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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하고 좋은 식재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음식이 맛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식재료

를 사용해도 음식이 맛이 없을 때가 있다. 요

리는 하모니다. 한가지의 재료로 맛을 내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가 어우러져야

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다.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애

쓰는 사람들을 그림 작품이 요아힘 우테웰의 

《주방풍경－성대한 만찬의 우화》다(그림 1).

주방에서 붉은색의 모자를 쓴 남자는 생

선을 도마에 놓고 손질하고 있고 선반에는 

도자기로 된 물병이 놓여 있고 벽에는 양파

와 토끼와 닭이 매달려 있다. 그 옆에 양념

으로 쓰이는 마늘다발이 걸려 있다. 

바닥에는 남자가 손질해야 될 생선들이 

바닥에 쌓여 있으며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는 

힘들게 꼬치에 닭을 꽂고 있다. 그녀 발아래

에는 닭을 익힐 단지가 불 위에 놓여 있으며 

탁자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는 요기

도구들이 늘어져 있는 커다란 탁자에서 음

식을 준비하고 있다. 

주방 바닥에서 어린 아이가 음식 재료를 

가지고 놀고 있으며 개와 고양이는 생선을 

먹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 화면 오른쪽 

주방 바닥에 앉아 있는 남자와 여자는 얼굴

을 맞대고 속삭이고 있고 그들 뒤로 열린 문

으로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 작품에서 원경에 보이는 건물과 흰 구

름은 더운 날씨를 나타내며 모여 있는 사람

들은 장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주방 바

닥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는 그 옆에 남자

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여자가 어머니라는

것을 나타내며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것

을 암시한다. 

요아힘 우테웰(1566~1638)의 이 작품에서 

화면 오른쪽의 열린 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성서의 성대한 만찬의 우화를 의미하고 있

다. 성서에 의하면 부자가 성대한 잔치를 열

었는데 아무도 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부자는 화가 나서 하인들에게 성대하게 잔치

를 차려 인근 마을에 있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시킨다는 내용이다. 

우테웰은 주방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

면서도 성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

식사를�정성스럽게�준비하는�사람들

박희숙 미술-칼럼니스트



92

예
술
속
으
로 

식
식
를

식식
식
스
식
식

식식
식
식
는

식식
식
식

해 원경에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과 장터의 

모습을 담았다. 

한 끼의 식사도 노력을 필요로 한다. 성의 

없이 만드는 음식은 먹는 사람이 더 잘 안

다.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 음식의 맛을 좌우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 장만하는 사람

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성에 의해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는 것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그

린 작품이 빈첸초 캄피의 《부엌의 모습》이다 

(그림 2).

화면 왼쪽 아이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입으로 돼지 내장을 부풀리고 있고 그 뒤에 

붉은 색 옷을 입은 남자는 음식에 쓰기 위

해 걸려 있는 소의 배를 가르고 있다.

화면 중앙에 붉은 색의 옷을 입은 여자는 

치즈를 깎으면서도 새를 굽기 위해 깃털을 

뽑는 소녀를 보기 위해 얼굴을 돌리고 있다. 

그 옆에 있는 노파는 커다란 그릇을 발에 끼

고 버터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휘젓고 있으

며 주방 안쪽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파이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다. 화면 

오른쪽 남자는 열심히 쇠꼬챙이에 닭을 꽂고 

있고 여자는 그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면 왼쪽의 어린아이만 놀

고 있고 인물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다. 

빈첸초 캄피(1536~1591)의 이 작품에서 주

방 안쪽에 보이는 커다란 식탁은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설명한다. 흰색 테

이블보로 덮여 있는 식탁과 식기를 배치하고 

있는 여자는 손님을 초대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주방 사람들이 잔치 음식을 장만하고 있

그림 1.-요아힘-우테웰,-《주방-풍경-성대한-만찬의-우화》,-1605년,-캔버스에-유채,-베를린-국립미술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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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빈첸초-캄피,-《부엌의-모습》,-1585년경,-캔버스에-유채,-밀라노-브레라-미술관-소장

다는 것을 나타낸다. 

캄피의 이 작품은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

아냈던 플랑드르 부엌 그림에서 벗어나 요

리와 식재료를 사실적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음식을 먹기는 쉽지만 음식을 장만하는 

일은 힘든 가사 노동이다. 한 끼의 식사를 

장만하기 위해 많은 재료를 다듬고 조리해

야 하기 때문이다. 

음식 장만을 통해 힘든 가사 노동을 그린 

작품이 벨라스케스의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다(그림 3). 이 작품은 

성서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루가 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의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다. 마르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

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그리스도 곁에 앉아 설교 말씀을 듣고만 있

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속상했던 마

르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 동생이 저에

게만 일을 맡기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

지 말고 마리아에게 도와주라고 일러주세

요.’라고 청한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

르타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

하다. 마리아에게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

다’라고 대답하셨다.

마르타는 테이블 위에 손절구를 올려놓고 

절구공이로 마늘을 빻고 있다. 테이블에는 

빻기 위해 쪼개 놓은 마늘과 접시 위에 생선 

네 마리와 달걀이 그리고 도기 주전자가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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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으며 늙은 여인이 방안 쪽을 가리키고 

있다. 부엌 뒷벽에 보이는 방에서 마리아는 

바닥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생선은 예수 그리

스도의 설교를 나타내며 달걀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러한 음

식 재료들은 마르타가 정찬 요리를 준비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늙은 노파의 손짓

은 부엌 안쪽 성스러운 장면을 설명하는 동

시에 불만을 토로하는 마르타에게 충고하는 

역할을 한다.  

전경의 부엌을 어둡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가사 노동을 나타내며 마르타

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명상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여성

의 노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디에고 벨라스케스(1599~1661)의 이 작품

에서 제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원경에 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하는 장면이지만 

그는 17세기 스페인의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나타내고자 부엌의 장면을 정면에 내세웠다. 

그가 묘사하고 있는 정물은 당시 유행하던 

보데곤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 작품은 벨

라스케스가 보데곤과 종교화 서로 다른 양식

의 장르를 통합해 표현한 최초의 작품이다.  

그림 3.-벨라스케스,-《마르타와-마리아의-집에-있는-그리스도》,-1618년-캔버스에-유채,-런던-내셔널-갤러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