다. 위에 놓인 청동용기의 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음식기가 발굴 당시까
지 올려져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모서리가 모두 부식되고 다리의 유무마저 불투명하
므로 盤인지 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국립공주박물관 2011: 34~5). 그런데 상면이 대부
분 부식되는 동안에도 청동용기의 위치가 계속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청동용기가 상 위에 놓인 채 그 위치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바닥
에 상면이 닿아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상에 다리가 있었다면 상다리가 부식되
어 무너지면서 음식기가 굴러 떨어지게 되므로 위치가 고정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제대는 案보다 盤일 가능성이 크다.
사비기에는 도성인 관북리 유적에서 案의 천판으로 추정되는 판재를 통해 반상이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판재는 비교적 길어(길이 84㎝) [표 1-11, 그림 3-①] 개인용 반
상보다 왕실의 연회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제 사비기에는 생활문화나 토기에 고구려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특징도 나타난다.
부여 능산리사지의 북편 건물지 1·2에는 전형적인 고구려식 판석 구들이 설치되어 있
다(한국전통문화학교 고고학연구소 2010: 295 ; 송기호 2019: 145). 이 구들을 보면, 고래
배연부가 건물 외부로 꺽이면서 빠져 나가는 외절 ‘ㄱ’자형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집
안 동대자유적 등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고구려식 구들의 특징이다. 또한 사비기에는 반
상에 올라가는 음식기종인 완, 접시, 개배, 삼족토기, 고배, 전달린토기(耳杯) 등의 제작
기법이나 여러 속성에서도 고구려 토기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그림 11]. 이러한 특
징들은 백제 사비기의 음식문화와 식사방식에 고구려의 영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
로 보기도 한다(정수옥 2015: 76).
백제는 한성기부터 음식기종 가운데 고배의 출토비율이 높지 않으며, 대각 높이조차
삼족기와 비슷하여 동시기의 신라·가야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웅진기를 거쳐 사비Ⅱ
기에는 백제 중심지인 금강유역에서 더 이상 고배가 부장용으로 쓰이지 않고 생활유적
에서만 소량 발견될 뿐이다(김종만 2012: 138). 이러한 변화는 삼족기에서도 볼 수 있다.
한성기의 삼족기는 배신이 완이나 반처럼 운두가 깊은 반면, 웅진기를 거쳐 점차 사비기
에는 접시처럼 심도가 얕아지고 다리 또한 짧아지는 양상이 뚜렷해진다[그림 11].
이처럼 대각이나 다리가 부착되는 고배와 삼족기와 웅진·사비기의 반상을 연동하여 살펴
보면 상호관계가 드러난다. 따라서 반상의 높이와 고배·삼족기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음식
기종이 출현하는 한성기 Ⅱ기에는 飯床으로 안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존재하였을 거라 추정
된다(박순발 2006: 143 ; 정수옥 2015: 73). 다만 이 조합은 아직 반상의 출토사례가 없으므로
한성기~웅진기까지는 용도에 따라 盤과 案이 함께 쓰이다 사비기에는 案 위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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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백제의 음식기명의 변화(金鍾萬 2007을 정수옥 2015: 55에서 일부 수정)

4. 新羅
신라에서는 경산 임당과 부산 고촌의 저습지 유적에서 조립식 상의 부재로 추정되는 목
부재가 출토되면서 그 구조와 형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동아세아문화재
10)

연구원 2010 ; 영남문화재연구원 2014)[표 1-4~8, 그림 3-③~⑦] . 그러나 출토된 조립식
상의 부재가 극히 일부이다 보니 명확한 결합 형태나 구조적 특징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동시기의 조립식 상이 출토된 사례가 많은 일본과 비교해 보았다.
일본에서는 福岡 雀居遺蹟 SD02출토 彌生時代 後期 後半~終末期의 조립식 상을 비롯
한 다수의 사례와 다양한 형태의 부재가 출토되었다(安土城考古博物館 2009: 30 ; 長友朋
子 2008: 89~92)[그림 12-①]. 일본의 조립식 상을 임당과 고촌 유적의 출토품하고 비교
해보니 상의 脚部와 補强材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3-③~⑦, 12-②].
日本에서 雀居遺蹟 SD02 출토품과 같은 조립식 상은 韓半島의 물질문화에 많은 영향
을 받던 彌生時代 後期에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의 구조와 형태가 중국의 漢

10) 기장 고촌 저습지 유적에서는 이 밖에 작업대로 추정되는 일체형 상이 1점 출토되었다[표 1-9, 그림 1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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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12> 日本 彌生時代 床과 盤
① 福岡 雀居遺蹟 SD02출토품, ② A1류의 조립 모식도(長友朋子 2008: 79), ③ 형식분류(長友朋子 2008: 78)

代 畵像石에 묘사된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제작기술과 사용방식의 원류를 고대 중
국(漢)에서 찾고 있다. 이는 조립식 상의 제작기술이 中國(漢)에서 韓半島(原三國時代)
를 거쳐 日本(彌生時代 後期)으로 전해졌다는 가설로 이어지게 되었다(長友朋子 2009:
95·100). 한반도에서는 2000년대 이전까지 조립식 상이 출토되지 않았으나 경산 임당과
기장 고촌 유적에서 부재가 찾아지면서, 그 연결 관계가 분명해졌다. 그리고 임당과 고
촌 저습지 유적의 부재를 통해 3세기 무렵에는 한반도 남부지방에 판재를 조립하여 상을
만드는 분업화된 단계별 제작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임당과 고촌 출토 조립식 상의 부재를 長友朋子 분류안과 비교하면 모두 A1류에 해당
한다(長友朋子 2009: 78)[그림 12-③]. 그런데 이 유형의 상을 보면, 飮食器를 올려 식사
하는 용도보다 글을 쓰거나 읽고 각종 행정문서를 작성하는데 적합한 구조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상의 천판 양단에 보강판과 이를 덮는 뚜껑이 돌출되어 있어 개인용
반상으로 음식을 먹기 위해 팔을 움직이다 보면 당시의 소매가 넓고 큰 옷이 계속 스치
며 닿거나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간에 글을 쓸 때는 두 손을 올려 한쪽 손으로는 잡
아 고정시키고, 나머지 손에는 붓을 잡고서 쓰는데 적합하다. 또한 목간을 펼쳐 읽더라
도 상 위로 팔을 올려 걸치거나 내리게 되므로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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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고대 중국의 문서용 서안이나 경상
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모습이란 데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그림 13]. 대표적인 사
례로 왕유(699~759)의 ‘伏生授經圖’에 묘
사된 書案을 살펴보면, 천판의 앞 뒤로는
팔을 움직이기 편하도록 트여 있지만 좌
우에는 턱이 형성되어 단을 이룬다[그림
13]. 이와 같이 고대 중국에서도 책상과
반상은 그 구조나 형태에서 분명히 구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王維(699~759)의 ‘伏生授經圖’ 中
書案이 묘사된 장면

이는 조립식 상의 원류로 알려진 고대
중국의 반상을 보더라도 전국시대 이래 장우붕자의 B2류나 B3류[그림 12-③]처럼 음식
기가 밖으로 밀려 나가지 않게 외곽에 턱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商
代 遼寧 花兒樓 靑銅 俎豆, 戰國時代 河南 信陽 長台關 7號墓 出土, 漢代 湖南省 長沙 馬
王堆 一號 漢墓 出土, 湖北省 江陵 龍桥河 西漢 1號墓 出土, 河南省 洛陽市 王女塚 M267

號 漢墓 出土, 魏晉南北朝時代의 朝陽 袁台子壁畵古墳 出土 상에서 모두 나타난다[그림
4-②~④, 6-②~④, 9]. 그리고 樂浪郡의 平壤 貞柏里 127號墳, 石巖里 9號墳, 新羅 天馬塚
出土品에서도 모두 확인되고 있다[그림 7-①·②, 10-④].
이와 같이 A1류처럼 천판의 장변(긴 방향)에 턱이 없고, 단변(짧은 방향)에만 턱을 두
는 형태는 책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는 기원전 1세기부터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문서 작성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붓과 지우개 역할을 하던 삭도가 출토되
므로 당시 책상이 존재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음식기를 올려 식사를 하는 飯床으로
쓰기에는 불편해서 그 원류라는 중국조차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임당과 고
촌 저습지 유적출토 부재는 반상보다 독서나 행정문서의 작성을 위한 책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長友朋子 분류안[그림 12-③]에서 飯床으로 적합한 것은 B2류와 B3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B2류와 B3류[그림 12-③]를 살펴보면, 다리가 낮아 盤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3세기 후반 彌生時代의 일본에서 籩豆에 手食을 하였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
11)

즉 음식을 먹을 때는 다리가 없거나 낮은 盤에 고배를 올려 사용할 뿐 아직 案은 쓰이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간접증거인 셈이다.
11) “... 食飮用籩豆 手食 ...” 『三國志 魏書』 「東夷傳」 倭人條. 음식을 먹을 때 변두를 사용하여 손으로 먹는다.

古代 飯床 硏究

55

이상에서 보듯, 임당과 고촌 저습지 유적에서 출토된 脚部와 보강판은 모두 A1류에 해
당하므로 모두 飯床의 가능성이 낮다[그림 12-③]. 이로 보아 신라에서는 반상으로 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5세기의 천마총 부장곽 출토 漆盤
을 살펴볼 수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215)[그림 10-④]. 천마총 출토 漆盤을 보
면 다리는 없지만 원형의 외곽에는 턱이 돌려져 있다. 이는 앞서 중국의 반상에서 보듯
음식기가 밖으로 밀려 나가지 않도록 설치한 것이다. 여기에 은제 음식기가 놓여진 것을
보더라도 飯床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보면, 신라에서는 5세기까지도 왕실이나 엘리트 계층에서도 飯床으로 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천마총의 漆盤이 능묘 출토품이므로 실생활과 차이
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천마총, 금관총, 황남대총 등 다수의 적석목곽분에는 철

<그림 14> 6세기 초·전엽 신라양식 토기의 양상(남익희 2019: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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솥을 비롯한 당시의 취사용기, 음식기, 식사도구가 그대로 부장되어 나타난다. 漆盤 역
시 취사용기나 식사도구와 함께 당시 쓰이던 반상을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시에
반상으로 案이 사용되었다면 案을 부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案없이 盤만 출토되었다
는 점에서 보듯, 5세기까지 신라에서는 飯床으로 盤이 주로 사용되었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접 자료로 당시 주요한 음식기종의 하나인 고배 대각의 높이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5세기까지 대각이 높은 고배가 사용되다 6세기에 대각이
낮은 단각고배로 전환된다[그림 14]. 이러한 양상은 6세기 초·전엽, 경주 월성로 가-1호
분, 계림로 14호 등에서 굽이 낮은 이단투창고배와 대부장경호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
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배가 단각화하면서 배신과 대각의 높
이가 비슷해지고, 전체적인 기고 또한 낮아지게 된다(남익희 2019: 144). 이처럼 신라에
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높은 대각의 고배가 6세기부터 급격히 낮아지는 단각화 현상
을 보이는 원인도 飯床으로 변화와 연동지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5세기까지 음식
기로 굽이 높은 고배와 盤이 함께 쓰이다, 6세기 들어 案으로 변화하면서 함께 쓰이던 고
배 역시 단각화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확
실해지겠지만 신라 고배의 단각화는 盤에서 案으로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Ⅳ.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飯床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시작된 시점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
았다. 아직 고조선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는 낙랑고분 출토 漆器 案이 가
장 이르다. 案을 비롯한 낙랑고분 출토 칠기는 모두 중국 남부에서 수입된 것으로 당시 지배
층은 漢과 동일한 음식문화를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案을 이용한 낙랑군의 식사방식은
점차 인접하는 고구려와 백제 지배층에도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증명할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분명 하지 않다. 현재까지 상의 부재와 벽화 등의 간접 자료를 통해 한반도에서
飯床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보급·확산되는 시기는 삼국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고구려는 무용총, 각저총, 안악 3호분 등의 벽화에서 보듯, 다양한 종류의 飯床이 사용되
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배가 출토되지 않는다는 간접자료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백
제는 한성기부터 굽이 낮은 고배와 삼족기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기종이 나타난다. 이를 통
해, 한성기부터 반상으로 盤과 案을 용도에 따라 함께 사용하다 사비기에는 案위주로 변화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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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는 저습지 유적에서 조립식 상의 부재가 여러점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 부재는 飯床
보다 독서나 문서작성을 위한 책상일 가능성이 크다. 신라의 飯床은 天馬塚 출토 漆盤을 통
해 5세기까지 案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요 음식기종의 하나인 고배의
높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신라는 6세기부터 굽이 낮은 단각고배로 변화하므
로, 이 시기에 盤에서 案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飯床을 이용한 식사방식은 삼국에서 모두 확인되며, 고구려를 제외한 백제와
신라에서는 盤에서 案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삼국시대 반
상이 출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검토에 한계가 있다. 향후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
는 자료 증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므로 飯床을 이용한 식사방식의 보급과정, 그리고
음식기와의 상호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20.8.28.) ▶심사완료일(2021.02.18.) ▶게재확정일(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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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ning Table of Ancient Korean
Seung Hwan Oh

(Guardia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re is no research has yet been done on when Korean used a dining table for
eating food. Researchers assume that the dining table was first excavated from the tomb of
Nangnang in the 1st of century B.C., so it was used from then on. But the dining table and
wooden lacquerware of Nangnang were imported from China at that time. Nangnang and
the Han Dynasty of China at that time have the same type and shape of dining utensils and
food bowls. However, the dining utensils and food bowls used by Korean at the time are
different from the ones used by the Nangnang. This difference is because the ruling class of
the Nangnang is all from the Han Dynasty.
In Korea, people generally began to use the table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after the fall of the Nangnang. The mural paintings of Goguryeo tombs depict the use of
a dining table.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dining tables painted on the mural paintings
of Goguryeo tombs, more than five type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Goguryeo people
used various kinds of dining tables. In addition, a dining table was excavated at the Royal
Tomb of King Muryeong of Baekje. In the case of Silla, several components of the table(床)
were excavated from the swampy place site. This component means that the Silla people
assembled the table and made it. The method of assembling parts and assembling the
table was known to Japan during the Yayoi period.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refabricated table of Silla and Japan is a table or a desk.
Goguryeo and Baekj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used dining tables
early on, but it is not clear when Silla and Gaya were used. The method of determining
whether the table was used is checked at the height of the earthenware's foot used together.
Goguryeo earthenware had no foot and Baekje earthenware had low foot, so it was used
on a table, However, Silla and Gaya earthenware was not used on the table until the 5th
century due to their pedestal foot. Silla presumed to have used a dining table since the 6th
century when the pedestal foot of earthenware was lowered.
Keywords : dining

Table the Three Kingdoms assembled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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