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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식순
● 행사 개요
   - 일시 : 11. 10(목) 15:00~17:00
   - 장소 : 연초제조창 2층
   - 대상 : 한중일3국 전문가 및 시민(200여 명)
   - 주제 : 밥상위에서 만난 젓가락 스토리
   - 내용 : 한중일 3국의 공통된 문화원형인 젓가락을 중심으로 한 민속, 삶, 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발표 및 토론의 장
   ※ 테마별 발표 및 토론+공연이벤트+음식체험 등이 함께하는 네트워크파티 형식으로 진행

● 행사 식순

항목 대상 내용 비고

식전공연 온몸뮤지컬컴퍼니 아이스브레이킹 10분

개     회 사회자 개회및내빈소개 5분

개 회 사
이승훈(Lee Sung Hun) 청주시장

황영호(Hwang Yeongho) 청주시의장
인사소개 5분

기조말씀 이어령(Lee O-young/李御寧) 초대 문화부장관 <한중일문화유전자 젓가락> 20분

주제 ①
한국 정연학(Jung Yonhak/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한중일젓가락과민속> 15분

공연 ① 유연희(Yoo Yeon Hee/兪蓮姬) 무용단 젓가춤 공연 5분

주제 ②

한국 한복려(Han Bock-ryo/韓福麗)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한중일젓가락과문화>

15분

일본 나카미찌 히사츠구(Nakamichi Hisatsugu/中道久次)

(국제젓가락문화협회 사무국장)
10분

중국 쉐화롱(Xu Hualong/徐华龙)

(젓가락촉진회 회장)
10분

중국 저오잔쉐(Zhou Jianshi/周剑石)

(칭화대 교수)
10분

공연 ② 온몸뮤지컬컴퍼니 젓가락장단배워보기 10분

주제 ③

한국 김양식(Kim Yang Sik/金洋植)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중일젓가락과콘텐츠>

10분

한국 정명수(Chung Myung Soo/鄭明洙)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상임이사)
10분

한국 정진섭(Jung Jin Sup/鄭珍燮)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10분

자유토론 행사 참가자 중 자유 토론 1분스피치 형식으로 진행 10분

공     연 송영권(Song Yeonggwon) 젓가락이야기 낭송회 5분

폐     회 사회자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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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조발제 : 한중일 문화유전자 젓가락
·아시아를 읽는 생명공감 젓가락의 문화유전자‘젓가락은 문화유전자다’/ 
   한국 이어령(Lee O-young/李御寧) 초대 문화부장관

아시아를 읽는 생명공감 젓가락의 문화유전자
‘젓가락은 문화유전자다’

                                                    이어령(Lee O-young/李御寧) 초대 문화부장관

이번 꼬부랑 고개의 한국인 이야기는 젓가락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왜 하필 하찮은 젓가락이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젓가락은 고사하고 “하찮다”는 말이 “하지 아니 하다”의 준말이라는 

것도 잊고 산 지 오래인 우립니다. 요즘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하지 아니하니까” 젓가락

은 당연히 “하찮은” 것이 될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게 정말 하찮은 것이라면 어떻게 1,000년도 훨씬 넘는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금관 

장식과 함께 청동 수저가 발굴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젓가락이라는 도구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젓가락질하는 방법을 잊고 있었다면 그것

은 단순한 두 개의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옛날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끼

니때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내려온 젓가락과 젓가락질 그 속에 화석처럼 한국인의 

마음과 생활의식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고전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줄 것입니다. 

*棒

할머니가 들려주신 꼬부랑 고개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면 늘 보던 젓

가락이 갑자기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두 개의 막대기가 모음과 자음처럼 어울려 말이 

되고 붓이 되어 글이 되기도 합니다. 포크 나이프로 식사를 하는 서양 사람들이 발톱으로 

쥐를 잡아먹고 있는 고양이처럼 보이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우리는 부리로 모이를 쪼

아 먹는 새가 됩니다.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가 동서양을 비교한 문화론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식사를 할 때에도 전쟁을 하듯이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는 서양 사람들이 젓가락

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군자는 주방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맹자의 가르침 때문

에 주방이나 도축장에서 사용하던 칼은 감히 밥상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는 유교 문화권, 

그러니 젓가락 하나를 알려고 해도 수천 년의 교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디 유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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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겠습니까. 노자의 《도덕경》 28장에는 젓가락의 기본정신을 살필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 등장합니다. “통나무가 쪼개져 도구가 생긴다”*는 구절인데 통나무의 

박*이란 자연 그대로의 생나무로 소박 단순 꾸밈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박이라고 하면 제자들이 노자를 가리킬 때의 별칭이 되기도 하지요.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라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이라는 것이 모두 그 통나무를 쪼개어 만든 것이니 성

인이 쓰지 않는 한 위험천만한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젓가락을 놓고 생각하

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문자 그대로 통나무를 깎으면 젓가락이라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도구

와는 달리 원래의 통나무가 갖고 있는 소박 단순한 자연 그대로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다음 구절에 나오는 성인용지*와 곧바로 

통하게 됩니다. 

*君子遠庖廚, 樸散則爲器, 樸, 聖人用之 

고전이 아니라도 젓가락을 뇌 과학과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가면 아시

아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는 모두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라

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손재주가 생겨나고 IQ가 높다는 이론입

니다. 그러나 직선가도를 피하고 꼬부랑 고개의 원리로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허황된 

것만이 아니라 한국인 이야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젓

가락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것이 유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이누 족들도 다양

한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아시아계 인물들에는 인도 사람들이 압도적인데 그들은 젓가락은커

녕 맨손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다 옳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가 유교 도교 중국의 한자 문화권에서 통하는 

공통적인 특성이지 한국의 젓가락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과 

함께 젓가락질을 보고 배웠던 세 살 때의 통나무의 지혜로 돌아가 생각하는 것이 만 권의 

책, 첨단과학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양인*은 양 손으로 식사하고 한

인*은 한 손으로 식사를 한다”는 무식해 보이는 막말 속에 의외로 진담이 들어있다는 것

이지요. 한중일 3국은 다 같이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그 길이나 생긴 모양이 제각기 다릅니

다. 더구나 세계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사용하는 젓가락 문화권에서는 유일하게 금속 젓

가락을 사용하는 나라고 젓가락 숟가락을 함께 짝을 이루어 쓰는 유일한 민족인 것입니다.

집합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름만 비교해보아도 한국 문화의 특성과 그 정체성이 금

시 주문을 풀 듯 풀어질 것입니다. 일본은 젓가락을 한자로 ‘箸’라 쓰고 ‘하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숫자로 쓰면 8과 4가 되기 때문에 8월 4일을 젓가락 기념일

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하시는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와 그 음이 같다 하여 젓가락을 사

람과 사람 사이 성과 속을 이어주는 뜻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젓가락을 가리키는 

말에 ‘저’*라는 말 이외로 여러 말이 쓰이고 있지만 빠르다의 뜻을 가진 ‘쾌’*를 사

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갈 때 아이를 빨리 낳으라고 젓가락을 주어 보

내는 풍속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洋人, 韓人, 橋, 箸, 筷  

그런데도 말입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리고 그게 아이누의 말이든 먹을 것을 운반하는 

식 도구의 이름이 직접 인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한국뿐입니다. 손가락에서 젓가락이란 

말이 그리고 숟가락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래서 젓가락과 숟가락은 바로 내 몸의 

피와 신경과 통해 있는 아바타인 셈입니다. 사람과 도구 사이만이 아닙니다. 저희들끼리도 

가락이라는 돌림자로 형제처럼 짝을 만들어 수저가 됩니다. 숟가락은 음으로 국물을 떠먹

고 젓가락은 양으로 그 속에 있는 건더기를 집습니다. 그 어려운 주역의 괘는 젓가락이 되

고 태극의 원은 숟가락의 동그라미가 됩니다.  

어디 손가락뿐이겠습니까. 머리에서 갈라진 것이 머리카락이고 발에서 갈라진 것이 발가

락입니다. 온몸에서 갈라진 그 가락이 장단을 맞추면 노랫가락이 되고 신가락이 됩니다. 

한국의 독특한 가락 문화 짝 문화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는 주방에

서 식칼로 도마질을 합니다. 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잘게 잘게 썰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들 사이에 한국의 독특한 ‘사이 문화’라는 인터페

이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 콩알을 숟가락으로 퍼먹지 까다롭게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

가라고 묻는 사람들은 외국인만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한국인의 자

격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젓가락으로 한 알씩 집어 먹기에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생기

고, 혼자 독식하는 이기심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국말의 욕 가운데 “퍼먹는다”

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인이 젓가락 문화를 상실하면 곧 혼자 퍼먹는 추악한 한국인의 모

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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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아, 이쯤에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젓가락의 꼬부랑 고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는 그 열두 고개를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한마디로 포크 나이프

는 배워서 몸에 익히지 않아도 누구나 다 사용할 줄 압니다. 침팬지도 포크 나이프로 바나

나를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보아도 스푼은 생후 1년 안에도 사용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젓가락은 3년이 걸려야 비로소 손에 들 수가 있습니다. 말

을 배우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잘못 배우거나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

생 바르게 젓가락질을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대대로 이어

받은 것이 생물학적 유전자 DNA라면 젓가락질은 대대로 물려받은 문화적 유전자 밈*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적인 유전자와 달리 문화유전자는 문화적 습관이나 모방을 통해서 

거의 반은 무의식적으로 반은 의도적으로 학습하고 몸에 익히지 않으면 소실되고 맙니다. 

한국인은 이렇게 생물학적 DNA와 문화적 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에서 피로 핏줄이 이어지듯이 세대에서 세대의 밥상머리를 통해서 그리고 음식을 젓가

락, 숟가락으로 먹는 것을 통해서 한국인의 이야기는 면면히 면발처럼 길게 길게 이어져 

나옵니다. 고분에서 발굴된 젓가락을 볼 것도 없이 고려가요의 <동동> 맨 끝의 동짓달에 

나오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분디나무로 젓가락을 깎아서 사랑하는 님에게 바쳤더니 

엉뚱한 손이 그것을 입에 가져간다”는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한국 문화의 모든 수수께

끼가 풀릴 수 있습니다. 

*MEME

이 문화 유전자는 과거로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스마트 젓가락을 만들면 

일상적으로 먹는 모든 음식의 데이터가 한데 모입니다. 약국을 연계해 데이터를 모으는 왓

슨*이 문제겠습니까. 나트륨, 중금속, 혈당 등 매끼마다 전 국민이 먹는 음식 데이터가 빅 

데이터*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효용성은 무한에 가까울 것입니다. 문화유전자가 생물

학적 유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젓가락질을 하는 것은 감상주의적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미래에 던지는 희망이고 전략

인 것입니다. 애플도 구글도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젓가락질을 모르기 때문입

니다. 젓가락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 Watson-IBM의 인공지능 컴퓨팅 시스템으로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음, Big Data

그래서 하찮게 보였던 젓가락이 어느새 나의 정체성이 되고 서양과 동양 그리고 한중일 3

국의 문화의 차이를 재는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애고 어른이고 젓

가락질이 서툴러 젓가락 끝에 가는 홈을 파놓은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냉면을 흡사 공장의 나사못이나 드라이버로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아 그 맛이 

꽤나 익살맞습니다. 금속 젓가락으로 콩알을 집어 먹는 민족이라서 전에는 병아리 감별사

로 현재에는 반도체와 줄기세포로 개와 소를 복제하는 기술로 세계를 주름잡는다고 자부

하던 한국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홈파인 젓가락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예 냉면을 스파게티처럼 포크로 말아서 먹는 

아이들. 무상 급식이 정치 이슈가 되어도 젓가락질을 못하는 아이들이 교육 이슈가 되지 

않는 나라. 그 많은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젓가락 위기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는 나라 

그래서 여기 젓가락에 대한 꼬부랑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온 한국인들이 이제는 젓가락 꼬부랑 고개를 넘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답이 어디 있는지 나의 꼬부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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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주제 : 한중일젓가락과 민속
·젓가락 삼국지 / 한국 정연학(Jung Yonhak/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1994. 7.
1998. 7.
1999-現在. 
1998-現在.
2005-現在.
2014.5~현재

1994年7
1998年7
1999-現在。
1998-現在。
2005-現在。
2014.5〜现在

1994. 7.
1998. 7.
1999-現在.
1998-現在.
2005-現在.
2014.5~现在

 仁荷大學校 碩士(民俗學)
中國北京師範大學 民俗學科 文學博士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인하대학/강남대학/중앙대학/한양대학/동국대학 민속학 강사 및 엮임
比較民俗學會․ 東亞細亞古代學會․ 歷史民俗學會․ 農業史學會 理事
인천민속학회 회장

仁荷大學校　碩士（民俗學）
中國北京師範大學民俗學科文學博士
国立民俗博物館学芸研究官
仁荷大学/江南大学/中央大学/漢陽大学/東国大学民俗学の講師と歴任
比較民俗學會。東亞細亞古代學會。歷史民俗學會。農業史學會理事
仁川民俗学会会長

仁荷大學校 碩士(民俗學)
中國北京師範大學 民俗學科 文學博士
国立民俗博物馆 学艺研究院
仁荷大学/江南大学/中央大学/汉阳大学/东国大学 民俗学讲师
比較民俗學會․ 東亞細亞古代學會․ 歷史民俗學會․ 農業史學會 理事
仁川民俗学会 会长

젓가락 삼국지
정연학(Jung Yonhak/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1. 자포니카와 젓가락

아세안국의 국민들은 쌀을 주식으로 삼는다. 그러나 쌀의 품종은 자포니카와 인티카로 구

분되는데, 자포니카는 쌀이 둥글고 윤기가 나며 찰진 반면 인디카는 쌀이 길고 점성이 떨

어지며 흔히 ‘안남미’리고 부른다. 그런데 젓가락을 사용하는 지역은 자포니카를 먹는 

국가, 즉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이다. 이와 반해 인디카를 먹는 국가인 인도, 인

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젓가락 대신 손으로 밥을 먹는다. 그

것은 밥에 점성이 없어 푸석하고 날림밥이기 때문에 도저히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없

기 때문이다. 최근에 남미에서도 쌀을 주식으로 삼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

이 먹는 쌀은 인디카로 젓가락 대신 포크로 밥을 먹는다. 물론 쌀의 품종은 민족마다 선호

하는 밥맛이 다르지만, 인디카 생산량이 전 세계 쌀 생산의 90%를 차지하며, 자포니카는 

한중일 3국이 즐겨먹는 품종이고 이에 젓가락 사용도 지속될 것이다. 

2. 젓가락 삼국지

젓가락은 한중일 세 나라가 모두 사용하지만 젓가락의 형태나 크기, 재질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젓가락의 길이는 중국의 것이 가장 길고, 일본의 것이 가장 짧고 우리 것은 

중간 크기이다. 젓가락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나라의 상차림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는데, 큰상의 복판에 놓인 반찬을 집어먹는 중국인들은 자연스레 먼 거리의 음식

을 먹을 수 있도록 젓가락이 길어졌고, 작은 독상에 음식을 놓고 먹는 일본의 식생활에서 

젓가락은 음식을 집기 용이하게 짧게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 크기의 

상에서 음식을 먹기에 젓가락의 길이가 중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이다. 중국 젓가락의 길이

가 대략 25cm, 일본의 것은 20cm, 우리의 것은 22cm 정도이다. 한편, 상에 올려놓는 젓

가락의 방향도 다른데, 우리와 중국이 사람 앞쪽에 젓가락을 나란히 놓는다면, 일본은 상

의 오른쪽에 놓아 작은 상에서 젓가락을 쉽게 쥐도록 하였다. 

젓가락의 형태도 삼국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의 것은 동그랗고 굵은 반면, 일본

의 것은 앞쪽이 뾰족하고, 우리 것은 납작하다. 이것은 음식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진 음식을 집기 편하게 중국 젓가락은 가장자리가 뭉뚝한 것이고, 국수와 해

산물을 집기 편하게 일본의 젓가락은 뾰족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반해 우리네 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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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은 김치와 같은 절임 채소를 집게 편하게 앞쪽이 납작하다.   

젓가락의 재질도 한국이 금속을 선호한다면 중국과 일본은 나무나 참대젓가락을 많이 쓴

다. 우리민족이 금속 젓가락을 선호한 이유에 대해 신라시대 때 김씨가 정권을 잡으면서 

금속을 귀하게 여기는 풍속에서 시작하였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금속젓가락의 내구성

과 위생성, 음식을 잡았을 때 잘 떨어지지 않는 장점을 알았기에 지금까지 선호되어 온 것

이라고 여겨진다.

3. 숟가락과 젓가락

중국과 일본에서는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의 사용이 두드러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젓가락

은 숟가락의 보조기구이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짓고 있다.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먹어야 하고, 젓가락은 반찬을 집는데 사용한다. 중국과 일본은 밥

을 먹을 때도 젓가락을 사용한다. 중국의 경우 밥과 음식은 젓가락으로 먹고, 국은 숟가락

으로 먹는다.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까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명나라 때 

와서는 숟가락이 생활에서 분리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국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국채 들어 음료수 마시듯 마신다. 그러나 일본의 건국신화나 5-8세기의 가요를 모은 

『萬葉集』에 젓가락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과거 일본에서도 수저를 같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숟가락이 사용하지 않기 시작한 시기는 12-14세기부터이다.   

젓가락은 지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젓가락을 사용하면 적어도 30여 개의 

관절과 50여 개의 근육이 움직이는데, 그 운동량은 포오크를 이용하는 것에 배에 해당한

다고 한다. 모든 관절과 근육 중의 신경은 모두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결국 지능을 촉진

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실재로 올바르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학급과 그렇지 못한 학급의 비교에서도 그 결

과는 일치한다. 

조상님네들이 젓가락질을 못하는 아이에게 혼을 내면서 가르쳐주고, ‘젓가락질을 못하

면 시집장가를 못 간다’는 말을 지어낸 그 이치를 이제야 알 것 같다.

箸 の 三 国 志
鄭 然 鶴（国立民俗博物館学芸研究官）

1.ジャポニカと箸

アセアン国の国民は米を主食としている。しかし、米の品種は、ジャポニカ

とインティカーと区分されるが、ジャポニカは米が丸くつやが出て粘りがあ

る一方   インディカは、米が長く粘性が低下してあって”安南米”たと呼ぶ。と

ころが、箸を使用している地域は、ジャポニカを食べる国、つまり韓国、中

国、日本などの東アジア国である。これに反してインディカを食べる国であ

るインド、インドネシア、スリランカ、タイなどの東南アジア諸国では、箸

の代わりに手でご飯を食べる。 これは、ご飯に粘性がなくサラサラして手抜

きご飯なので、とてもお箸でご飯を食べ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ある。最近

南米でも米を主食とする傾向がますます高まっているが。彼らが食べるお米

はインディカ米で箸の代わりにフォークでご飯を食べる。もちろん、米の品

種は、民族ごとに好ましいご飯の味が違うだろうが、インディカの生産量が

世界のコメ生産の90％を占めており、ジャポニカは韓日中3カ国が好んで食

べる品種であり、これに箸の使用も持続するたろう。

2.箸の三国志

箸は、韓日中三国が共に使用してきたが、箸の形や大きさ、材質などで若干

の違いが見られる。箸の長さは、中国のが最も長く、日本のことが最も短

く、韓国は中間サイズである。箸の長さが異なっているのは、それぞれの国

の献立と密接な関連を持っているのに、大きい床の真ん中に置かれたおかず

をつまんで食べる中国人は自然に遠くの食べ物を食べ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箸が長くなったし、小さな1人膳で食べ物を置いて食べる日本の食生活で箸

は食べ物を挟み易く短い箸に発展した。韓国は中国と日本の中間の大きさで

食べ物を食べることに箸の長さが、中国と日本の中間程度である。中国の箸

の長さが約25cm、日本のものは20cm，韓國のものは22cm程度である。一

方、お膳の上にのせる箸の方向も違う、韓國と中国が人の前に一直線で箸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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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くことに、日本は膳の右側から左に置いて、小さなお床の上の箸を簡単に

掴むようにした。

箸の形も三国が若干の違いが見える、中国のものは丸くて太い反面、日本の

ものは前の方が尖って、韓国は平坦である。これは食文化と密接な関連を持

っている、　脂気の多い食品を取り易くなってある中国の箸は、エッジがち

びていたものであり、麺とシーフードを取り易くなってある日本の箸は前の

方が尖っく作られたものである。これに反してわが箸はキムチのような漬

け野菜をはさみ易しく片方が平坦である。箸の材質も韓国が金属を好むのな

ら、中国と日本は、木や竹の箸をたくさん使う。わが民族が金属箸を好まれ

た理由について、新羅時代に金氏が政権を握るように　なってがら金属を貴

重にする風速で開始したと解釈することもあるのたが、金属箸の耐久性と衛

生性、食べ物を取ったときによく落ちないという利点を知っていたので好ま

れてきたものと思われる

3.スプーンと箸

中国と日本ではスプーンよりも、箸の使用が目立っちますが、韓国では箸は  

スプーンの補助器具でありながら、スプーンと箸の使用について厳しく規定

建てている。ご飯と汁物はスプーンで食べなければならず、箸はおかずを取

る時に使用する。中国と日本は、ご飯を食べる時も箸を使用する。中国の場

合、ご飯と食べ物は箸で食べ、汁物ははスプーンで食べる。中国では、元の

時代までスプーンと箸を一緒に使用したが明時代に来てからはスプーンが生

活の中で分離された。日本の場合は、汁物を食べる時もスプーンを使用せず

汁の椀を手に取って飲むように食べる。しかし、日本の建国神話や5-8世紀

の歌謡を集めた「萬葉集」に箸が出てくるのを見ると、過去、日本でもスプ

ーンを一緒に使用したことを知ることになった。日本でスプーンを使用しな

くなった始めの時期は、12〜14世紀からたと聞いた。箸は知能を發達させる

役割をするという。箸を使用すると、少なくとも30個の関節と50以上の筋肉

が動く、その運動量はフォークを利用するときより２倍に相当するという。

すべての関節と筋肉中の神経は、すべて脳神経と接続されており、最終的に

は知能を促進させるものである。だから小学校では、適切な箸の使い方につ

いて教育をさせている。実際に正しく箸を使用しているクラスとそうでない

クラスの比較しで見ても、その結果は知能發達に一致している。祖先たちは

箸の使いができない子供に取っちめるながら教えてくれ、「箸使いができな

ければ嫁結婚がてきない」ということわざを作り出したその道筋を今になっ

て分かる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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筷子三国志
郑然鹤(国立民俗博物馆 学艺研究馆)

1. 加拨尼卡与筷子

亚洲人的餐桌上，以大米为主食。但是大米的品种分为瓜爪稻与籼稻两种。瓜

爪稻比较短小圆润，有黏性。籼稻则相反，偏长，所以又称为安南米。但是，

使用筷子的东亚国家，中日韩3国主要的大米就是瓜爪稻。另外印度、印尼、

斯里兰卡、太多等东南亚国家主要食用的大米为籼稻，而且主要是以手抓为

主。正式因为这种大米没有黏性，不易夹取，故使用手来食用。最近，南美洲

也开始流行食用大米，大米的品种也是籼稻，当地人也食用叉子来食用。当然

每个民族的口味是不尽相同的，现在全世界的籼稻生产量占整个大米生产量的

90%, 瓜爪稻则是中日韩3国最喜爱的稻米品种，并且食用筷子的习惯也将持续

下去。

2. 筷子三国志

筷子虽然中日韩3国都在使用，但是美国国家的大小、材质等部分还是由差别

的。筷子的长度以中国的最长，日本的最短，韩国为中间。筷子的长短也与各

国的餐食摆放也是有关系的。在中国人们一般使用较大的桌子，中间装有转

盘，因为距离较远，所以筷子长度比较长。在较小的餐桌上吃饭的日本人，因

为用餐习惯的不同，主要使用短小的筷子。韩国人则在中国与日本之间，所以

韩国的筷子长度也是中等长度。中国筷子的长度普通在25cm,日本20cm, 韩国

则是 22cm。另外，筷子摆放的方向也是不一样的，在中国与韩国的餐桌上，

筷子都放在用餐人的正前方，在日本则不同，摆放在用餐人的右侧。 

筷子的形态3国也有明显的不同,中国的比较圆，日本的前端比较尖，韩国的则

比较扁。正式因为饮食文化的不同，中国饮食炒菜比较多，油比较大，圆筷子

也就应运而生，面条鱼海鲜为主的日本人，前端比较尖。韩国的因为要取食泡

菜等食物，所以前端比较扁。

筷子的材质也是不同的，韩国比较喜欢金属，中国与日本比较喜欢木材。韩国

人比较喜欢金属的原因是，朝鲜时代金氏掌管国家，当时的人们认为金属是比

较贵重的物品。并且金属独有的卫生性也是人们喜欢金属的主要原因之一。

3. 勺子与筷子

中国与日本都已筷子为主，韩国则是将勺子与筷子配套使用，并且使用时有着

严格的程序。勺子是用来吃饭与喝汤使用，筷子则是夹取菜肴时使用的。中国

与日本则是吃米饭的时候也使用筷子。在中国饭与菜都用筷子食用，汤则是使

用勺子。 从元代开始，中国人也是筷子与勺子一起使用，到了明代，勺子则被

单独分离出来。在日本喝汤的时候也不使用勺子，但是从日本的建国神话5-8

世纪的歌谣『萬葉集』中可以看到，日本也是筷子与勺子一起使用过的。日本

成佛那个公园12-14世纪开始，就不在使用筷子勺子套装了。

筷子有增进智力的作用。使用筷子的话，最少有30个关节，50块肌肉一起配

合，比使用叉子要多很多。所有的关节与肌肉当中的神经，与大脑相连，这样

就可以促进大脑的发育。所以，从小学开始就要教给青少年们，筷子正确的使

用方法。

我们的祖先对不会使用筷子的孩子们进行严厉的教育，‘不会使用筷子就不能结

婚’的话，我们现在终于明白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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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3.1) 젓가락 삼국지-정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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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주제 : 한중일젓가락과 문화
·한식 상차림 안의 수저 / 한국 한복려(Han Bock-ryo/韓福麗)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 
현재 궁중음식연구원 이사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상임이사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 전공 이학박사

国家重要無形文化財第38号「朝鮮王朝宮中料理」技能保有者
現在宮廷料理研究院理事長
韓国文化財保護財団常任理事
韓国観光公社名誉広報大使
明知大学校大学院食品栄養学専攻理学博士

国家非遗 第38号 ‘朝鲜王族宫中饮食’ 技能保有者 
现 宫中饮食研究院 理事长
韩国文化财保护财团 常任理事
韩国观光公社 名义宣传大使
明知大学 研究院 食品营养学 博士

한식 상차림 안의 수저
한복려(Han Bock-ryo/韓福麗)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수저는 숟가락(匙)과 젓가락(箸)를 말한다. 한국음식을 먹을 때 꼭 사용하는 도구이다. 음

식을 집거나 입으로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러한 수저문화에 대해 한국음식문화사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풍속화는 지금의 사진처럼 당시의 음식 및 식문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시각적

으로 전달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젓가락이 등장하는 풍속화를 통해 조선시대 젓가락의 

쓰임과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은 농경사회를 시작으로 밥을 중심으로 하는 밥상문화가 발달하였다. 한국의 전통적

인 밥상(飯床)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국, 찌개, 반찬, 김치, 장 등 부식류으로 구성한 상차

림이다. 그 외에 죽이나 국수, 만두를 중심으로 하는 상차림들도 있다. 이러한 전통상차림

에 함께 놓는 수저는 다른 나라처럼 수저 받침을 놓지 않으며, 상의 가장자리에 걸쳐 쉽게 

집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 오른 젓가락은 쓰이는 용도에 따라 젓가

락이 재질이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백일, 돌, 혼례, 회갑, 졔사 등 의례마다 음식을 마련한다. 이러한 음식이나 상차림에는 기

원, 복원, 존대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기가 태어난지 백일에 차리는 상(백일상)에는 이

제 가족의 구성원으로 한사람의 몫으로 건강히 자라라는 의미로 아이에게 수저를 선물하

며 상에 놓인다. 제사상에는 시접(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대접 또는 접시)을 두고 절을 하

기 전 술잔을 올리며, 음식 위에 젓가락을 올려 놓는다. 이것은 돌아가신 조상의 혼이 와서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한 행동인 것이다.

옛부터 한국은 부모가 자녀의 인성과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밥상머리 교육’을 중시해

왔다. 그 중에서도 젓가락질 교육은 밥상머리교육의 핵심이었다.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 때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왕이나 왕비, 대비께 ‘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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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진시접‘이라 하여 서양의 넵킨에 해당하는 휘건과 수저를 올린다. 궁중의 기록문

헌인 <의궤(儀軌)>에 적힌 기물 중에는 다양한 젓가락이 기록되어 있다.

현대에 와서는 상차림의 변화에 따라 수저의 종류와 위치가 달라졌다. 2000년 남북정상

회담 만찬 메뉴, 요즘 한식당의 메뉴, 2011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의 궁중만찬

행사의 메뉴와 상차림 형태를 살펴보며 오늘날 한식의 수저문화를 이해해본다.

韓国料理お膳の中にスプーンと箸（匙箸）
韓福麗 国家重要無形文化財

 韓國語”スージﾖ”はスプーン（匙）と箸（箸）をいう。韓国料理を食べると

きに必ず使用されるツールである。食べ物をつまんだり、口に運ぶ目的で使

用されている。これらのスプーンと箸の文化について 韓国の食文化史的に見

てみようと思う。

朝鮮時代の風俗畵は、今の写真のように、当時の食べ物と食文化に関する豊

富な情報を視覚的に伝達してくれる貴重な資料である。箸が登場する浮世絵

を介して、朝鮮時代の箸の使い方と姿を見ることができる。

韓国は農耕社会をはじめるとご飯を中心とする食卓文化が発達した。韓国

の伝統的な食卓（飯床）は、ご飯を主食として汁物、    チゲ、おかず、キム

チ、場など副食類で構成したお膳である。そのほかにお粥と麺、餃子を中心

とする献立もある。これらの伝統的な  献立に一緒に置く匙箸は、他の国の

ようにスプーンの脚を置かず、床の端に渡って掛けって箸が良く取れるよう

にする。また、王樣の食卓である食膳に上がる箸は使い用途に応じてお箸の

材質や種類が変わったりする。

生まれてから、百日、１周年、そして婚礼、還暦、祭禮(ジェサ)など儀礼ご

とに食べ物を用意する。これらの食品や献立には祈願、福願、尊對などの意

味を込めている。赤ちゃんが生まれた百日に整える床（ベクイルサン）に

は、現在の家族の一員として一人の分け前に元気育っという意味で子供にス

プーンをプレゼントしてお膳に置かれる。祭壇には、匙楪（スプーンと箸を

置くもので鉢や皿）を置いて拜禮をする前にお酒を上げ、食物の上に箸を置

く。これは、亡くなった先祖の魂が来て召し上がっていただけるよう配慮し

た行動な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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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餐桌上的 匙箸
韓福麗 国家非遗

 

匙箸是‘匙’与‘箸’的统称。吃韩国菜的时候一定要使用的工具。起到了将菜肴送

到嘴里的作用。从这个习惯当中我们来分析一下韩国饮食的社会文化。

照片向我们传达了，朝鲜时代的风俗以及各种各样的情报，是十分珍贵的资

料。通过朝鲜时代的画册，我们可以看到当时筷子的用途以及模样。

韩国从农经社会开始一直都以饮食为主题，形成了现在的餐桌文化。韩国传统

的餐桌上除了有饭之外，还有汤、拌菜、泡菜、酱等副食而构成。在这之外，

粥、面条、面点等为主的传统餐桌也是存在的。传统的餐桌上，筷子与勺子的

摆放于别的国家不同，是没有托的，并且所有的饭菜都要摆放在家长的周围，

方便取食。另外国王的餐桌，御用餐桌上用途不同，筷子的材质与种类也是由

区别的。

百日宴，满月酒，婚礼，回门宴，祭祀等仪式的不同，餐桌饮食构成也是不一

样的。这样是为了表示不同的等级与意义。在孩子出生百日之后，代表了这个

孩子正式的成为了家庭的一员，大人们为了让他健康的成长，送他筷子为礼

物。在祭祀先祖之前，人们现摆满贡品，然后斟满酒杯，然后行礼。这个是为

了让去世的先祖再回来品尝美酒佳肴的意思。

很久之前，韩国父母就对孩子们餐桌礼仪的教育很重视。在这之中，孩子们如

何使用筷子的教育便是其中最重要的一个环节。

皇宫当中，举行宴会的时候，整个宴会开始之前，会给国王、王妃、贵妃等提

前准备好像西洋用餐时使用的餐布，筷子等物品。这在皇家纪录<의궤(儀軌)>

当中都有关于这样的记载。

到了现在社会，随着餐桌的变化，筷子的种类与摆放位置也发生了变化。2000

年南北正常会谈时的菜单、现在韩国餐厅的菜单、2011年纽约大都会博物馆东

中珍藏的皇宫晚餐菜单等当中我们可以看到，现在的韩餐匙箸文化已经产生了

变化。

昔から韓国は、親が子供の人性と食事のマナーを教える「食生活教育」を重

視してきた。その中でも、箸のトレーニングは、食生活教育の中核であっ

た。

宮中で宴会を施すとき、本格的なごちそうが開始される前に、王樣や王妃、

王大妃に「進揮巾」、「進揮楪」と言う西洋のネプキンに該当する揮巾と匙

箸を上げる。宮廷の記録文献である「儀軌」に書かれた物の中には、様々な

箸が記録されている。

現代に来ては、献立の変化に応じて、スプーンと箸の種類と位置が変わ

った。2000年の南北首脳会談の晩餐メニュー、最近韓国料理店のメニュ

ー、2011年にニューヨークの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での宮中晩餐行事のメニ

ューと献立形態を調べて、今日韓国料理のスプーンと箸の文化を理解してみ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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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3.2)1) 한식 상차림 안의 수저-한복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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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주제 : 한중일젓가락과 문화
·일본의 전통식 「일식」의 젓가락 문화 / 
   일본 나카미찌 히사츠구(Nakamichi Hisatsugu/中道久次) 국제젓가락문화협회 사무국장

일본의 전통식 「일식」의 젓가락 문화
일본 나카미찌 히사츠구(Nakamichi Hisatsugu/中道久次) 국제젓가락문화협회 사무국장

 일본 요리 양식은 대향요리, 정진요리, 가이세키요리, 찻자리    가이세키요리 등으로 변

화하여 왔지만, 정진요리는 한가지 탕국과  세 채소반찬을 기본으로 젓가락 문화가 정착

되어 왔습니다.

 보시고있는 영상이 한 국그릇 세 채소 이지만, 반상을 차리는   진설은 밥 그릇을 왼쪽, 국

그릇은 오른손 앞에 놓으며, 주채는 오른쪽 안쪽에 부채는 왼손 안쪽, 부부채는 중간에 향

절임채는 밥 그릇과 국그릇 사이에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젓가락은 가는쪽 끝을 왼쪽, 굵은쪽(저두)을 우측에놓는데한벌의 젓가락을 먹는 

사람과 신찬(음식)의 사이에 횡으로놓고 먹는 음식의 상차림 문화가 일본에 정착 했습니

다.

 밥상에 올린 요리를 젓가락으로 먹는 양식이 정착하고 낮은 위치에있는 소반에 음식을 앉

은 자리에서 입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작은 접시 ·(도리사라)즉 덜어먹는 그릇을 집어

들고 먹는 문화가 정착했으며 일본 요리의 젓가락 사용법으로 고정 되었습니다.

 또한 가마쿠라 시대(서기 1000 년경)에는 1인용 밥상이 발달하였고 밥상에 젓가락을 같

이 올리게 되었기 때문에 젓가락을 한 벌(一膳)두벌(二膳)로 계산하듯 밥상 수를 세게된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밥상에 곁들여진 밥상 젓가락은 누가 먹는 밥상인지 선명

하게하기 위하여 음식도구 (밥 그릇 · 젓가락)도 누구 것인지 결정하였으며 이런 유례는 

동아시아 젓가락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에서 단 하나 일본 만에 식도구가 되

었던것 (누구의 젓가락 인가가 정해져있다)도이 시대의 밥상 문화의 영향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온 음식을 앞에두고 “잘 먹겠습니다”인사를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동시에 ‘합장’합니다. 합장은 경배 형태가 아니라   “당신을 존경합니

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젓가락을 가지고 「잘 먹겠습니다」라는 합장을 싫어해 젓가락 (매너 위반)의 ‘

경배 젓가락’으로 바뀌고 말게되었습니다.

 또한 「잘 먹겠습니다」의 말은 한국에도 존재한다고 들었지만, 일본은 한국과 같은 의

미도 있지만 다른뜻으로 「음식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것이며 얼마 전까지 생명이 살아 있

었다」그러니 “목숨을받습니다” 라고 음식에 감사하는 식사 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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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않습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손자에게 함께 식사를 할 때 말로 전해져 가

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식사 습관의 변화와 핵가족화 현상 속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 기회의 

시간이 줄어든 것이 변화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젓가락을 바르게 잡고 식사를

하는 사람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있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 젓가락 문화 협회에서는 올바른 젓가락 잡는 방법의 형태와 움직이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명확히하여 보급 · 계몽 활동

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중입니다

 이 형태가 올바른 젓가락 잡는 방법입니다.

바르게 젓가락 잡는 방법은 (2개 중)안쪽에 위치한 젓가락의 앞 끝부분부터 3 분의 2 정도 

되는 곳에 약지와 엄지손가락이 시작되는 부분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바깥쪽의 젓가락은 

엄지와 검지, 중지의 손가락 끝으로 쌀 한 톨을 잡는 듯한 모양으로 젓가락을 쥡니다. 젓가

락의 끝을 가지런히 정리하면 젓가락을 쥔 모양이 삼각형이 되고, 위쪽 젓가락과 아래쪽 

젓가락 사이에 가운데 손가락 오게 됩니다. 젓가락의 앞부분을 열면 가운데 손가락이 위

쪽 젓가락에 붙어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밥 그릇과 국그릇 등 식기를 손에 들고 먹는 문화 (매너)가 정착되어 있는데, 

식기는 양손으로 들고 젓가락을 들었다 내리는 것은 ‘젓가락 삼작법’이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작법으로 행하여 집니다.‘젓가락 삼작법’과 그 역순법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내

리고, 중간 입가심 메뉴를 섭취하기 위해 식사 도중 잠시 젓가락을 내려 놓을 때는 젓가락 

받침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 반드시 젓가락 받침을 준비하여 사용합니다. 젓가락을 놓은 후

에 식기를 양손으로 상 위에 소리 나지 않게 공손히 내려 놓습니다. 

 이렇게 잡는것이 제대로 쥐는 방법이지만, 원래 인간은 손으로 식사를하는 방식이었습니

다.

 거룩하게 먹는 방법으로 손으로 엄지 손가락, 검지, 중지 세 손가락 끝에서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옮깁니다. 인간의 음식은 「시각」 「청각」 「후각 (냄새)」 「미각 (맛)」 「촉

각 (햅틱)」의 오감을 사용하여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젓가락을 바르게 잡는 원점은 오감의 “촉각”에 있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신경이 예민한 세 개의 손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손맛을 본다음 입으로 가져와서 

 식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로 끝납니다. 이 말은 재료를 확보 

해 준 사람이나 요리를 만들어 준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의 손을 통해 만들어졌고 음식을 받

고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말로 마무리 식사를 끝냅니다 .

 이렇게 식사를하기 전과 후 인사를하는 것도 일본의 문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식사를 시작하기위해 먼저 젓가락을 집고싶은 순간입니다만, 젓가락은 아직 

잡으면 안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음식 문화는 그릇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릇을 잡

을 때는 양손으로 잡는것이 기본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그릇을 집어들때 젓가락을 쥔 상태에서 그릇을 들게되면 매너위반으로 즉 

미운 젓가락질에 속하는 “먼저잡는 젓가락”이 되기에 좋지않은 식사법이 되는 것입니

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국그릇을 양손으로 잡아 올리서 왼손으로 국그릇을 옮기고, 오른

손으로 젓가락을 집고 왼손 손가락을 사용 젓가락을 바르게 잡고 젓가락과 그릇 올리거

나 내리기를합니다.

 먼저드린말씀에 국그릇을 잡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젓가

락 끝으로 국속의 건더기를 가볍게 제치고 국물 한 모금 마셔서 목을 적시고 음식물의 목

넘김을 잘되게하며 또 젓가락에게 밥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밥상에 곁들여진 젓가락 대해 조금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젓가락은 오늘의 식사가 어떤 자리인지에 따라 젓가락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상 평소 가

정에서의 식사는 「케(褻) 젓가락」라고 말하는 젓가락 끝이 가늘고 그 자리에서 나누

어 사용하는 “텐소게” 젓가락이나 “리큐젓가락”, “우로쿠젓가락”, “겐로쿠젓가

락”, “고반젓가락” 또는  옻칠을한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한편, 「하레(霽) 젓가락」이라고 부르는 시라키(素木)젓가락은 좌우가 가늘고 두 개로나

뉘어있는, 양구(両口) 젓가락이며 “하래(晴れ) 젓가락”이라고도 부르며 경사스러운때나 

소중한 고객을 대접 할 때 사용합니다. 좌우가 가늘어지는 이유는, 왼쪽 젓가락끝은 자신 

· 즉사람의 입에 대는쪽이기 때문입니다, 젓가락 머리쪽 즉 오른쪽은 신께서 사용하는곳 

이기에 “신과사람이 함께먹는음식” 곧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사 양식입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이런 스타일로 음식을먹는 대표적인 것이 설날의 “오세치”를받

는 식사 의식입니다. 그런데, 젓가락을 올바르게 잡는 법을 자주 질문 받습니다 만,  「누

가 어디에서 이런 잡는법을 기록하였는가」라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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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맛을 음미하는 식사 스타일입니다. 손으로 먹는 식사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

사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은 손식사의 참맛을 잊지 않고 지혜를 동원하여 손식사의 

두 단계로 맛보는 식사 스타일을 남긴 것입니다.

 세손가락으로 젓가락을 단단히잡으면 손끝에서 젓가락 끝으로 신경이 잘 전달되어 음식

을 잘 집게되어 입으로 가져가기 쉬운 식사 형태를 완성하게 되었다 생각됩니다.

이것이 젓가락을 바르게 가지는 형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형태로 정착 한 젓가락 식사 스타일이지만, 왜! 젓가락을 올바르게 가져야 하는

가? 먼저 기본적인 말이지만, 먹는 행위에 깊은 철학적 고찰을 한것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생명을받는 중요한 도구의 ‘젓가락’을 잡는방법, 사용법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세를 엄격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왜! 젓가락은 본래의 취급주의가 필요한지 그 이유는 

① 생명을 이어받는 귀중한 도구 때문입니다 

② 일본인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습득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질을 통해 그 사람의 가정교육을 알수있다는것과 “일본인으로서 기본적인 것이 

몸에 배인 사람”( “몸”을 “아름답게”하고 “가르쳐”(예의 범절 · 일본의 国字)

가 몸에 배인사람 등, “젓가락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젓가락’의 본

래의 제대로된 사용법을 알고 익혔는지 여부를 따져서 사람의 품격 품성을 알아봅니다.

 또한 왜 본래의 올바른 젓가락 잡는 방법이 필요한지는 상기에  말씀 드린대로 입니다만, 

본래의 올바른 젓가락을 잡는 의미는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않는다”배려” 

“배려” “배려의마음으로 주위에 대한 배려를 갖는 것이다 라고 젓가락질을 통해 전파

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잡더라도 먹을 수 만 있으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은 젓가락을 잡는 정신성에 대한 것 입니다  “모든 것에 경의를 갖

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젓가락은 도구로서의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는 본래의 올바른 젓가락 잡는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래 일식 (일명 : 화식)은 숟가락 모양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

부터 끝까지 젓가락 만 먹는 동아시아 젓가락 문화권 중에서도 특이한 젓가락 문화를 가

진 순수한 젓가락 사용 민족입니다 .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고”  “자르고” “깍

고”가르고”떼며” “푼다”등 12 종류의 사용 방법을 말합니다.

 본래의 올바른 젓가락 잡는 방법을하지 않으면 12 종류의 젓가락 사용방법이 불가능함으

로 아름다운 식사를 할 수 없기에 바른 자세로 식사의 매너와 규칙을 잘지켜며 먹는 방법

을 할 수 없게되어 버립니다 .

 따라서 본래의 올바른 젓가락 잡는 방법의 중요한점은 큰 감동을 주는것입니다. 이말은 

본래의 올바른 젓가락 잡는 방법을 못하는 일본인이 많다는 의미이기도합니다 메지로 대

학 아동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제대로 젓가락질을 하고있는 아동은 10명중 3명 정도라고 

할정도의 요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젓가락 교육 교실 출장 수업에 주력하여 오늘 까지2400회 12만명이 젓가

락 올바로쓰기교실에 참가해주었습니다.

 또한, 젓가락 사용법도 잡는 방법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한 생각 줄 수 있는 

“나쁜모습 젓가락“은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다는 뜻으로”나쁜모습 젓가락”을 하

지말라는 젓가락 쓰기 행위로되어 되어 있습니다, 약 40 종류 정도의 못된 젓가락질이 있

습니다.

 이 밖에 일본에는 젓가락에 감사 또는 젓가락에 신세를지고 있기 때문에 공양한다는 말 

젓가락 축제가 8월 4일(발음이 8과4 즉    하시=젓가락이란 일본어)이기때문에 일본의 각

지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장에서 상영 중입니다)

일본의 젓가락 문화는 그 밖에도 다양한 물건이 있으며 매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

늘은 시간 관계로 이만하겠습니다 만, 여러분의 경청에 감사하고 이것을 끝으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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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伝統食「和食」の箸文化
中道久次　特定非営利活動法人国際箸文化協会 事務局長

　　　　　　　　　　

日本の料理様式は、大饗料理、精進料理,懐石料理、会席料理と変化してきま

すが、精進料理の一汁三菜を基本としてお箸文化が定着してきました。

ご覧いただいている映像が一汁三菜ですが、お膳への配膳は、飯椀を左手

前、汁椀は右手前、主菜は右手奥に副菜は左手奥、副副菜は真ん中に、香の

漬物は飯椀と汁椀の間に配膳します。

そしてお箸は箸先（細い方）を左向き、箸頭(太い方)を右向きに、一膳の箸

を食べる人と神饌(食べ物)の間に横に置き食する配膳食事文化が日本に定着

しました。

お膳に配した料理をお箸で食する様式をも定着し、低い位置にある膳上の食

べ物を座した位置で口まで運ぶため、小皿・器を持ち上げる器を持つ文化が

定着し、日本料理の作法になりました。

また、鎌倉時代（西暦1000年）には、一人用のお膳が発達し、膳上に箸を添

えるようになったのでお箸を一膳、二膳と数えるよう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

ます。

そして、膳上に添えられたお膳の箸は、誰が使うお膳かが明確にされるため

食具（飯椀・箸）も誰のものか決められ、東アジア箸文化圏でも類を見ない

世界でもただ一つ日本だけに食具が属人化した（誰の箸かが決まる）もこの

時代のお膳文化の影響です。

この状態で出された料理を前にして「いただきます」のご挨拶をします。

言葉だけではなく同時に「合掌」します。合掌は拝む形ではなく「貴方を尊

敬しています

、常々感謝しています」と言う心を形にしたものです

しかし お箸を持って「いただきます」の合掌は嫌い箸（マナー違反）の「拝

み箸」になり、行ってはいけな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

また、「いただきます」の言葉は韓国にも存在すると聞きますが、日本は韓

国の意味もありますが、食べ物は全て神様であり少し前までは命があり、生

きていた「命をいただきます」と言う食べ物への感謝をする食事挨拶です。

食事が終わると今度は「ごちそうさま」と言う挨拶で終わります。この言葉

は食材を確保してくれた人や料理を作ってくれた人など、様々な人の手を伝

わって食べさせて頂いている、「人」への感謝の言葉で締め括り食事を終わ

ります。

このように食事をする前と後に挨拶をするのも日本の文化です。

さて、これから食事が始まりますが、最初にお箸を持ちたいところですが、

お箸はまだ持ちません。

先にも申し上げましたが、日本の食文化には器を持つと言う事と、持つ時は

両手で持つことが基本になっています。

従って、最初にお箸を持つと、お箸を握った状態で器を持つことになりマナ

ー違反の嫌い箸、「持ち箸」になり行ってはいけないこととなります。

ではどうするのか！汁椀を両手で持ち、左手に汁椀を移し、右手で持ち左手

指先を使いお箸を正しく持ってお箸と器の上げ下ろしをします。

最初に汁椀を取ると申し上げましたが、これには訳があります。お箸の先で

汁の具を軽く抑え、ツユは一口飲み喉を潤し、食べ物の通りを良くすること

又、お箸にご飯粒の付着を

防止させる効能があります。　

お膳に添えられるお箸について少しお話しいたします。お箸は、今日の食事

がどのような席かによってお箸が決まってきます。

日常、普段の家庭での食事には「ケの箸」と言われる、箸先が細くその場で

割って使う、天削げ箸や利休箸、丁六箸、元禄箸、小判箸の割箸あるいは塗

料塗りの塗り箸を使います

一方、「ハレの箸」と言われている、素木で箸先箸頭の左右が細く、二本に

なっている両口箸は、「晴れの箸」ですから慶事、神事、大切なお客様をお

もてなしする時に使用致します。左右が細くなっている理由ですが、左側の

箸先は自分・人が口にする方です、箸頭の右は神様が使う「神人共食」の神

様と一緒に食する食事様式です。

現在でも各家庭で、この食事スタイルで食する代表的なものが「お正月」の

「おせち」を頂く食事儀式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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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て、お箸を持つ正しい持ち方ですが、良く質問を受けるのですが、「誰が

決め、どこにこの様なことが記録されているのか」と言うことですが、これ

はどこにも記されておりません。親から子へ　、子から孫に食事を共にする

時に言い伝へ教えられてきました。

しかし、食事スタイルの変化や核家族化現象の中で、伝え教える人やその機

会の時が少なくなったことが大きな要因だと思いますが、お箸を正しく持っ

て食事をする人が、年々

少なくなり、私たしは大きな危機感を抱いております。

この様なことから国際箸文化協会では、正しいお箸の持ち方の型と動かし方

を定義しています。また何故そうなのかの訳も明確にして、普及・啓蒙活動

を精力的に積極的に推し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

この型が正しいお箸の持ち方です。

本来の正しいお箸の持ち方は、薬指と親指の付け根で一本のお箸をしつかり

固定し、親指

、人差し指、中指の指先で一粒のお米をつまむ様にお箸を持ちます

お箸の先を揃えると、お箸を持った形が三角形になり上側のお箸と下側のお

箸の間に中指が位置します。お箸の先を開いたら中指が上側のお箸に着いて

いきます。

何故この持ち方が正しく本来の持ち方なのかですが、元来人間は手食でし

た。

聖なる食べ方として、手でも親指、人差し指、中指の三本の指先で食べ物を

つまみ口に運びます。人間の食は「視覚（しかく）」「聴覚（ちょうかく）

」「嗅覚（きゅうかく）」「味覚（みかく）」「触覚（しょっかく）」の五

感を使って食すると言われています。

お箸を正しく持つ原点は五感の「触覚」にあります。手食で味合う食べかた

は神経が過敏な三本の指先で食べ物をつまみ最初に味合い、そして口に持っ

て来てもう一度味合う食事スタイルです。

手食から箸食に移行する段階で、人間は手食の醍醐味を忘れず知恵を働か

し、手食の二段階味合う食事スタイルを残したのです。

三本の指先でしつかり箸を持ち、指先から箸先へ神経を伝え易くし食べ物を

つまみ、そして口へ持つてくる食事スタイルを完成させたと思われます。

これがお箸を正しく持つ形の基本だと思います。

このような形で定着した箸食の食事スタイルですが、何故！お箸は正しく持

たなければいけないかは、先の基本に起因しますが、食べるという行為に深

い哲学的な考察を行ったことにも起因していると言えます。

日本では、命を頂く大切な道具の「お箸」に持ち方、使い方そしてお箸を使

う人の態度を厳しく律しています。

なぜ！お箸は本来の正しい持ち方が必要なのか、その理由は①命を頂く尊い

道具であること②日本人として基本的なことを身に付けることとされている

からです。

箸使いを通して、その人の家庭が判るとか、「日本人として基本的なことが

身に付いた人」、（「身」を「美」する「躾」（しつけ・日本の国字）が身

に着いた人など「箸は人なり

」と言われるように「はし」の本来の正しい持ち方が出来ている人かどうか

が問われ、人の品格・品性を問います。

また、何故、本来の正しい箸の持ち方が必要なのかは、前記に申し上げた通

りですが、本来の正しい箸を持つことの意味は「周りの人に不愉快な想いを

させない「心配り」「気配り」「思いやり」の心「周りへの配慮」を持つこ

とだとお箸使いを通して説き教えられて来ました。

しかし、どんな持ち方でも食べられれば良いと言う人は少なくありません。

今　申し上げて来たことは、お箸の持つ精神性である「全てのものに敬意払

う心」を持つことですが、お箸は道具しての機能性からも日本では本来の正

しいお箸の持ち方が求められています。

元来、日本食(別名:和食)は、スプーン状の物を使わず、最初から最後までお

箸だけで食する日本は東アジア箸文化圏の中でも特異な箸文化を持つ純粋な

箸食民族です。

お箸で食べ物をはさんで口に運ぶだけでなく、「つまむ」「きる」「さく」

「ほぐす」「はがす」「すくう」など１２種類の使い方をします。

本来の正しい箸の持ち方をしていないと１２種類のお箸使いが出来ないこと

から、美しい食事が出来ない、正しい姿勢での食事やマナー・ルールを守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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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的传统 「日食」与筷子文化
中道久次  国际筷子文化协会 事务局长 

1.日本箸文化概要    日本当前的箸文化起源于鎌仓时代，相关内容在“（3）日

料的餐桌摆盘与筷子”部分有详细介绍。当今社会普遍使用的一次性木筷起源于

江户时代，当时被称为“掰开的筷子”，“撕开的筷子”，一次性木筷目前已被世

界各国广泛使用。在江户时代，筷子并不是一次性用品，而是会反复使用。

2. 使用筷子的正确方法

日本一直认为“筷子”是与生命相关的重要道具，应该准确掌握筷子的手持方

法、 使用方法，而且使用筷子的人保持端正的态度。

也有不少人认为无论怎么拿筷子，只要能吃到食物就可以了，但为什么必须要

掌握手持筷子的正确方法呢，原因在于：

① 筷子是维持生命的重要道具。 

② 这是作为日本人必须掌握的基本技巧。

具体来说（用图说明）

必须掌握筷子正确使用方法的原因如上所述，掌握正确的手持方法代表“不给别

人添麻烦”的态度，表达愿意“悉心”“照顾身边人”的意愿。通过正确的手持方法

来传达这个意愿。

   目前为止谈论的都是筷子具备的精神意义，筷子作为一种工具，也需要正确

的使用方法发挥功能。

日料（又名：和食）中不使用勺子，日本人进餐时从头至尾只使用筷子，是东

亚箸文化圈中具备独特箸文化的箸食民族。

与中国、韩国及其他箸文化圈的运用相对比。（看对比目录）

不仅是将食物抓起来送进口中，筷子还具有夹、戳、拨、撮、扒、挑等12种功

能。

如果不能正确掌握筷子的使用方法，就不能完成12种功能，不能以正确的姿势

进餐，不能遵守

进餐礼仪与规则。

た食べ方が出来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従って、本来の正しい箸の持ち方は、重要な事として大きな感心事になって

います。

と言うことは、本来の正しいお箸の持ち方が出来ない日本人が多いと言うこ

とでもありす

。目白大学子ども学科の調査によると正しく持っているのは１０人中３人位

と言う現状です。

そこで私達はお箸知育教室の出前授業に力を入れ今日では２４００回１２万

人がこの教室に参加してくれました。

又、お箸の使い方も持ち方と同様に、周りの人たちに不愉快な思いをさせる

ことから「嫌い箸」は人から嫌われると言う意味で「嫌い箸」を行ってはい

けないお箸使いの行為とされています。

およそ４０種類程の嫌い箸があります。

この他、日本には、お箸に感謝する又は、お箸にお世話になっているので供

養すると言うお箸祭りが８月４日に日本の各地で盛大に行われています。（

展示場で上映中です）

日本のお箸文化は、他にも様々な物があり非常に奥深いもの　があります

が、今日は時間の関係で次回に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皆様のご静聴に感謝

して終わりと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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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以现在日本的父母非常关心如何正确手持筷子，这也意味着有很多日本人没

有掌握正确的手持筷子的方法。

对此，NPO法人国际箸文化协会一直致力于定义、普及、传播正确使用筷子的

方法。

现在为您说明筷子的正确用法和使用中的注意事项。

（用PPT说明）

 筷子的不正确使用方法很多，以下向您介绍具有代表性的几种。

（用PPT说明）

正确使用筷子的方法是虎口和无名指压住（两根中）靠内侧的一根,手握在至顶

部3分之2的部位， 拇指、食指、中指捏住靠外侧的一根,捏住的那根能活动。

将两根筷子对齐时拿筷子的手会形成三角形，中指位于上面的筷子与下面的筷

子中间。

两根筷子分开时，中指会随上面的筷子移动。

    日本文化（礼仪）中吃饭时会用拿起饭碗和汤碗，两手持碗，筷子则时而拿

起，时而放下，这是日本独特的“筷子三用法”。

“筷子三用法”的反顺序是将筷子拿起后放下，中间吃漱口料理时暂时将筷子放

下时，一定要放在筷枕上，所以必须准备筷枕。

    放下筷子后，用两手将餐具轻放在餐桌上，不能发出声响。

3. 日料的餐桌摆盘与筷子 

在公元1000年的鎌仓幕府时代，大都使用一人餐桌，餐桌上放一双筷子，所以

当时筷子的计

量单位为 “(一膳),(二膳)”。

另外，摆放筷子时将筷子的前端偏向左侧，手持部分偏向右侧。在进餐的人与

食物中间摆放一双筷子的一人饮食文化也随之发展起来。

    用筷子夹取餐桌上食物的进食方式形成以后，为了将矮桌上的食物送进口

中，日本人开始在进餐时手捧小碟与碗。

    摆盘方法是：饭碗放在左手前方，汤碗放在右手前方，主要菜式放在右后

方，小菜放在左后方。

这是以右手持筷子为前提的摆盘方法。

在日本，为了明确筷子的主人是谁，每个人都有专属于自己的餐具（饭碗等）

，这种餐具专属化在其他东亚箸文化圈中很难找到，这也是受当时单人餐桌文

化的影响。

    日料（又名：和食）以䃱三餐为基础发展起来，始于这个时期的饮食风格，

其后发展成为本膳料理（正宗套餐，进餐仪式），怀石料理（以茶为主），会

席料理(以酒为主)。

4. 筷子的正确用法 (筷子使用禁忌)

筷子的正确用法请参照上文中 ①手持筷子的方法，②使用方法。如果在使用筷

子时触犯使用的筷子的禁忌，会使其他人感到不愉快，应该应尽量避免这些行

为。

使用筷子禁忌可以总结为40余种，在此只介绍具有代表性的几种。

①     戳筷子：将筷子插进米饭的行为。

①  ② 串筷子：将食物串进筷子的行为。

①  ③ 搭筷子：将筷子搭在饭碗或碟子上的行为。 

①  ④ 斜立筷子：将筷子斜立在碟子等餐具上的行为。

⑤ 扒筷子：用筷子在食物中扒来扒去的行为

⑥ 游移筷子： 不知从哪里下筷为好，用筷子来回在桌子上的菜盘里巡找的行

为。 

⑦ 泪筷子：进餐时将汤水掉在餐桌的行为。

⑧ 东一筷西一筷：吃鱼时，东一筷西一筷夹鱼食鱼肉的行为。

⑨ 同时用筷：两人同时夹取一块食物分撕的行为。

             用筷子递食物的行为。  

                  

5 日本的筷子种类 日本人认为筷子不仅是用餐工具，筷子还与人的生活密切相

关，是延续生命的工具，而且认为筷子是供优雅进食的工具。日本在东亚筷子

方化圈国家中也是独特的、具有多种筷子种类的国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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材料主要是木与竹，因为日本民族比较重视吉凶祸福的运势，所以使用的木料

也是被认为吉祥

的古松、柳树、桑树、南天木、桦树、日本扁柏等树种。此外还使用多种木材

制作筷子。

筷子形态也是五花八门，有圆形、三角形、四边形、八边形等，还有手削整个

筷子的高级筷子。

通过各种研究制作筷子，以色彩或图形修饰筷子，使拿在手中的筷子美丽优

雅，让用餐更加愉快、美味。

另外，在日本，会根据进餐的形式与场合使用不同的筷子。如果准备不妥当便

会导致失礼，搞砸聚餐及活动。

 

    按用途可划分为进餐筷与料理筷。

    进餐筷放在个人前面使用，每人都有专属的筷子，还有供分食的公用筷。

    料理筷可分为菜肴筷、茶道筷、生鲜筷等。

霽箸是在过年或结婚以及接待贵宾等仪式或祭祀中使用的特殊筷子，前后两端

变细的“两口箸 ”又称为“白木箸”。

    “白木箸”与一般需要撕开的筷子不同，原本就分为两根筷子，筷子的手持部

分也和前端一

样被削尖。“柳箸（祝贺新年时用的筷子，吃年菜时用的柳木筷子）”与“俵箸 (

中间部分较粗，外形似米粒的筷子）”也属于两口箸。

    

 “褻箸”与霽箸不同，是指在寻常的日子里，平常家中用餐时使用的筷子，又称

为片口箸。有

只削尖一头的“漆箸”和平常用餐时掰开用的“割箸”。割箸的种类分为丁六箸、

元禄箸、小判

箸、天削箸、利久箸等。

其中“天削箸”与“利久箸”为高级木筷，虽不能在结婚仪式或宴会上使用，但在

其他的活动与招待朋友时使用并不失礼。此外，日本23个道、府、县（行政区

域）都有漆器产地，各个漆器产地都有各自的涂漆筷特产。

6. 日本的风俗、活动与箸文化

日本有句俗语叫“始于箸而终于箸。”

日本人在出生后100天，进行称做“御食初”的仪式，用筷子吃第一餐（乳汁以

外的）。

之后一直使用筷子到生命的尽头，祈祷亡灵再次投胎出生，在干净的木筷末

端缠上脱脂棉，沾上干净的水，送至亡者的嘴边，称为“死水”。经过火葬只剩

下骨头以后进行仪式，参观者中的2位使用不同的筷子将骨头夹死放至骨灰盒

内。

另外，日本人都有专属于自己的筷子，认为筷子中蕴含着自己的生命，不会随

意丢弃筷子。

还有为不让别人误用而将筷子埋入土里的风俗。

不同于最近轻易丢掉一次性筷子的习惯，日本会在8月4日（日本筷子节）这一

天纪念筷子。感谢长时间的辛苦，慰劳功绩，以“供养”之名，举行庆典。在筷

子节这一天，全国各地的神社佛祠或村庄都会进行筷子供养祭祀或是感恩筷子

祭祀。

是一种焚烧自己一直使用的筷子，以表示感谢、供养的仪式。

每年过年的时候，家长会给每个家庭成员准备一副新的将两头削尖的“祝箸”，“

祝箸”被放在筷子信封当中，用水引（日本式蝴蝶结）装饰起来，并且写有名

字，放在餐桌上，吃着煮年糕（类似于韩国的年糕汤）与年菜欢度新年。

使用两头尖的筷子的寓意在于，日本是“多神的国度”，日本人认为除人以外（

不包括天皇）的所有事物中都有神存在，过新年的时候年神与五谷神都在（新

年的松树装饰与草绳为证），所以神人共食便成为新年的风俗。

在婚宴上使用两头尖的霽箸，使用分开的木筷是一种禁忌。提供食物的一方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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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3.2)2)일본의 전통식 「일식」의 젓가락 문화-나카미찌 히사츠구特别注意，在新婚二人、父母、宾客均在场的祝贺宴会上不能出现不是刚才“

分、断、离”的不祥之物。

7. 迄今为止的筷子文化传承活动

(开展18年的筷子知育教室活动与成绩表)

日本筷子文化的传承、发展得益于一家叫做兵左卫门的公司，它是一家位于福

井县小浜市的筷子厂家，1998年11月最初设立“筷子知育教室”并授课。

开始的契机

①   能够正确使用筷子的日本人在减少。

②   青少年问题突显，十分担忧“没有接受到正确教育”，“没能进行正确教育”

而长大成为习惯与言行不端正的日本人。

③   了解到他们的共同点是“不能正确使用筷子”，作为以筷子为事业的企

业，感到抱歉，想要为此做点什么。

之后在2009年9月设立了 NPO(特定非营利活动)法人国际箸文化协会，传承筷

子知育教室的活动。

目前为止有2374回（处），约12万人参与过该教室的活动，学习日本箸文化

的重要性。

    此教室的培训不仅止于箸文化，致力于“通过箸文化表达日本人的心情——对

人及事物的感恩之心，对他人的关怀之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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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주제 : 한중일젓가락과 문화
·중국 젓가락 문화에 대한 연구 / 중국 쉐화롱(Xu Hualong/徐华龙) 젓가락촉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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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젓가락 문화에 대한 연구
쉐화롱(Xu Hualong/徐华龙) 젓가락촉진회 회장

제1절 기본상황

청나라말 민국초기부터 일부 사람들이 젓가락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참

된 젓가락문화에 대한 참된 연구는 21세기에 시작되였으며 중국젓가락문화의 연구는 새

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였다. 

1.젓가락 본체에 대한 연구

송,원,명,청시기부터 젓가락은 저(箸)로 불렸고 명나라 때 어부들이 저를 젓가락(快子)으

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젓가락이란 칭호가 민간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젓가락의 한

자의 변화로부터 젓가락이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던데로부터 전 국민이 널리 사용하게 

되는 발전과정을 보아낼수 있다.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젓가락은 사용하는 사람의 권력과 

신분을 상징하는 정치적인 용도와 소독작용을 갖고있다.  

2.젓가락문화의 확장연구

젓가락은 식사할때 사용하는 도구일뿐만 아니라 이중에는 중국의 가장 유규한 역사를 갖

고 있는 주역(周易)문화의 색채를 띠고 있다.

젓가락은 일종의 무기로써 중국의 무협소설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설정은 소설에 

재미를 더하기도 한다.

젓가락은 또한 중국전통의학에서 질병진단 및 치료의 도구로도 쓰인다.

3.주변나라의 젓가락에 대한 연구

하빈(何彬)의 “일본음식과 젓가락-일본음식문화의 측면”이란 논문은 일본 젓가락의 

발전 역사를 논술하였으며 젓가락의 독특한 풍습과 기능을 설명하였다.베트남 또한 젓가

락을 사용하는 전통국가이다.상준(常峻)의 논문 “젓가락문화가 베트남예절에 미친 영

향”은 중국의 젓가락문화가 베트남의 일상생활 및 사회도덕에 미친 깊은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중한젓가락문화에 대한 분석”은 중국과 한국의 젓가락 문화를 비교한 문

장으로서 한국이 “논어”에 나오는 수저공동사용법을 고수하는 현상으로부터 한국의 

예절을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을 도출해내기도 한다.

제2절 중국젓가락문화학술회

제1기:2013년10월에 주최한 중국젓가락문화학술회에는 참가인원이 열명도 되지 않으

며 관련문장 또한 2~3편밖에 되지 않았다.

제2기: 2014년4월12일에 주최한 제2기 학술회에 참가한 전문인사와 발표된 문장은 제1

기에 비교할때 상당한 발전을 보였으며 학술회의 일정한 규모를 구비하게 되였다.

제3기:2014년12월20일에 개최한 제3기의 학술회는 상해젓가락문화촉진회 부회장인 오

문(伍闻)여사가 사회를 보았으며 40여명의 전물학자들이 상해젓가락문화촉진회의 회원

으로 참가하였다.

제4기:2016년7월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 제4기 학술회의 주제는 “중국젓가락문

화학술회”로 중국젓가락문화에 대한 학술토론시간이 가장 길고 참가인원이 가장 많았다.

제3절 결론

젓가락은 세계의 3대 식사도구중의 하나로 중화민족의 중요한 상징이며 중국인의 역사,

감정 및 풍습을 담고 있으며 중국젓가락문화 또한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첫째,표면적인 연구로부터 심층적인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둘째,중국젓가락에 대한 자료

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셋째,젓가락문화의 고독한 발전상황을 타파하였다.

중국의 젓가락문화에 대한 연구는 막 시작되였지만 아직 많은 영역들이 연구,발굴되지 

않았다.그러나 중국의 젓가락문화가 견고한 첫발작을 내디딘만큼 더욱 많은 연구문장들

이 젓가락문화의 무궁한 매력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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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の箸文化の研究
徐華龍 上海箸文化促進会会長

第1節　基本的な状況

清末民国初期から一部の人々は、箸の文化に深い関心を見せ始めた真の箸文

化の研究は、21世紀に始まり、中国の箸文化の研究は新たな段階に入る事に

なった。

1.箸、その本体の研究宋、元、明、清の時期から快子は“箸”と呼ばれ、明時

代の漁師たちが箸を“快子”と呼び始めながら、箸の称号が民間に広く使用さ

れ始めた。箸の漢字の表記変化から箸が少数の人々が使用する物から、全国

民が広く使用される発展過程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貴金属で作られた箸

は、使用している人の権力と身分を象徴する政治的な用途と検毒の技能を持

っている。

2.箸文化の拡張研究箸は、食事するときに使用するツールだけでなく、中に

は中国の最も長い 歴史を持っている周易文化の色彩を帯びている。箸は一種

の武器であり、中国の武侠小説に登場することもあった、これらの設定は、

小説の楽しみを增加させる。箸はまた、伝統的な中国医学では、病気の診断

や治療のツールとしても使われる。

3.周辺国の箸についての研究ハビン（何彬）氏の「日本料理とお箸 - 日本の

食文化の側面」と言う論文では、　日本の箸発展の歴史を論述し箸のユニー

クな風習と機能を説明した。

ベトナムも箸を使用する伝統的な国家である。サンジュン（常峻）氏の論文

「箸文化がベトナムマナーに与えた影響」には、中国の箸文化がベトナムの

日常生活と  社会道徳に及ぼした深い影響について説明した。 

 

「韓中箸文化の分析」にては、中国と韓国の箸文化を比較した文章として韓

国が 「論語」に出てくるスプーン共同の使い方を固守する現象から韓国の礼

節を重視する考え方を導き出すこともある。

第2節中国の箸文化学術会議

 第1期：2013年10月に主催した中国の箸文化学術会議では、参加人数が十人

もされていない事と、関連文章も2〜3編しかならなかった。

 第2期：2014年4月12日に主催した第2期学術会議に参加した専門家と発表

された文章は、第1期と比較するとかなりの進歩を見せ学術会議の一定の規

模を備えることになった。

 第3期：2014年12月20日に開催した第3期の学術会議は、上海箸文化促進会

副会長であるウウｴン（伍闻）女史が司会を見たとき40人余りの専門学者が

上海箸文化促進会のメンバーとしで参加した。

　第4期：2016年7月21日から23日まで開催された第4期学術会議のテーマ

は、

「中国の箸文化学術会議」で、中国の箸文化の学術討論の時間が最も長く、

参加人数が最も多かった。

第3節結論

箸は、世界の三大食事ツールの一つ、中華民族の重要なシンボルであり、中

国人の歴史、感情や風習を含んでおり、中国の箸文化また新たな発展方向に

進んでいる。最初の目、表面的な研究から詳細な研究へと発展している。

第二に、中国の箸のための材料を体系的で構築している。

第三に、箸文化の孤独な発展状況を打破した。中国の箸文化の研究は、始ま

ったばかりされたが、まだ多くの領域が研究、発掘されなかった。しかし、

中国の箸文化が堅固な最初の足を踏み出したことで、さらに多くの研究の文

章が箸文化のさらなる魅力を示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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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筷子文化之研究
徐华龙 上海筷箸文化促进会 会长

第一节 基本状况

从清末民初开始，有人（如徐珂、梁启超等）就关注筷子及其文化，但真正意

义上的筷箸文化研究的开始，是在21世纪，此时中国筷子文化研究才进入新的

历史阶段。

一、对筷子本体研究

古时候，对筷子名称的研究。先秦时期称“挟”，也作“荚”。郑玄注释：“挟，犹

箸也，今人谓箸为挟提。”到了《韩非子》时期，有了箸的说法：“纣为象箸而

箕子怖”，以后箸就成为筷子的主要称谓。司马迁著《史记》时，称商纣时期的

筷子为“箸”，为以后历代典籍中的使用“箸”字奠定了有力依据。

古时，筷子还有筯、櫡等写法，到了宋、元、明、清时期，箸依然是筷子的主

要称呼。

有明时期，由于船民不喜欢箸，而将“箸”改变成为“快子”，以至于“快子”逐渐被

民间接受，其使用频率慢慢地替代箸而成为重要的口头语言。

民国时期，“快子”，加上竹字头，成为现在的筷子。

如今，人们对筷子本体的研究，有了新的拓展。沈明华《筷箸汉字名称的探源

及其申遗的意义》一文，就对箸、筯、梜、筷等做了深入的研究，其结论是从

这些文字的演变，可以看出“筷箸从少数人使用普及到全体民众的辐射过程”。

当然还有徐杰舜、徐桂兰《筷子与汉民族的历史并肩同行——兼论筷子是汉民

族文化的形象代表》，则说明汉民族发展与筷子的使用是共同进行的。这些文

章都是对筷子本体研究的新成果。

对于筷子的材质的研究，亦有新的观点。有文章特别对贵金属制作的筷子进行

研究之后发现，贵金属筷子具有非同一般的意义：一是体现身份，二是具有防

毒的作用。毕旭玲在《古代贵箸的多重功能解析》一文中提出，贵箸的种类，

根据材质，有象箸、犀箸、玉箸、金银箸等几种，其中以象箸、犀箸、玉箸、

金银箸最为常见。贵箸的功能，不仅仅是身份地位的象征，是生活尚奢的结

果，更具有一般材质的筷箸所不具有的功能，如：银筷、犀箸具有辟毒功能；

作为权利和身份象征的政治象征功能。

二、筷子文化延伸研究

这种研究，打破了筷子仅仅为吃饭工具的局限。众所周知，筷子的作用就是吃

饭。然而，研究发现，筷子除了为吃饭而存在的工具之外，其作用远远不止一

此。

筷子是一种饮食工具，其表现出的文化韵味，绝不是单一的，其附着了中国最

古老的周易文化。黄迎周在《筷箸文化，“易”理彰显》一文中提出，筷箸文化

绝不是自身简单的单一文化。常见筷子的形制，上面是方的，下面是圆的，也

就是天方地圆，方属乾为天，圆属坤为地，每根筷子呈现出乾坤之象，这是形

制上的易学之理。筷子为两根木棍，非常简约，一个人都能熟练使用，这就符

合周易里的简易之理。万变不离其宗，筷子的使用配合都是离不了两根一双之

制，也就是阴阳之理不会变，太极理念不能变，这就是易学中事物的内在本质

不易之理。

筷子是一种武器，在中国武侠小说里，常常见到所描写的筷子作为武器的场景

出现，为小说带来很多的情趣，如金庸《神雕侠侣》、《天龙八部》等。事实

上，筷子曾经就是一种基本的又常常被忽视的餐桌上的武器。

在与日本文化学者谈及筷子时，被告知日本筷子之所以横放在面前，就与古时

日本武士常常将筷子作为武器，为了防止这种现象的出现，才改变成为今天的

筷子横放的习俗。

筷子在中国传统医药里，也常常被使用，成为诊断、治疗的工具。徐华龙在《

箸与清代中医药研究》一文中提出，作为中医工具的筷子是中医的医疗器械，

大多数来源于生活物件，筷子作为被经常使用的工具，有：缠绕之用，撬开之

用，蘸点之用，横口之用，并且可以取松葫芦籽、鱼骨于喉咙。筷子在中医药

中还可以作为药引，其运用已经达到了出神入化的地步，不仅有离奇的故事还

产生了神奇的医疗效果。

另外，筷子的延伸研究，则表现在从传统香事中看筷子的功能。

筷子与对联的研究，这是新的研究领域，是根据新的筷子文化的新现象而进行

的一种延伸研究。朱亚夫《试论筷子与对联的姐妹缘》、宁波《筷子联袂对

联，大道连理至简》、王有钧《筷箸文化意蕴试释——结合“对联颂筷”》等文

章，就深刻剖析了对联与的内在的文化要素及其艺术上的渊源关系。

凡此等等，均为近来筷子文化研究的新亮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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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对周边国家筷子的研究

中国周边的国家同样使用筷子进餐，因此学者的研究眼光放置到了日本、越南

等国家。比较有代表性的文章，有何彬《和食与筷子——谈日本食文化的一个

侧面》，其论述了日本筷子历史的发展与演变，及其独特的筷子习俗和功用。

作为和食文化的一部分筷箸也是当今日本社会的一个产业、儿童和青少年教育

的课目，提供了多种文献与现代资料，为展示了日本筷子的独特文化。

越南也是一个筷子使用的传统国家。常峻《筷箸文化对越南礼仪的影响》从越

南饮食餐桌礼仪中的筷箸文化、家庭礼仪观念中的筷箸文化、关于筷子俗语中

蕴含的社会道德礼仪观念三方面进行论述，从而反映中国筷箸文化对越南日常

生活礼仪、社会道德礼仪的深远影响。

《中韩筷子文化的浅析》是一篇中国与韩国筷子文化进行比较文章，不仅追溯

了两国筷子产生的历史，更对两国筷子的异同做了比较，对于中韩两国民众为

什么选择筷子，作了学术上的自我判断，具有一定的道理。文章认为：韩国仍

然坚持类似《论语》中的勺筷共同用法，可见韩国的思维方式中尤其注重礼仪

的功能。在中国，筷子是一种文化符号，与“中餐”这一概念紧密相连，在全世

界的中餐馆里都可以看到这一场景。

上述文章，可以看出中国筷子文化的研究视野已经打开，不仅注重中国的筷子

文化，同时也注意到周边国家的筷箸文化及其文化的个性化特征。

另外，中外饮食器具的比较，也是目前研究的一个重要方面，反映的是东方筷

子文化与西方刀叉文化的异同，与民族心理的差异。

第二节 中国筷子文化研讨会

长期以来，人们往往将筷子仅仅作为一种餐具，而忽视其中蕴含着博大精深的

传统文化，如果需要改变这种状况，就必须要加以研究，提升其文化价值，大

力宣传弘扬了其文化的深刻内涵，促进筷子文化的保护与传承，因此，召开研

讨会就能够推动筷子文化研究的进一步发展。

第一届

2013年10月，举行第一次中国筷箸文化讨论会。参加人数不足十人，文章二

三篇，现场显得有点冷清。尽管如此，这是筷箸文化的良好开始，是一个具有

里程碑式的中国筷箸文化研究的发轫时期。

第二届

2014年4月12日星期六，召开第二次研讨会，无论是参加研讨会的专家还是论

文都有了大幅度的提升，具有了学术会议的一定规模。

这次研讨会在上海社会科学院举行，主题为“筷箸与中国文化学术研讨会”，有

50余专家学者参加。

其中论文《元代的筷箸文化及其样像》、《民间信仰中的“筷子神”》、《筷箸

文化对越南礼仪的影响》等文章，发表于《非物质文化遗产集刊》第7集（浙

江商业大学出版社2014年版）上。

宁波《诌议筷子的起源及其民间文化传承的功能》，沙媛媛、王晓葵《筷箸与

日本文化》、徐华龙《红楼梦与筷箸文化》等发表与《文化学刊》2015年第2

期上。

秦耕《筷箸起源于中国》、徐华龙《<金瓶梅>中的筷箸文化》等文发表在《

吕梁学院学报》2015年第1期上。

第三届

第三次是“蓝翔筷箸文化研讨会”，2014年12月 20日星期六下午14时举行，地

点在延长中路801号新华园A座8楼会议室。

会议由上海筷箸文化促进会副会长伍闻女士主持，四十多名专家学者及上海筷

箸文化促进会会员出席会议。对蓝翔对筷箸文化的贡献作了非常有力的肯定，

并且对促进会未来的发展进行展望。

第四届

这次研讨会，其会题为“中国筷子文化研讨会”。

时间在2016年7月21到23日。地点是上海社会科学院。本次会议是中国筷子文

化研讨会时间最长，人数最多的一次。

由上海民间文艺家协会、上海文化研究中心、上海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主

办，由上海社会科学院民俗学与非遗保护研究室、上海筷箸文化促进会、上海

市松江区文化馆承办。上海筷箸文化促进会会长徐华龙，上海松江区文化馆

馆长陆春彪，上海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副所长荣跃明，中央文史研究馆馆员

陶思炎教授，华东师范大学民俗学研究所田兆元教授，复旦大学中文系秦耕教

授，日本首都大学人文社会系何彬教授，浙江社会科学院历史所所长徐吉军研

究员，浙江师范大学学报主编陈华文教授，青岛文化研究院黄迎周研究员，上

海社会科学院文学所研究员蔡丰明、民俗学与非遗保护研究室主任黄江平等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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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学者参加了此次会议。

参加会议近六十人，不仅有中国知名的专家，还有在读的上海大学、华东师范

大学的博士生、研究生。论文共有三十余篇，无论是数量还是质量都远远超过

前几次的研讨会，达到一个新的水准。

此次研讨会的论文，打破了筷子作为餐饮工具的单一局限，从多角度多学科的

视野来审视筷子文化的历史及其价值。文章除了研究筷子的起源、历史，还研

究筷子的其他功用，如筷子的美学价值、哲学意义、形制演变，凡此等等，均

让人眼前一亮。

为了扩大影响，加深研究，在举办这次研讨会之前，还举办了两个与此次研讨

会相配套的活动。

一是2015年底的“对联颂筷”征文活动。对联是一种非常具有群众基础的文学活

动，而筷子又是一日三餐都无法离开的工具，且两者十分形似神似，因此对联

与筷子的两者联姻，产生很好的效果。此次“对联颂筷”征文活动的参与者除新

疆、西藏之外，全国其他省份都有自发来稿，美国、加拿大等国家也有华人投

稿。总来稿约两千条对联，已精选出版《“对联颂筷”全国征文集》一书。

二是2016年6月在松江佘山二陆山房艺术馆同步举办的“中华传统筷子文化展”

。上海筷子的收藏在全国都具有很高的知名度，筷子爱好者、收藏者很多，他

们的收藏吸引国内外的专家、市民以及外国朋友的慕名而来。此次展览，集中

展示了上海民间筷子文化的收藏，这些丰富多彩的筷子吸引了众多的参观者，

并为这些精湛展品而惊叹；同时，这次展览也为中国筷子文化研讨会增加了生

动、可视的筷子实物。

第三节 结论

筷子是世界上三大饮食工具之一，也是中华民族最重要的标志，承载着中国人

的历史、情感及其习俗，为此，必须要将筷子放置在中华民族文明史上来进一

步考量，才能让筷子在中国文明史上恢复其应有的地位，要达到这样的目的，

就需要对筷子加以深刻的研究。

近年以来，中国筷子文化研究有了新的发展。

一、逐渐从表面层面向纵深发展

经过数年的筷子文化研究之后，中国筷子研究从泛泛而谈的筷子文化的表层文

化，如筷子的习俗、禁忌、遗闻、趣事等一些介绍性文章，，而缺乏对筷子的

更深层次的叙述，缺少对筷子的全方位的认知，仅仅停留在饮食文化的层面，

更缺少一种大的文化视野。目前，中国筷子研究者开始深入从历史学、考古

学、民俗学、人类学等学科来探讨筷子文化，并取得了丰硕的成果。

二、系统查找了中国筷子资料

根据社会科学一般的研究逻辑，没有资料是无法研究的。数年之前，几乎所有

的人，都认为中国筷子文化资料甚少，只囿于当代报纸刊物上一点资料，但是

经过深入挖掘，发现在中国古代典籍里，有着大量丰富的筷箸文化记载，几乎

每一个朝代的史书上都有，古代笔记乃至各种小说都有丰富、形象的筷箸文化

的各种资料，这就大大地丰富了现有的筷子资料，为中国筷箸文化研究提供了

十分广阔的前景。

三、打破过去筷子文化单兵独斗的状况

过去的研究，只是个别筷子文化爱好者在关注，如今形成多元的文化研究队

伍。如今，在中国有了更多的社会科学的专家、学者，包括大学教授和博士

生、研究生都加入筷子文化的研究，他们从各自不同的领域来阐述，开创了新

的研究局面，打开新的文化空间。

虽然，中国筷子文化的研究，还刚刚开始，还有更多的领域需要去开拓、研

究，但毕竟中国筷子文化迈出了坚实的第一步，将来会有更多的精彩文章来展

现筷子文化的无穷魅力与精神色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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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3.2)3) 중국 젓가락 문화에 대한 연구-쉐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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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주제 : 한중일젓가락과 문화
 
·젓가락과 “제기상상(制器尚象)” / 중국 저오잔쉐(Zhou Jianshi/周剑石) 칭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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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과 “제기상상(制器尚象)”
중국 저오잔쉐(Zhou Jianshi/周剑石) 칭화대 교수

 젓가락의 기원, “제기상상(制器尚象)”

“젓가락은 식사할대 쓰는 도구로서 사람의 손을 늘여 핀것이다”—— 자신을 모방하

는 “제기상상(制器尚象)”。“젓가락은 식사할대 쓰는 도구로서 새의 입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도구이다”——동물을 모방하는 “제기상상(制器尚象)”。

현재 중국사람들이 주로 쓰고 있는 젓가락은 명나라때 사용해왔던 ‘천원지방天圆地
方’ 젓가락이다——행운의 의미 가짐。젓가락 만들때 쓰는 자연재료,전통수공예과 

환경보호,인체건강과 세계무형유산의 보호,전승--한중일 삼국 쓰고 있는 천연옻재료,전

통수공예로 만드는 젓가락의 예로 설명함 

순환이용과 지속적이용, 분해가 가능한 자연재료 젓가락의 응용 및 환경보호과 인체건

강. 전통수공예기술로 만든 젓가락과 셰계무형유산의 보호,전승.

젓가락의 수공예 제조 및 “천공인첩”과 “천공개물”의 물제작관념.

젓가락의 사용과 당대예술,생활예술 그리고 “도술일분(道术一本)”

당대예술은 고전예술의 ‘자연미’와 현대예술의 ‘형식미’보다 사람의 삶과 지역문

화, 민숙문화하고 더 긴밀하게 결합한다. ---“우리의 삶”。

20003년(9.29-10.17) 유네스코 제 32회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고 회의에서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공약>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공약 제14조에 따르면 각 나라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고 무형문화유산을 

존중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 특히 청소년들을 비롯한 단체들에게 홍보하여 무형문화

유산에 관련된 교육도 시켜야 한다. 각 단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필요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여 과학적이고 관리 수준 

높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불법적인 홍보 수단을 차단해야 한다. 

2016년 10월, 칭화대학교 미술과에서 ‘칠기전공’과목을 열렸다. 수업중에서 생칠젓

가락 제작방법을 주요내용으로 강의했다.

젓가락 제작기술，<예기, 악기>에서 “덕성우상(德成于上)，예성우하(艺成于下)”. 

즉“도술일분(道术一本)”이다.  

筷子与“制器尚象”
周剑石 中国·清华大学美术学院

 筷子的起源与“制器尚象”观

“筷子作为工具是人手的延伸”—— 模仿自身的“制器尚象”。

“筷子作为工具是受鸟嘴一张一合啄取实物形状的启发”——模仿动物的“制器尚

象”。明朝定型现代中国普遍使用的筷子形状“天圆地方”——符号化的“吉祥寓

意”。 筷子制作的自然材料、传统手工技艺与绿色环保、人体健康及其“非物质

文化遗产”保护、传承——以中韩日三国使用天然大漆自然材料、传统手工技

艺制作的筷子为例

 循环、可持续、可降解自然材料筷子的应用与绿色环保、人体健康。

 传统手工技艺制作筷子与“非物质文化遗产”保护、传承。

 筷子手工技艺制作与“天工人巧”及其“天工开物”的造物观。

 筷子使用与普世的当代艺术和生活美学及其“道术一本”观

 当代艺术已经超越古典艺术“自然美”、现代艺术的“形式美”，而追求与人

的生活紧密相结合的地域、民族和自我的认同——“我们自己的生活”。

 根据联合国教科文组织于2003年（09月29日——10月17日），在法国

巴黎举行的第32届会议发布的《保护非物质文化遗产公约》第一章·总则中第

十四条：教育、宣传和能力培养“各缔约国应竭力采取种种必要的手段，以便：

（一）使非物质文化遗产在社会中得到确认、尊重和弘扬，主要通过：1·向公

众，尤其是向青年进行宣传和传播信息的教育计划；2·有关社区和群体的具体

教育和培训计划；3·保护非物质文化遗产，尤其是管理和科研方面的能力培养

活动；4·非正规的知识传播手段。”

 10月在北京清华大学美术学院举行了中国贵州省大方（省级非物质文化

保护单位）县“漆器从业骨干专项培训”项目，正是遵循联合国教科文组织发布

的《保护非物质文化遗产公约》第一章·总则中第十四条：所提出的……教育计

划行动。

    期间，重点教授天然涂料大漆筷子制作的方法……

 筷子制作技术，追求《礼记·乐记》提出的“德成于上，艺成于下”。既“道

术一本”观的“道以御术”和“艺以明道”的辩证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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箸と「制器尚象」
周剑石 中国・清華大学校美術科- 

一、箸の起源、「制器尚象」

　1、「箸は、食事するツールとして人の手を伸ばした物である」 - 

　　　　ー　自分を模倣する「制器尚象」。

　2、「箸は、食事するツールとして、鳥の口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　

　　　　　得て製作された道具である „ - 動物を模倣する「制器尚象」。

　3、現在、中国の人々が主に使っている箸は明時代から使ってきた　　　

　　　「天圆地方」の箸である - 幸運の意味を持つ。

二、箸を作くるときに使う天然材料、伝統の手工藝環境保護、人体の　　　

　　健康と世界無形遺産の保護、伝承-韓中日三国書いている　　　　　　　

　　　　天然漆の自然材料、伝統的な手工芸品で作る箸の例を説明する。

　1.循環利用と持続的利用、分解が可能な自然材料箸のアプリケー　　　　

　　ションと環境保護、人体の健康。

　2.伝統工芸技術で作られた箸と世界無形遺産の保護、伝承。

　3.箸の手工芸品の製造で“天工人巧”及び“天工开物”的な制作観念。

三、箸の使用と当代芸術、生活の芸術そして「道術一本」

　1、当代芸術は古典的な芸術の「自然美」と現代美術の「形式美」より 　

　　　人の生活や地域の文化、民俗文化とより緊密に結合する。

　　　---「私たちの生活」。

　2、2003年（9.29-10.17）ユネスコ第32回会議がフランスのパリで　　　

　　開催されたし、会議では、<無形文化遺産の保護公約>に関連した　　

　　　内容を発表しました。公約第14条によると、それぞれの国は、無　　

　　　形文化遺産を保護するために、必ず、様々な措置を取ると無形文　　

　　　化遺産を尊重して発展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3.国民、特に青少年をはじめ団体に広報して無形文化遺産に関連        する

教育もなければならない。

 4.各場所及び団体を対象に、無形文化遺産に対して必要な研修や教     育を実

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5.無形文化遺産を保護して、科学的管理レベルの高い能力を向上さ    せなけ

ればならない。

 6.違法な広報手段を遮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2016年10月、清華大学の学校美術で「漆器専門」の科目を開かれ     た。

授業の中で生漆箸製作方法を主な内容と講義した。

 7、箸の製作技術、追求<禮記、楽器>で「德成于上、艺成于下」。 すなわ

ち、「道术一本」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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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주제 : 한중일젓가락과 콘텐츠
·젓가락의 문화원형 가치와 문화콘텐츠 / 한국 김양식(Kim Yang Sik/金洋植)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문학박사 
전 국사편찬위원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연구실장)
현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사회통합연구부장)
저서: 한국 근대 사회변동과 농민전쟁(1996), 지리산에 가련다(1998), 근대권력과 토지(2000), s새야 새
야 파랑새야(2005), 근현대 충북의 역사와 기억(2011), 충북의 하늘 위에 피어난 녹두꽃(2011) 등

文学博士
前国史編纂委員会委員、檀国大学校東洋学研究所（研究室長）
県忠清北道研究院首席研究委員（社会統合研究部長）
著書：韓国近代社会変動と農民戦争（1996）、智異山に行きたい（1998）、近代権力と
土地（2000）、セヤセヤパランセヤ（2005）、近現代忠北の歴史と記憶（2011）、忠北
の空の上に咲いた綠豆の花（2011）など

文学博士
前 国史编查委员会，檀国大学 东亚学研究所（研究室长）
现 忠北研究院 首席研究委员（社会统合研究部长）
著作: 韩国近代社会变动与农民战争(1996), 
近代权利与土地(2000), 
鸟啊，鸟啊，蓝色的鸟啊(2005), 
近现代忠北历史与记忆(2011), 
忠北天空下盛开的绿豆花(2011) 等

젓가락의 문화원형 가치와 문화콘텐츠
김양식(Kim Yang Sik/金洋植)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1세기 문명의 패러다임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오면서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천년에 걸쳐 형성된 동양인의 경험과 지혜의 산물인 여러 문화요

소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음식문화이다.

동양의 음식문화에서 공통의 아이콘은 젓가락이다. 젓가락은 중국 전국시대 B.C.4세기 

전후에 만들어져 4세기 전후 한국과 일본으로 전래되어 정착된 이후, 3국의 자연환경과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젓가락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상징이자 동양인의 지혜와 숨결이 담긴 결정체이다.

그러므로 젓가락은 단순한 음식도구가 아니다. 동아시아의 문화원형으로서 많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젓가락은 독특한 조형미를 가진 공예품이자 화합, 조화, 상생의 정신이 깃

든 정신의 산물이며 품격있는 식사예절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도덕적 매개물이기도 하

다. 또한 집중을 요하는 젓가락 사용법은 동양인의 DNA으로 체화되어 오늘날 놀라운 경

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젓가락과 음식문화는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통해 그 가치를 확장해

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젓가락의 가치와 문화형태가 3S(story telling, space telling, spirit 

telling)를 통해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젓가락 문화콘텐츠는 시간과 공간, 대

상과 매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구상되어야 한다. 젓가락은 1천년이 넘는 시간이 

담겨 있고,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내포되어 있고, 문화상품・브랜드・CT・IT・

관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목적의 쓰임새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젓가락 문화콘텐츠가 가능한 것은 젓가락의 잠재적 가치가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젓가락의 가치는 단지 음식을 먹는 도구로서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가

치 외에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먼저 젓가락은 젓가락과 떼어놓을 수 없는 숟가락, 식기, 소반, 젓가락함, 젓가락 받침 등

과 함께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음식도구로서 젓가락의 완벽한 가치 실현은 숟가락

과 식기 등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그것이 젓가락 정신이기도 하다.         

젓가락은 한류와 결합, ‘K-젓가락’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젓가락을 소재로 한 노래, 

영화, 드라마, 다큐가 가능하다. K-젓가락의 세계화전략은 한국만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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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3국의 보편성 위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일차적으로 동아시아인의 사

랑을 받고, 그를 기반으로 세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젓가락 문화콘텐츠는 공예와 예술과 융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상품과 공

예품, 예술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 듯이, 젓가락테라

피를 통해 젓가락을 활용한 지능 개발과 치료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젓가락 자료를 집적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젓가락연구소를 설립

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젓가락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젓가락을 개발하여 

산업화, 대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箸の文化原型価値と文化コンテンツ
金洋植 県忠清北道研究院首席研究委員

21世紀の文明のパラダイムが西洋から東洋に移ってきて、東洋の文化に対す

る関心が高まっている。それに応じて数千年に渡って形成された東洋人の経

験と知恵の産物であるいくつかの文化の要素が注目を集めており、そのうち

の一つが食文化である。

東洋の食文化で共通のアイコンは、箸である。箸は中国戦国時代B.C.4世紀

前後に作られて4世紀前後、韓国と日本で伝来されて定着された後に、3カ国

の自然環境と社会・文化的環境に応じて、それぞれの特徴を持つようになっ

た。箸は、東アジアを代表する文化の象徴であり、東洋人の知恵と息が詰ま

った結晶である。

したがって、箸は単純な食べ物ツールではない。東アジアの文化原型として

多くの価値を内包している。箸は、ユニークな造形美を持つ工芸品であり和

合、調和、共生の精神が込められた精神の産物であり、品格のある食事のマ

ナーを介して人性を涵養する道徳的媒体でもある。また、集中を要する箸の

使い方は東洋人のDNAに溶体化されて、今日の信じられないほどの経済成長

の原動力として作用した

これらの価値を持った箸と食文化は、創造的な文化コンテンツを、その価値

を拡張す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には箸の価値と文化形態が3S（story tell-

ing、space telling、spirit telling）を介して現代に継承発展なければならな

い。箸文化コンテンツは、時間と空間、対象と媒体などが総合的に考慮さ

れ、構想されるべきである。箸は、1千年以上の時間が含まれており、東ア

ジアの普遍性と特殊性が内包されており、文化商品・ブランド・CT・IT・

観光など多様な媒体を介して複数の目的の使い道として活用することができ

る。

様々な箸文化コンテンツが可能なのは、箸の潜在的な価値が無限の擴張性を

持っているからである。箸の価値は、単に食べ物を食べるのツールとして持

っている機能的な価値に加えて融合・複合を介して様々なコンテンツ開発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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筷子文化原型的价值与文化产品
金洋植 现 忠北研究院 首席研究委员

21世纪文明的构架，渐渐的从西方转变到东方，东方文化受到人们的大量关

注。经过数千年的积累，东方人的智慧与经验的结晶形成了很多的文化要素，

受到人们的关注，其中最受人关注的就是饮食文化。

东方饮食文化共同的道具就是筷子。筷子在中国春秋战国时期，公元前4世纪

左右发明创造而成，并渐渐传入韩国日本。随着时间的推移，结合3国的自

然、社会、文化环境，各自形成了具有各自特点的筷子。筷子是东亚文化的代

表，是东亚人智慧的结晶。

所以，筷子并不是单纯的饮食工具，作为东亚文化的代表，具有更高的价值。

筷子作为独特的造型物，拥有工艺品艺术价值的同时，还兼顾了和平、造化、

生命精神等重要的意义，通过十分有品格的用餐礼节，体现了人生的涵养与道

德。另外，使用筷子时需要集中的习惯，是东亚人的DNA得到改造。今天，震

惊世界的亚洲经济发展就是以此为原动力的。

通过这种价值，筷子与饮食文化创造了大量的文化产品，进一步确认了这种价

值。这种价值与文化形态需要通过3S(story telling, space telling, spirit tell-

ing)这种现代方式来继承与发展。筷子文化产品是时间与空间，对象与媒体等

综合考虑构成的。筷子包含了千年文化文明，包含了东亚文化的普遍性与特殊

性，通过文化商品、品牌、CT、IT等大量的媒体，以各种各样的形式被应用在

人们的日常生活当中。

多种多样的筷子文化产品，体现了筷子的潜在价值，肯定了这种无限的真确

性。筷子的价值不仅仅体现在了饮食道具上，通过开发，可以产生更多更深层

次的产品。

首先，提到筷子的话不能不提的就是勺子、餐盘、筷子筒、筷子托等大量的元

素，这种元素可以一起开发出来。作为饮食工具，筷子完美的价值性可以通过

与勺子的组合来实现。这也是一种筷子精神。        

筷子与韩流结合，发展‘K-筷子’。以筷子为素材，制作音乐、影视、等文化产

品。‘K-筷子’世界化战略，只有韩国强调是行不通的，要体现东亚3国共同的普

可能である。

まず、箸は箸と切り離せないスプーン、食器、膳、箸箱、箸置きなどと一緒

にコンテンツが開発されるべきである。食品のツールとしての箸の完璧な価

値の実現は、スプーンと食器などの調和とバランスを達成すると可能であ

る。それ箸精神でもある。

箸は韓流と組み合わせることで、「K-箸」に発展する。箸を素材にした歌、

映画、ドラマ、ドキュメンタリーが可能である。 K-箸のグローバル化戦略

は、韓国だけを強調してはならず、東アジア3国の普遍性の上でアクセスす

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ように一次的に東アジア人の愛を受けて、彼に基づ

いて、世界に拡大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さらに箸文化コンテンツは、工芸と芸術との融合、複合されて、様々な形の

文化商品や工芸品、芸術品に拡大されるべきである。また、既にいくつかの

研究で実証されたように、箸テラピーを介して箸を活用した知能の開発と治

療プログラムの開発も可能である。

そのためにはまず、箸の材料を集積してアーカイブを構築し、箸研究所を設

立し、体系的な調査・研究・開発が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さらに、定期的

に箸文化コンテンツ公募展を開催して優秀な文化コンテンツを発掘し、創造

的な箸を開発して産業化、大衆化させる必要性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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遍性。只有这样才能形成受到世界人民喜爱的筷子文化。

筷子文化是结合了工艺与艺术的综合体，可以开发出大量的文化商品，艺术

品，工艺品等。另外，已经通过大量研究证实的筷子治疗法，可以通过这种方

法开发智力，形成独特的筷子治疗项目。

通过收集大量的资料，构成档案资料室，成立筷子研究所等较为体系的调查、

研究、开发机构。定期展开筷子文化的公开募集活动，征集优秀的筷子文化主

题，开发创意性的筷子，使之产业化，形成大众化。

PPT 3.3)1) 젓가락의 문화원형 가치와 문화콘텐츠-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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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주제 : 한중일젓가락과 콘텐츠
·젓가락 문화유산 교육(젓가락교육과 인성) / 한국 정명수(Chung Myung Soo/鄭明洙)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상임이사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컨설팅학 박사
배재대학교 컨설팅학과 겸임교수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상임이사 본부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총괄책임자
농수산물유통공사 전문위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培材大学校一般大学院コンサルティング学博士
培材大学校コンサルティング学科兼任教授
ファースト経営技術研究院常任理事本部長韓国社会的企業振
興院社会起業家育成事業統括責任者
農水産物流通公社専門委員、障害者企業総合支援センター専門委員

百济大学 研究院 咨询学 博士 
百济大学 研究院 咨询学 兼任教授
第一经营研究院 常务理事 本部长
韩国社会企业振兴院 社会企业家教育事业 总监
农水产物流通公社 专家委员, 残障人企业综合支援中心 专家委员 

젓가락 문화유산 교육(젓가락교육과 인성)
한국 정명수(Chung Myung Soo/鄭明洙)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상임이사

1.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젓가락 인성교육 목표 수립 실행

2. 창의적, 융합적 , 신체적, 정신적 인성교육 실행

3. 우리의 것 찾는 소중한 유전자 자산 교육 

------------------------------------------------------------

1. 11월11일 국가지정“젓가락 문화유산의 날” : 소중한 유전자 확산 발굴

2. 한국정부 : 농업인의 날 – 기념(병행사용도 가능) : 한 중 일 3개국 병행지정 필요

3. 자신 전용 젓가락 이름 : 사용자 이름 혹은 표시하기

4. 젓가락 만들기 체험 과목 옻칠 및 나전칠기 만들기

5. 체형에 맞는 3D 젓가락 만들기 

6. ICT  스마트 젓가락 만들기 발굴 음식 오염도 측정가능한 젓가락

7. 한중일 젓가락 영상 컨텐츠 제작 문화유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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箸文化遺産教育（箸教育と靭性）
鄭明洙 ファースト経営技術研究院常任理事本部長

1. 小学校を中心としたお箸人格教育目標設定の実行2. 創造的、融合的、身体

的、精神的人格教育を実行3. 私たちのものを見つける貴重な遺伝子資産の教

育

------------------------------------------------------------

1.　11月11日国指定」箸文化遺産の日」：貴重な遺伝子拡散の発掘2.　韓国

政府：農業の日 - 記念（並行使用も可能）：韓中日3カ国並行指定する必要

3.　自分専用の箸名：ユーザー名または表示する4.　箸作り体験コース漆と

螺鈿漆器を作る5.　体型に合った3D箸を作る6　.ICTスマート箸を作る発掘

食品汚染の測定可能な箸7.　日中韓箸映像コンテンツ制作の文化遺産を共有

筷子文化遗产教育(筷子教育与人性)
鄭明洙 ファースト経営技術研究院常任理事本部長

1. 以小学为中心，筷子人性目标教育树立并实行

2. 创意的，融合的，身体的，精神的全方位的人性教育施行

3. 我们一直寻找的重要的遗传学基因 

------------------------------------------------------------

1. 11月11日国家指定“筷子文化遗产日” : 重要的遗传因子

2. 韩国政府 : 农民日–纪念(可以并行实施) :中日韩3国需要一起指定

3. 个人专用筷子 : 刻有自己名字的筷子

4. 筷子制作体验科目，漆器制作科目

5. 适合自己手型的3D筷子制作 

6. ICT智能筷子发掘，可以测定食品安全的筷子

7. 中日韩共同制作的筷子主题宣传影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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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3.3)2) 젓가락 문화유산 교육(젓가락교육과 인성)-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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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주제 : 한중일젓가락과 콘텐츠
·젓가락 문화와 상품화 전략 / 한국 정진섭(Jung Jin Sup/鄭珍燮)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2009년~ 현재: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7~2008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연구교수)
2006~2007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2004.8: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2009年〜現在：忠北大学校経営大学教授
2007〜2008年：成均館大学経営大学（研究教授）
2006〜2007年の：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1997〜2004.8：ソウル大学経営学博士

2009年~ 现在: 忠北大学 经营系 教授
2007~2008年： 成均馆大学 经营系(研究教授)
2006~2007年: 韩国贸易投资振兴公社
1997~2004.8: 首尔大学 经营学 博士

젓가락 문화와 상품화 전략
정진섭(Jung Jin Sup/鄭珍燮)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젓가락에 삶과 멋과 흥을 담자는 주제로 한중일 문화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청주에서 

페스티벌을 개회한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발표하고자 한다.

첫째는 젓가락 페스티벌에 대한 의의를 얘기하고자 한다.

둘째는 젓가락과 한중일 문화의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산업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셋째는 젓가락 상품화를 위해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구조를 활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넷째는 산업경쟁력 모델인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젓가락을 활용한 상품화에 있어

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끝으로 요약 및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젓가락 페스티벌의 의의

제사장이 신에게 제사지내는 제물의 운반에 사용되었다는 신성한 도구인 젓가락이, 서민

의 실용적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긴 기원에도 불구하고, 젓가락의 모습은 크게 변함이 없으며, 대신 삶의 애환

과 즐거움을 함께 하며 우리와 함께 해 왔다.

- 고려가요 ‘동동’에 등장하는 분디나무 젓가락

-  고려시대 제숙공처의 젓가락

2. 젓가락과 한중일 문화의 차이 및 산업

중국: 길고 두툼하며, 원형 젓가락 → 중후 장대형 산업

일본: 짧고 끝이 세밀한 젓가락 → 세밀한 산업

한국: 중간, 국물로 인한 금속 젓가락 →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3. 비즈니스 캔버스, 본원적 전략, 가치사슬을 활용해야~

젓가락의 상품화에 있어서는 “경영기반, 고객과의 접점, 제품/서비스의 정의, 재무적 요

소” 가 모두 고려된 전체적 시스템 관점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

하도록 구성해야 함/ 저원가 전략 vs. 차별화 전략 / 기업의 가치사슬도 활용해야

4. 다이아몬드 모델과 젓가락 산업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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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 모델

- 요소조건: 시장성 있는 제품기술이 필요

- 수요조건: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세련된 시장을 만들어야

- 관련 및 지원분야: 단순한 젓가락이 아닌 교육, 문화, 스토리를 통해 문화산업으로 

- 경영여건: 문화도 비즈니스화가 필요,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전략, 구조를 갖추고 경쟁력

                 키워야

5. 결론 및 시사점

- 젓가락 문화의 삶과 멋과 흥을 계승함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상품화 전략도 필요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 곳이 천국 

삶을 멋지게 흥겹게~ 밥 숟가락, 젓가락을 놓은 그 순간까지~

箸文化と商品化戦略
鄭珍燮 忠北大学校経営大学教授

箸の生活と趣と興を収めろと言うテーマで、韓日中文化関連機関が協力し

て、清州でフェスティバルを開会する。

基本的には次のような順序で発表しようとする。

第一は、箸フェスティバルの意義を話したい。

第二には、箸と韓日中の文化の違いと、これに伴う産業を簡単に言及ぶよう

とする。

第三には、箸の商品化をために、ビジネス、キャンバスと呼ばれる構造を活

用して説明する。

第四は、産業競争力モデルのダイヤモンドモデルを活用して、箸を活用した

商品化において注意すべき事項について述べる。

最後にまとめと戦略的示唆を提示して仕上げたい。

1.箸フェスティバルの意義

祭司が神に祭る供物の運搬に使用された神聖なツールである箸が、庶民の実

用的なツールとなった。

そして、その長い起源にもかかわらず、箸の姿は大きく変わらず、代わりに

生活の哀歓と楽しさを一緒にして、私たちと一緒にしてきた。

 - 高麗歌謡 ドンドン」に登場するブンディ(イヌサンシﾖウ）割り箸

 - 高麗時代の濟肅公の妻の箸

2.箸と韓中日文化の違いや産業

中国：長く肉厚くで、円形の箸→重厚長大型産業

日本：端が短い細かい箸→精密な産業

韓国：中間、スープに起因する金属の箸→半導体、バイオなどの先端産業

3.ビジネスキャンバス、本源的戦略、バリューチェーンを活用しなければ〜

箸の商品化においては、「経営基盤、顧客との接点、製品/サービスの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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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的要素」がすべて考慮された全体システムの観点が必要で、「肯定的な

相乗効果」が発生するように構成する必要がある/低コスト戦略vs.差別化戦

略/企業のバリューチェーンも活用しなければ。

4.ダイヤモンドモデルと箸産業化戦略

ダイヤモンドモデル：競争力強化のための経営戦略モデル

 -要素条件：市場性のある製品の技術が必要

 -需要条件：市場の規模を育て、洗練された市場を作ろう。

 -関連およびサポート分野：単純な箸ではなく、教育、文化、ス　　　　　

　　トーリーを通して文化産業に。

 -経営環境：文化もビジネス化が必要、ビジネスモデルに応じた戦　　　　

　略、構造を備えて競争力をたかめる。

5.結論と示唆する点

 - 箸文化の生活と趣と興を継承することはもちろん、ビジネスモデルを通じ

た商品化戦略も必要 

他人を配慮して考えている心〜その場所が天国

人生を素敵に楽しく〜ご飯スプーン、箸を置いたその瞬間まで〜

筷子文化与商品化战略
鄭珍燮 忠北大学 经营系 教授

以筷子的‘生活’‘味道’‘兴趣’为主题，中日韩文化机关在清州展开了筷子庆典。

我将以以下的顺序来进行发表。

1 筷子庆典的意义

2 筷子与中日韩文化的差别与产业化

3 为了筷子商品化的形成，如何灵活运用商业运作

4 灵活运用商业模型-钻石模型，开发筷子商品时的注意事项

5 总结与战略实例分析

祭祀典礼上，夹贡品的工具，渐渐发展成百姓都使用的实用工具-筷子

虽然有着悠久的历史，但是从来没有改变过的筷子基本外貌，体现了生活的悲

欢离合。

-  高丽时代民谣‘咚咚’当中就登场的山草树筷子

-  高丽时代 ‘闲淑公妻’筷子

2.  筷子与中日韩文化的差异与产业

中国：长并且厚重的圆形筷子-中大型产业

日本：短小但是精致的筷子-精密行产业

韩国：中等长短，金属筷子-半导体、生物等尖端产业

3. 经营活动，本源战略，价值链的灵活运用

在筷子商品化战略中，需要‘经营为本、顾客体验、产品/服务的新定义、财务

要素’等全盘考虑的营销系统。需要产生‘肯定的互动效果’。并考虑到低价战略

VS差别化战略/并灵活运用企业的价值链。

4.  钻石模型与筷子产业化战略

钻石模型：强化竞争力的经营战略模型

- 要素条件：需要有市场竞争力的产品

- 必要条件：需要培养市场规模，并细分化市场

- 关联与资源领域：不仅仅是单纯的筷子，教育、文化、等方法，使之产业

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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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자유토론 및 젓가락이야기           
·이쾌동(Lee kwaedong/李快東), 소정희(Sho Chung-Hee/蘇貞姬)

- 经营条件：必须实行产业化并提高文化性，根据经营模型制定战略与结构，

提高竞争力

5. 结论

- 筷子文化的‘生活’‘味道’‘兴趣’需要传承，也需要根据经营模型构造商品化战略

关心他人，考虑他人的心~ 便是天国 

 生活的 更洒脱， 充满乐趣~ 放下饭勺，筷子的那一瞬间开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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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에 대한 상념
이쾌동(Lee kwaedong/李快東)

  얼마 전 싱거운 인사가 유튜브를 보내왔다. 그림은 동양아이들 이었다. 한 아이가 칠판

에서 산수문제를 푸는 것이다. 즉 1+2= 의 답을 몰라 머리를 긁적이면서 뒤의 동무들에

게 무언의 도움을 청한다. 마침 한 녀석이 검지와 중지를 둥글게 쥐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 3이 답이라는 사인을 보낸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답은 어럅쇼 ok란다. 순간 웃음

이 번지면서 나는 영화 어바웃 타임(About time)처럼 56,7여 년전의 내 아버지와 형를 만

난다.

  우리 형제를 귀애(貴愛)하시던 아버지였지만 하도 엄격해서 매일 먼동이 트면 사랑에 

나아가 아버지께 문안인사를 드리고, 또 전날 배웠던 천자문 구절 등을 암송해야 하는데 

만약 암송을 못하는 날엔 아침을 굶어야 했다. 하루는 내나이 5,6세 쯤이었던가 마침 사

랑방에 아버지 친구 몇 분이 환담하는 자리에 불려간 일이 있다. 사랑방 왼쪽 벽에는 대

련(對聯) 한 폭이 걸려 있었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은인자중(隱忍自重)과 관련된 문

구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중에 감출장(藏)자가 섞여 있었다. 그것도 초서(草書)였다. 아버

지는 내게 그것을 읽고 풀이하라 하셨는데 이놈의 장자에 막혀버렸다. 거의 매일같이 보

던 것인데 통 생각이 나질 않았다. 낭패스러운 아버지의 눈길 뒤편에 아버지 친구분 중 

양천허씨로만 기억되는 분이 퇴침을 들고 당신의 옷섭을 치켜들며 감추는 시늉을 하는데 

당황한 나는 그 힌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쩔쩔 맺던 기억이 새롭다, 그 기억이 유

튜브의 영상에 오버렙되어 나도 모르게 실소(失笑)를 한 것이다. 

  이렇게 유난스러웠던 내 유년시절에 이른바 밥상머리교육은 더욱 까다로워 밥상을 대

하는 자세나 수저사용 역시 유난스러웠다.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했고, 숟가락으로 

밥이나 국을 떠 먹으면 언제나 숟가락을 밥상에 내려 놓고 다시 젓가락을 집어 반찬을 먹

어야 했다. 그러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사용을 번갈아 하되 가즈런히 놓고, 집고를 반복하

는거다. 물론 숟가락을 움켜진다거나 젓가락을 오두막손으로 쥐면 불호령이 떯어지곤 했

다. 그러니 어린 나는 늘 어머니와 따로 밥상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젓가락질이 

서투른 나를 형은 틈만 나면 나뭇가지로 연습을 시키는데 게으름을 피는 내게 형은 화도 

내지 않고 진득하게 가르춰져 3부자밥상에서 쫓겨나는 일은 아마 5,6세 쯤부터는 없지 

않았나 싶다.

  사실 젓가락은 오지(五指)를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필법(執筆法)과 흡사하

다. 내가 서예로 한 시절 보내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도 이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집

필법에 대해 누구에게 조롱받지 않았다는 것 역시 어려서, 다시 말해 밥상에서 쫓겨나지 

않게 열심히 또 진득하니 젓가락질을 가르춰준 형의 덕분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나란히 

나란히 함께 하려던 형이 떠난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문득 청량한 가을바람에 형의 체취

가 묻어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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箸の想い
書道家

  先日、薄い人からYouTubeが　　　送ってきた。図は、東洋の子供たちだ

った。子供が黒板で算数の問題を解くものである。すなわち、1 + 2 =の答え

を知らないまま頭を掻きながら後の同志たちに無言の支援をもらいたくて。

　計算を完了した人が、人差し指と中指を丸く握って、残りの指を伸ばし3

が答えというサインを送る。しばらくして、画面に表示される答えは、OK

だそうだ。瞬間笑いが広がり、私は映画アバウトタイム（About time）のよ

うに56～7年以上前の私の父と兄を会う。

  私たちの兄弟を貴愛なさった父親だったが、あまりにも厳しくして毎日夜

明けになると寢殿に出で父親に挨拶を上げ、また、前日学んだ千字文、漢詩

などを暗唱するべきなのに、もし暗唱ができない日の朝を飢えなければなら

なかった。ある日は、私の年齢5,6歳くらいだったのか？広間に父の友人数

名の方が歓談する席に呼び出されたことがある。広間の左側壁には、對聯の

一幅がかかっていた。よく覚えが無いことたが、おそらく隱忍自重と関連し

た文句がなかったかと思う、その中にかくす＂藏＂字が混じっていた,おまけ

に草書であった。父親は私にそれを読んで解釈して見ろと言われましたがこ

の＂藏＂字に詰まってしまった。ほぼ毎日のように見ていたはずなのに思い

浮かばなかった。失望した父の目さきの後ろに父の友人の方で陽川許氏と言

う記憶しかない方が木枕（トェチム）を持っちあげて隠すふりをするのに慌

てた私は、そのヒントが何の助けにはならず、とまとったことが記憶に新し

い、その記憶がユーチューブの映像にオーバーレップされて思わず失笑をし

た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に格別たった私の幼年時代に、いわゆる食生活教育はさらに厳し

く食卓に接する姿勢やスプーンを使いかたまで格別だった。必ず右手を使用

するのは必須であり、まずスプーンでご飯や汁物を食べた後スプーンを食卓

に置いて再び箸を手にとっておかずを食べ無ければならなかった。

だからスプーンと箸の使用を交差的にするのたが、揃えて置く、取りを繰り

返すのたった。もちろん、スプーンを間違いつかまれるか、箸を小屋の手で

握ると大きく怒るのたった。だから子供私は時とき母と別の食卓に接するし

かなかった。すると箸が苦手な私を兄は暇さえあれば木の枝を箸代わりに練

習をさせるとき、怠惰を咲く私に兄は腹を立つ事なく教えてくれ、三人親子

の食卓から追い出されることは、おそらく5,6歳ぐらいからなかったようだ。

  実際に箸は五の指を完全に使用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点で書道の執筆法と

似ている。私は書道家としてー時代を送りながら、ふっと思い出すこともこ

れである。そして、今まで執筆法について誰にも嘲笑受けなかったことも幼

い頃のお膳の仕来たり敎育のせかも知らない、つまり食卓から追い出されな

いように一生懸命またベッタリだから箸を教えてくれた兄貴のおかげではな

いかと思う。そう並んで並んで一緒にしようとした兄が世を去ったのも、何

年が過ぎた。ふと清涼な秋の風に兄貴の体臭が付着してくる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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筷子的深思
李快東

不久前，从视频网站上传来了淡淡的寒暄。图片上是一个亚洲孩子，正在黑板

上解数学题。非常简单的1+2=？的问题，孩子答不上来，向身后的朋友们求

助。这时，一个孩子将中指与食指卷起来之后，比划出了3。盯着屏幕看的我

瞬间露出了笑容。仿佛电影《About time》当中，我又回到了50多年前，见

到了我的父亲和兄弟。

  我们的父亲对我们既宠爱又严格，每天天亮的时候，我们都要恭恭敬敬的给

父亲问早安，并给父亲背诵前一天所学的千字文，如果被不上来的话，就不能

吃早饭。在我五六岁的那年，有一天，父亲正在厢房与朋友畅谈。厢房左侧墙

壁上挂着一幅对联，具体的内容已经记不得了，只是依稀记得上面写着‘隱忍自

重’有所关联的句子，当中还包含了‘藏’字。并以草书书写的。父亲让我诵读对

联并解释其意思，我被‘藏’字给难住了。平时经常见到的字，可是就是想不起

来了。在父亲失望的眼神当中，父亲的以为朋友给我提示，拿起木枕头，装作

藏在衣服里的样子，惊慌失措的我看到了提示，也想不起来到底是怎么解释。

当时我的样子，这的是与视频当中的孩子是一样的,想到这里不禁失笑起来。 

  这样难堪的我，童年收到的饭桌礼仪教育更是十分的严格。吃饭时的姿势，

使用餐具的习惯都收到父亲严厉的指导。餐具一定要右手使用，用勺子喝汤，

吃饭。并且在把勺子放下之后才能重新提起筷子吃菜。但是，勺子与筷子要反

复的交替使用，并且拜访整齐。如果使用不当，将会受到父亲严厉的责罚。所

以，年幼的我喜欢与母亲在另外的餐桌上吃饭。兄弟们见到这种情况之后，便

找来树枝，让我练习，不责罚我，细心的教导我，一直到我熟练掌握为止。

  实际上，使用筷子时的五根手指之间的配合方法，与书法当中执笔法又这异

曲同工之妙。我在书写书法的同时，总能想起这件事情。在我刚开始学习执笔

法的时候，并没有受到什么特殊的指点，这个应该托了哥哥们的福，年幼的我

在学习使用筷子的时候，锻炼出了手感，这都是受到了哥哥的照顾。我的哥哥

离开我已经有好多年了，在这瑟瑟的秋风中，仿佛包含了哥哥对我的深情。

소정희(Sho Chung-Hee/蘇貞姬)

 2015년 유월 초에 남편을 멀리 보냈습니다. 멀리 보내고 나니 매사에 남편에 관련된 이

야기들이 머릿속에 실꾸러미처럼 끝없이 풀려나옵니다.

우리는 늦게 결혼을 해서 많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축하와 관심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맛있는 음식 먹는것을 낙으로 생각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다니던 남편이었는지

라 전 밥상 차리는데 유난히 신경을 썼습니다.하지만 남편은 내가 차린 밥상에 꼭 한가지

씩 불만을 털어 놓곤 했습니다. 그래도 꾸욱 참고 열심히 이것저것을 준비하여 식단을 꾸

며 나갔습니다. 하루는 유독 무생채를 좋아했던 남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열심히 만들어 

저녁 밥상에 올렸는데 한젓가락을 먹더니 조용히 젓가락으로 무생채 그릇을 뒤로 쭈욱 

밀어 내며 “내가 아는 권사님이 무생채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한번 같이 갑시다” 하고

는 다시는 무생채에 손을 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언짢턴지 그 이후로 20여년 동안 무생채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 아~ 여보, 무생채에 밥 비벼 먹고 싶다.”하면 “그래요? 그 권사님 한

테 가서 해달라 하심 되겠네요.”

“아이고~ 여보, 언제까지 그럴꺼요.”하며 난감해 했습니다. 돌아보면 많은것이 후회

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겠지요.

밥상에 앉아 가지런히 놓여진 찬들을 보면 그 속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

편은 남편데로 저 먼 하늘에서 그까짓 무생채 맛있게 먹어주고 올걸... 하며 후회하고 있

겠지요.

무우가 맛있어지는 계절이 옵니다. 나 혼자 무생채 맛나게 만들어 먹으며 이렇게 잘만드

는 무생채를 못먹다니 안됐어요 여보! 하며 실컷 약이나 올려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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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貞姬

2015年6月の初めに夫を離れて過ごしました。遠く送り、夫関連した話が頭

の中に糸の束のように果てしなくほどけられ出てきます。

私たちは、遅れて結婚をして、多くの家族や周囲の知人からお祝いと関心を

受けて幸せな結婚生活を始めました。

普段おいしい食べ物を食べ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全国津々浦々を見つけ通

っていた夫だったので、わたしはお膳立てに特に気を使った。しかし、夫は

私がセットさせた食卓に必ず一つずつ不満を

打ち明けました。それでもじっとがまんして熱心にあれこれを準備して食事

を飾っていきました。一日は、惟獨にムセンチェ(大根の和え物）を大好きだ

った夫のために真心を尽くして熱心に作って夕方の食卓にあげたが

 一口を食べたところで静かに箸でムセンチェ器を後ろにずっと押し出し、「

私が知っているある女士がムセンチェを上手に作るので、　一度に行きまし

ょう」と言いたしました、そのご再びムセンチェを作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

した。

どのくらいのプライドが傷ついて気持ちが悪くなりその後20年の間ムセンチ

ェを作って上げませんでした。 「あ〜女方、ムセンチェにご飯混ぜて食べた

い。」と、「そうですか？その女士に行って作くってくれと言ってね。」

「ああ〜女方、いつまでそうするのよ。」で困り果てていました。振り返っ

てみると、多くのことが後悔だったり残念もしてありがたかったりして申し

訳ありませんこともありま女方す。それが人生でしょう。

食卓に座って揃え置かれたチャン（おかず）を見ると、その中にあまりにも

多くの話があります。夫は遠くの空からそれしきムセンチェおいしく食べて

くれてから來ても良いのにと後悔しているでしょう。

大根が美味しくなる季節がやってきます。私は一人でムセンチェおいしく作

ってから＂食べてそうよく作るムセンチェを食べられるなんて、あり得ない

語ですね貴方！＂とさんざん怒ら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ね。

蘇貞姬

2015年6月初，丈夫离开了我去了很远的地方。在他离开之后，有关他的所有

记忆，一直在我脑海深处不停的反复着。

我们是标准的晚婚，在亲朋好友的关心与祝福当中开始了幸福的新婚生活。

平时就以美食为乐的我们，不仅探访了全国各地的美食餐厅，并且在平时用餐

的时候，也会用心的准备。但是我的丈夫总会在我精心准备的饭桌上有那么一

点不满。

但是我也都容忍,并且更用心的准备每天的菜单。有一天，我将丈夫喜欢的拌萝

卜，精心准备之后端到了饭桌上，他在只动了一筷子的情况下，便将这个菜推

到了饭桌的最边缘，说道‘我知道有一位朋友，拌萝卜做的非常好吃，咱们一起

去拜访一下吧’。之后整个晚饭当中再也没有动过这道菜。

我的自尊心受到了极大的伤害，在以后的20年当中，再也没做过拌萝卜这道

菜。丈夫如果说‘夫人，好想吃拌萝卜啊’的话，我会回答‘是么？那就去找你哪

位朋友做给你吃吧’。丈夫总会很难堪的说‘夫人，你要这样到什么时候啊’。现

在回想起来，充满了后悔、可惜、甚至感谢以及抱歉，真是五味杂陈。这个便

是人生吧。

饭桌上的小菜，一点一滴都包含了又它们自己的故事。我的丈夫也应该在天国

当中后悔当初为什么没有称赞我的拌萝卜小菜好吃吧。

萝卜在这个季节最好吃。我自己把拌萝卜做的这么好吃又有什么用呢！先生，

我做了好吃的拌萝卜，请您品尝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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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아이스브레이킹, 젓가락장단 배워보기 / 
·온몸뮤지컬컴퍼니

1. 아이스 브레이킹
(주)온몸뮤지컬컴퍼니

몸짓으로 여는‘2016젓가락페스티벌’

페스티벌 참가자들 모두가‘2.0.1.6.젓.가.락. 페.스.티.벌’

한 음절씩 외치면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몸짓으로  퍼포머가

‘2016젓가락페스티벌’타이틀을 표현하여 마음과 파티를 열어보는 공연

2. 젓가락 장단배우기
(주)온몸뮤지컬컴퍼니

뭉치세 뭉치세 젓가락으로 뭉치세

우리나라 전통 장단 중 하나인‘별달거리’장단을 응용하여 장단과 구음을 실연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참가자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익히고 배울 수 있으며 젓가락장단을 통해  

젓가락과 페스티벌을 온몸으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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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破冰时间
Onmom musical company

肢体语言展开的“2016筷子庆典”

 参加庆典的所有来宾

‘2，0，1,6，筷，子，庆，典’

一个音节一个音节的呼喊，用身体来表示出生母与韵母

演奏者用声音来表现“2016筷子庆典”的主题

心与派对展开特别的演出

2.  学习筷子小调
Onmom musical company

‘夹住了，夹住了，用筷子夹住了’

韩国传统的小调‘星月共鸣’小调为基础，结合小调与口音表现，

所有参会者可以简单的记住，并且津津有味的哼出的筷子小调，通过筷子小调

增强大家的亲和力，是大家全身心的投入筷子庆典的欢喜气氛当中.

1.アイスブレーキング
（株）全身ミュージカルカンパニー

身振りで開く「2016箸フェスティバル」

フェスティバル参加者すべてが

「2.0.1.6。オ。ハ。シ。ペ。ス。ティー。バ。ル」

一音節ずつ叫ぶ子音と母音からなる身振りで

パフォーマーが「2016箸フェスティバル」のタイトルを表現して

心とパーティーを開いて見る公演

2.箸リズム学び
（株）全身ミュージカルカンパニー

団結！団結！箸で団結しよう！

韓国の伝統的な長短（リズム）の一つである「星ダルゴリ」長短リズムを応

用して長短と口音を実演することができる構成で

参加者すべてが簡単に楽しく身につけ学ぶことができ、箸長短を通をして箸

とフェスティバルを全身で

身近に感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試みる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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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4.2) 아이스브레이킹, 젓가락장단 배워보기-온몸뮤지컬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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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젓가락춤 공연 / 
·유연희(Yoo Yeon Hee/兪蓮姬) 무용단

젓가락 춤
유연희

공연의도
젓가락과 생명문화의 도시 청주를 상징적으로 표현
한중일 3국의 공통된 식문화의 대표 소품이 젖가락과 접시를 반고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신명난 가락을 입히고 한국무용의 아름다움과 콜라보레이션

공연내용
다양한 장단에 대삼, 소삼의 발디딤과 소품을 이용하여 한중일의 식문화를 표현해보고, 
한국무용의 깊은 품격과 신명을 젖가락 춤사위에 입혀 자유롭게

箸ダンスと兪蓮姬（ユヨンフイ）
兪蓮姬

公演意圖
箸と生命文化の都市清州を象徴的に表現し
韓日中3カ国の共通の食文化の代表小物がお箸とお皿をゴッホ形式で形象化
して申私のリズムを塗り、韓国舞踊の美しさとコラボレーション.

公演内容
様々な長短(リズム）にデサム、ソサムの足ふみ方と小物を利用して、韓日中
の食文化を表現してみようと、韓国舞踊の深い品格と  興をお箸振りに着せ
自由に踊とる。

筷子舞
兪蓮姬

演出目的
筷子与声明文化之都清州的共鸣，舞蹈的形式表现
中日韩3国共同的，饮食文化的代表，筷子与盘子为表现主体，在明快的背景
音乐下，展现韩国舞蹈之美的合作艺术题材。

演出内容
以多种多样的小调，多种多样的道具，来表现中日韩的饮食文化，从而体现韩
国舞的深层品味，以及筷子主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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