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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맛과 영양이 뛰

어난 굴은 선사 시대 조개더미에도 발견될 정

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었

던 음식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좋아하지만 특

히 성인 남자들이 더 즐겨 찾는다. 굴은 동서

양을 막론하고 스태미나 식품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이다. 천하의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하

루에 생굴을 50여 개를 먹었다고 전해질 정도

로 굴은 스태미나 식품 중에서도 최고로 꼽힌

다. 남자들이 스태미나를 위해 굴을 먹고 있

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장 프랑수아 드 트루

아(1679～1752)의 『굴이 있는 점심식사』이다

(그림 1). 푸른색 옷을 입은 하인이 굴이 담겨 

있는 쟁반을 원형 식탁 중앙에 놓고 있고, 화

면 왼쪽 하인은 무릎을 꿇고 굴 껍질을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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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 프랑수아 드 트루아, 『굴이 있는 점심 식사』, 1735년, 캔버스에 유채, 180x126 cm, 프랑스 상티에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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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옆 의자에 앉아 있는 붉은 색 옷을 입

은 남자는 하인을 향해 손을 벌리고 있다. 화

면 오른쪽 하인은 쓰레기통을 밟고 서서 굴 

껍질을 까고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굴

을 맛있게 먹고 있다.  

식탁에 앉아 있는 남자들이나 주변에 서 있

는 남자들은 모두 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

로 굴을 먹느라 정신이 없다.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빵은 아무도 먹지 않아 그대로 있으며 

앞에 있는 얼음통에 담겨 있는 와인도 뚜껑을 

따지 않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면 앞에 수북

이 쌓여 있는 굴 껍질은 남자들이 점심 식사

에 먹은 굴의 양을 의미한다. 장 프랑수아 드 

트루아의 이 작품에서 황금빛 조각상으로 장

식한 식당은 굴을 먹는 남자들이 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화면 오른쪽 남자들 위

에 있는 비너스와 큐피드의 조각상이 남자들

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사랑을 암시한다. 남

자들이 게걸스럽게 먹고 있는 굴이 스태미나

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작품은 

루이 15세가 베르사유 궁전 식당을 장식하기 

위해 의뢰했다. 그는 루이 15세의 요청대로 

식사장면을 밝고 경쾌하게 표현했다. 

굴이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연인들은 

사랑을 하기 전에 굴을 꼭 챙겨 먹는데 사랑

을 오래도록 느끼고 싶어서이다. 굴을 준비하

고 있는 여성을 그린 작품이 얀 스텐(1626～

1679)의 『굴을 먹는 여인』이다(그림 2). 이 작

품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풍속을 그렸다. 방 

안 여인은 델프트 도자기로 된 물병, 굴 껍질, 

반쯤 잘려 있는 롤빵, 은식기, 소금, 백포주가 

담긴 술잔이 놓여 있는 식탁에서 굴 하나를 

들고 소금을 뿌리고 있다. 그녀 뒤로는 커다

란 침대가 보인다. 여인은 섬세한 손짓으로 굴

에 소금을 뿌리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다. 여인

의 미소와 시선 그리고 침대는 굴이 스태미나 

그림 2.  얀 스텐, 『굴을 먹는 여인』, 1658~1660년경, 패널에 유체, 20x14 cm,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왕립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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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오시아스 비어르트, 『부자와 라자로가 있는 굴 정물』, 1605~1610년, 캔버스에 유채, 49x61 cm, 개인소장 

식품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열려 있는 문 뒤

로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

자와 여자 앞에도 굴이 놓여 있다. 굴은 두 사

람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흥정을 벌리고 있다

는 것을 암시하며 여인의 붉은색 옷차림은 정

욕을 의미한다. 당시 해산물 거래는 매춘을 의

미했다. 이 작품에서 모피로 깃을 댄 붉은 색

의 웃옷은 당시 유행하던 옷차림으로서 여인

이 매춘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여인이 

들고 있는 굴은 굉장히 비싼 음식으로 부르주

아들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를 상징한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여인의 화려한 헤어

밴드 역시 고급 매춘부라는 것을 암시한다. 또

한 식탁 위 화이트 와인이 담긴 술잔은 굴과 

더불어 작품의 주제를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

다. 17세기에는 정화시절이 미미했기 때문에 

물 대신 와인을 마셨지만 풍속화에서의 와인

이 담겨 있는 술잔은 성욕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얀 스텐은 여인을 화면 전면에 부

각시키고 있으면서도 표면이 매끄러운 도자

기 물병, 거친 굴 껍질, 거울처럼 사물을 비추

고 있는 은식기, 속이 보이는 롤빵, 후추를 말

아 놓은 종이, 소금 알갱이 등 사물의 질감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

품은 얀 스텐의 작품으로는 드물게 여인이 주

인공이다. 그는 무분별한 성욕을 경계하기 위

해 여인이 생굴에 소금을 뿌리는 모습으로 표

현했다. 당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서양에

서는 생굴을 먹지 않았다. 요즘은 양식 덕분에 

사계절 내내 굴을 즐겨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탓에 입이 호강하고 있지만, 예전에 굴

은 제철 아니면 맛보기 힘들 정도로 귀한 음

식으로 부자가 아니면 먹기 힘들었다. 

굴을 통해 부자를 비판한 작품이 오시아스 

비어르트(1580～1623)의 『부자와 라자로가  

있는 굴 정물』이다(그림 3). 이 작품은 성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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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면을 묘사했다. 루가 복음서에 따르면 먹

는 즐거움을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고 여겨 매

일 같이 잔칫집처럼 호사스러운 음식을 먹는 

부자가 있었다. 가난한 라자로는 먹다 남은 음

식을 버린 부자 집 앞에서 배고픔을 해결했지

만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한편, 라자로와 

달리 매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던 부자는 

너무 많이 먹어 죽게 되었다. 두 사람이 죽은 

후,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잔치에 초대되어 맛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 생전에 느끼지 못했던 배고

픔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식탁에는 굴과 빵이 가득 담겨 있는 접시와 

포도주, 밤 그리고 은식기에는 사탕, 과자가 

쌓여 있으며 식탁 앞에는 십자가 형태의 과자

가 놓여 있다. 십자가 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밤은 삼위일체

를 상징하며 껍질과 알맹이는 구약과 신약 성

서를 나타낸다. 또한 포도주는 성찬을 의미한

다. 화면 오른쪽 많은 사람들이 식사 중인 식

탁 앞에는 벌거벗은 남자가 누워 있다. 벌거벗

은 남자는 라자로를 나타내며 화면 앞의 식탁

은 아브라함의 잔치를 상징한다. 

오시아스 비어르트의 이 작품에서 벌거벗

은 라자로와 대조적인 풍요로운 식탁은 부자

를 나타내면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

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비어르트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녀는 안트

프로펜 출신의 정물화가로 사치를 경고하기 

위해 굴을 주제로 정물화를 많이 제작했다. 비

어르트는 세부 묘사가 특히 뛰어나며 이 작품 

역시 반짝이는 유리잔, 먹음직스러운 굴, 바

삭거리는 빵 등 사물에 다양한 질감을 표현한 

그녀의 작품 특징 그대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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