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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5만 원권 지폐가 발행되었다. 누구

나 갖고 싶어 하는 이 고액권의 인물 주인공

은 설왕설래를 거쳐 신사임당으로 결정되었

다. 그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

는 역사 속 여성인물이다. 위대한 사상가인 

율곡 이이 선생의 어머니로, 조선시대 빼어

난 여류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녀를 

현대에 와서 예술가로도 인정받게 해준 것

은 그녀가 남긴 ‘초충도’라는 그림이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언제 보아도 아름

다운 총 여덟 폭의 그림이다. 말 그대로 ‘초

(草)’, 즉 풀과 ‘충(蟲)’ 벌레와 곤충이 서로 

정답게 함께 생존하는 자연을 한 폭에 담아

낸 그림이다. 곤충이 채소를 파먹어 한 해 

농사를 망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이지만 조

선시대 화가들은 곤충과 채소를 살아가는 

존재로 묘사한 소위 ‘초충도’라는 형식의 민

화를 많이 남기고 있다.

특히 ‘서설홍청(鼠齧紅菁)’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쥐가 홍무를 파먹는 상황을 묘사

한 그림들이 여럿 남아 있어서 우리를 즐겁

게 한다. 먼저 18세기 무렵에 최북이라는 화

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들쥐가 농부가 애써 

가꾼 홍무를 자기 먹이인 양 태연하게 파먹

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우선 정겹다는 

느낌이 든다. 들쥐가 잘 자란 홍무를 자기 

보금자리라도 된 양 올라타고 앉아 있는 모

습이 편안해 보인다. 

또 다른 그림으로 조선후기의 유명한 화

가였던 심사정이 그린 ‘서설홍청(鼠齧紅

菁)’은 매우 유명하다. 이 그림에는 홍무뿐

만 아니라 조선후기까지 주로 재배하여 먹

었던 결구배추(지금의 통배추와는 다른)도 

등장한다. 조선후기의 중요한 채소를 생생

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다. 사실 들

쥐가 아까운 홍무를 파먹는 것은 농사를 짓

는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이

다. 그러나 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을 것

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이를 희화한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유의 그림은 바로 

1500년대를 살았던 신사임당의 ‘초충도’에

서 더욱 빛을 발한다.

신사임당이 그려서 남긴 8폭의 ‘초충도’ 

중의 하나가 바로 제2폭에 등장하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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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들쥐’이다. 들쥐가 앞서 두 그림과는 달

리 무가 아닌 수박을 파먹고 있는 그림으로 

커다란 수박에 기생하는 작은 들쥐의 모습

을 그리고 있다. 이 그림 속 화제는 계속되

는 시간 속의 풍경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한순간의 포착이라고 볼 수 있다. 얼른 파

먹고 밭주인이 나타나기 전에 도망쳐야 하

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을 보

고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늘 채소가 있으면 

나타나는 공생의 관계에 있는 곤충을 기억

하고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음식

학을 전공하는 필자로서 보면 흔한 먹을거

리였던 채소를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표현해 

낸 그림으로 늘 마음에 와 닿아 혼자 바라보

며 미소 짓곤 한다. 

그럼, 나머지 신사임당의 8폭 그림인 ‘초

충도’를 통해 어렴풋하게라도 조선시대의 

채소류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한결같이 단순한 

주제, 간결한 구도, 섬세하고 여성적인 표현, 

산뜻하면서도 한국적 품위를 지닌 색채감각 

등이 특징이라고 평해진다. 

지금 보아도 아름다운 자연의 색채감이 

느껴진다. 하물며 조선시대의 모든 ‘초충도’

는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

로 그 분야에서 으뜸이라고 한다. 원래 신사

임당의 ‘초충도’는 신사임당이 그린 8폭의 

유색 병풍에서 한 폭씩 따로 본 것이고, ‘초

충도’가 그려진 8폭의 병풍은 ‘신사임당초충

도병’이라고 한다.  

제1폭은 가지와 방아깨비, 제2폭에는 수

박과 들쥐, 제3폭에는 어숭이와 개구리, 제

4폭은 산차조기와 사마귀, 제5폭은 맨드라

미와 쇠똥벌레, 제6폭은 원추리와 개구리, 

제7폭은 양귀비와 도마뱀, 그리고 마지막

으로 제8폭에는 오이와 개구리가 등장한

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가지, 수

박, 어숭이, 산차조기, 맨드라미, 원추리, 양

귀비, 오이 등은 그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생명의 채소류라는 점이다. 그래

서 이들 채소들이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어

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여러 일화를 통해

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제1폭의 보랏빛 

1_ 가지와 방아깨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려함을 뽐내는 가지는 오랜 세월 우리 민

족과 함께 해온 채소류이다. 『동국이상국

집』을 지은 고려중기의 문인 이규보 선생은 

‘가포육영’이라는 유명한 한시 속에서 자신

의 집 처마 밭에서 키우는 여섯 가지 채소

를 키우는 즐거움과 그 맛 그리고 아름다운 

자태를 노래하고 있다. 바로 그 여섯 가지 

채소 중 가지는 으뜸이다. 

가지는 꽃으로도 과채로도 함께 즐겨 나

누었던 풍류의 채소였다. 또한 조선후기 유

중림이 지은 『증보산림경제』(1766년)에 보

면 가지에 대한 조리법이 가장 많이 등장한

다. 마늘에 절이기도 하고 소고기, 돼지고

기, 닭고기 등의 육류로 속을 넣어 만든 가

지 ‘선(膳)’을 만들기도 하고 술지게미에 절

이기도 하였다. 김치로도 담아 먹었는데 철

따라 여름철 가지김치 담기 그리고 겨울철 

가지김치 담기가 등장하니 얼마나 다양하

게 가지를 요리해 먹었는지 알 수 있다. 겨

울철 가지김치 담그는 법을 보면 더욱 흥미

롭다. 

가지 

자색바탕에 홍조를 지녔으니 어찌 늙었다 할 수 있는가 

꽃과 과일을 같이 즐기는 가지만한 것이 어디 있는가 

고랑 안으로 알들이 가득하니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참으로 좋구나

茄 

浪紫浮紅奈老何 

看花食實莫如茄 

滿畦靑卵兼熟卵 

生喫烹嘗種種嘉

2_ 수박과 들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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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서리를 맞은 가지를 따 꼭지와 껍질과 가

시를 없앤다. 먼저 오래 끓인 물을 식혔다가 

소금을 넣어 약간 싱겁게 간을 맞춘 다음 항

아리에 붓고 반들반들한 돌로 누르고 볏짚으

로 덮어 항아리의 주둥이를 밀봉하고 뚜껑을 

덮어 땅에 묻는다. 섣달에 가지를 꺼내어 찢은 

뒤에 꿀을 뿌려 먹으면 맛이 시원하고 담백하

다. 만약 그 빛깔을 붉게 하려면 맨드라미 꽃

을 함께 넣는다.”

즉 색깔을 살리기 위해 넣는 재료로 맨드

라미를 사용하고 있다. 현대의 우리들은 대

개 관상용으로 맨드라미 꽃을 키우지만 예

전에는 중요한 빨간색을 내는 식재료로 이

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신사임당의 그

림 제5폭에도 맨드라미와 쇠똥벌레가 등장

해 맨드라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다음, 제2폭에는 앞서 언급한 수박과 들

쥐가 등장한다. 수박은 전통적으로 서과(西

果)라고, 즉 서쪽 지역에서 온 외래 작물이

라는 의미로 재배되었고 이미 1500년대에 

선명한 과채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폭에 등장하는 어숭이는 그럼 어떤 식

물인가? 어숭이는 접시꽃이라고 하며 아욱

목 아욱과의 두해살이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접시꽃을 부르는 명칭이 

각 지방마다 달랐는데 서울지방에서는 어

숭화, 평안도에서는 둑두화, 삼남지방에서

는 접시꽃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촉규화(蜀葵花)라고도 불렀는데, 신

라시대 최치원이 촉규화에 대한 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재배된 역사가 무척 오래된 꽃

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규(葵)라

고 불리는데, 이 ‘규(葵)’는 ‘가포육영’에 등

장하는 ‘규’ 즉 ‘아욱’으로도 보인다. 우리

가 요새도 아욱국이나 아욱죽으로 즐겨먹

는 아욱의 일종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증

보산림경제』에는 오직 국으로만 만들 수 있

다고 하면서 잎과 함께 연한 줄기를 꺾어다

가 껍질을 제거하고 간장을 넣어 푹 끓이는

데 마른 새우가루를 첨가하면 더욱 맛이 있

3_ 어숭이와 개구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다고 하여 고려시대부터 즐겨 먹던 채소임

을 알 수 있다.

제4폭에는 산차조기가 등장한다. 그럼, 

산차조기는 어떤 식물인가? 한방에서는 잎

을 소엽, 종자를 자소자(紫蘇子)라고 하여 

발한・진해・건위・이뇨・진정 및 진통제

로 사용한다. 생선이나 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잎의 생즙을 마시거나 잎을 삶아

서 먹는다고 한방에 전한다.  

제5폭의 맨드라미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래 색을 내는 식재료로 많이 이용되었다. 

제6폭에 등장하는 원추리는 지금도 나물로 

즐겨 먹지만 『증보산림경제』에서도 초봄에 

연한 싹을 따다 국을 끓이거나 나물을 만

들면 모두 맛있다고 한 우리의 전통 나물

류이다.

제7폭의 양귀비는 꽃이 무척 아름답다. 

지금은 마약성분으로 재배가 금지되어 있

지만 과거에는 집에서 흔히 길러 배가 아

규 : 아욱 

권력다툼 싫어 관직 다 버리고 

자식에게 글 읽어라 훈도 하네 

벼슬자리 내던지니 찾아오는 이 없고 

한가한 잎 마냥 내 몸을 수양하네.

葵 

公儀拔去嫌爭利 

菫子休窺爲讀書 

罷相閑居無事客 

何妨養得葉舒舒

4_ 산차조기와 사마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_ 맨드라미와 쇠똥벌레[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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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거나 할 때 비상약으로 흔히 쓰이던 채

소류였다. 마지막으로 제8폭에 등장하는 

채소가 오이이다. 오이는 예부터 우리 민족

과 함께 해온 채소류이다. ‘가포육영’에도 

집 텃밭에서 흔하게 기를 수 있는 채소로 

사랑스러운 채소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증보산림경제』에도 오이를 이용

한 여러 종류의 조리법이 등장한다. 소금에 

절이고, 장에 절이고, 겨자 장에까지 절이

고, 술지게미에도 절이고, 오이선을 하는 방

법까지 등장하니 얼마나 다양하고 우리들

과 친숙한 채소류인지 짐작할 수 있다. 심지

어 오이 즉 ‘과(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대팽두부(大烹豆腐)’라는 한시에서 세

상의 모든 진미를 맛보고 난 후에 찾는 최

고로 맛있는 음식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조

선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참외는 감(甘)과 

혹은 진(眞)과로, 수박은 서(西)과로 호박은 

호과 등으로 모두 과(오이)의 일종으로 보

았으니얼마나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 온 

채소인지 알 수 있다.

7_ 양귀비와 도마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과 : 오이 

텃밭에 오이는 애써 관리하지 않아도 번성하고 

푸른 잎 사이사이에 노랑꽃이 피어있고 

덩굴줄기 마디마디 달려 사랑스럽고 

위 아래 할 것 없이 병처럼 달려있다

瓜 

園瓜不准亦繁生

黃淡花間葉間靑 

最愛蔓莖無脛走 

勿論高下掛搖甁

6_ 원추리와 개구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98— 예술 속으로• 신사임당 그림 속 녹색식생활의 지혜

‘대팽두부과강채(大烹豆腐瓜薑菜)  

고회부처아녀손(高會夫妻兒女孫)’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 

훌륭한 모임은 부부와 아들 딸 손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서 녹색생활실천의 일환으로 녹색 식생활

의 중요성을 거론한다. 녹색 식생활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바로 조상들이 누려온 

삶과 식생활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조상들의 자연에 대

한 사랑, 삶의 지혜와 관조가 녹아있는 것

이 녹색 식생활이지 거창하게 새로운 방법

론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상들은 자연을 사랑하

고 자연에서 나는, 특히 식물성 채소를 가

꾸고 사랑하고 즐겨 먹고 병을 치료하고 거

기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살아온 민족이

다. 그래서일까? 세계 어느 민족의 채소 조

리법을 살펴보아도 우리 민족처럼 다양하

게 채소를 조리해 먹은 민족은 없다고 보인

다. 나물문화는 최고의 음식문화유산이다.

우리들이 가장 흔하게 먹는 오이나 가지 

같은 채소를 그릴 때에도 자연의 조화 속

에서 마치 화초를 관상하는 듯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 들쥐같이 심지어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곤충류까지 함께 넣어

서 말이다.

흔히 접하는 화실에서 주로 바구니나 그

릇에 담긴 과일이나 채소를 그린 서양의 정

물화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서양 정물화

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자연속의 일부로 보

기보다는 이미 인간의 먹을거리에 불과하

다고 본 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의 ‘초충화’

는 같은 과일이나 채소를 그려도 다른 시각

으로 본, 근본 발상을 달리하는 그림들이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스스로 텃밭에 심어 가

꾸고, 만들어 먹고, 즐기면서 조리법을 담

아낸 조리서를 남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림으로 남겨 예술의 경지에까지 오른 조

상들에게서, 속도경쟁에 빠져 늘 허우적거

리는 필자는 ‘참 삶’이란 무엇인가를 배우

게 된다.

8_ 오이와 개구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