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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된장, 고추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전통 

음식 대부분은 슬로우푸드(slow food)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숙성과정을 거친 슬로우푸

드는 건강에 좋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열풍이 무서울 정도로 거세다. 

하지만 슬로우푸드는 시간을 투자해야만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이 챙겨 먹기

에는 상당히 힘들다. 

라면, 햄, 소세지 등의 인스턴트식품에 함유

되어 있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알고 있어도 시간에 쫓기는 현대

인들은 빠르고 간편하게 한 끼의 식사를 인스

턴트식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 인스턴트식품의 가장 큰 매력은 쉽게 구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은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인스턴트

식품을 그린 앤디 워홀(1928~1987)의 『캠

벨 수프 깡통』 작품이다. 이 작품은 대량생

산되는 제품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스턴트식품

박희숙 미술 칼럼니스트

그림 1.  앤디 워홀, 『캠벨 수프 깡통』, ~1962년, 서른 두 개의 캔버스에 합성물감, 각 50*40, 뉴욕 현대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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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32개의 수프를 

각각의 캔버스에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얼

핏 보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포장지에는 각각의 수프 맛을 설명하고 있다. 

앤디 워홀은 이 작품에서 슈퍼마켓의 통조

림 진열방식을 택해 수프 깡통을 그린 각각의 

캔버스를 규칙적으로 줄을 세웠다. 즉 대중들

에게 소비를 불러일으키려는 슈퍼마켓의 상품 

배열 방식을 따른 것이다.

앤드 워홀은 이 작품에서 같은 이미지, 같은 

크기로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전통적으로 그림 

고유의 개념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생애 대부

분을 캠벨 수프로 점심을 대신했다고 밝혔는데 

앤디 워홀은 자신이 즐겨 먹었던 캠벨 수프 깡

통을 통해 미국의 소비문화를 표현했다. 그가 

캠벨 수프 깡통을 선택한 것은 부유한 소비자

나 가난한 소비자나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 작품을 발표할 당시 그림의 가격은 각각 

100달러였지만 캠벨 수프의 가격은 29센트였

다. 이는 미술품 가격이 실제의 제품보다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앤디 워홀은 성공적인 광고 디자이너로 활

동하다가 순수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

다. 하지만 그는 선택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

한 미술보다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1960년대 초 앤디 워홀은 영화배우

와 1달러 지폐, 깡통 수프들을 그리면서 미국에

서 부상한 팝 아트의 공동 설립자가 되었다. 팝 

아트는 당시 미국의 미술계를 휩쓸고 있던 추

상 표현주의의 대안으로 부상한 미술사조다. 

팝 아트 예술가들은 미국 문화 속의 언어와 이

미지 대중매체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인스턴트 식품은 영양 면에서 불균형하지만 

부드럽고 달콤해 한 번 입맛이 길들여지면 바

꾸기가 힘들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특히 어

린아이들은 식감이 살아있는 슬로우푸드의 음

식에 거부감을 느낀다. 슬로우푸드는 재료 고

그림 2.  웨인 터보, 『파이 진열대』, ~1963년, 캔버스에 유채, 76*91, 뉴욕 휘트니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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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지만 단맛에 익숙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거칠기 때문이다. 

부드럽고 달콤한 인스턴트 식품을 그린 작품

이 웨인 터보(1920~)의 『파이 진열대』다(그림 2). 

진열대 위에 초코케이크, 파운드케이크, 크

림케이크 등 조각난 케이크들이 각각의 접시에 

줄지어 놓여 있다. 조각난 케이크는 디저트용

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일정한 크기는 가공식

품을 의미하며, 줄지어 놓여 있는 것은 대량생

산 되는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미국의 

물질문명을 상징한다. 

웨인 터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팝 아트를 

대표하는 화가이며 캘리포니아 팝 아트는 미국

의 상업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웨인 터보는 

1960년대부터 케이크나 핫도그, 파이 판매대 

등 미국의 전형적인 먹거리들을 그렸는데, 그

가 미국의 대중적인 먹거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웨인 터보는 미국의 소비문화를 다

루고 있는 팝 아트 화가지만 구도와 색상, 빛과 

질감을 탐구하면서 회화적인 효과를 추구했다. 

이 작품 역시 그가 추구했던 회화적 효과가 그

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케이크 위에 

두껍게 바른 생크림이나 동그란 접시는 삼각형 

케이크의 형태를 강조한다. 

패스트푸드(fast food)나 기름진 인스턴트 

식품은 열량이 높다. 인스턴트 식품들은 높은 

열량의 근원지로써 비만의 원인이 된다. 현대

인의 공포는 전쟁도 기아도 아닌 음식의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이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있는 원인

으로 성인병은 외상과 달리 치료 기간이 길다. 

또한 성인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병원비는 가

계나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

적 비용 때문에 현대 사회는 비만과의 전쟁이 

국가 최대 이슈가 될 정도다. 

그림 3은 비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현

그림 3. 윌 코튼, 『아이스크림 동굴』, ~2003년, 리넨에 유채, 178*203, 뉴욕 메리 분 갤러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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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공포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 윌 코튼

(1965~)의 『아이스크림 동굴』이다. 

벌거벗은 여인은 성처럼 쌓여 있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여인은 팔

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키고자 하지만 일어

나지를 못한다. 살짝 들어올린 엉덩이와 다리

에는 온통 아이스크림이 묻어 있다. 

이 작품에서 여인의 다리에 묻어 있는 아이

스크림은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달

콤한 음식을 거절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의 성처럼 쌓여 있는 아이스크림은 먹

어도 채워지지 않는 식욕, 즉 대식을 나타내며 

값싸고 천박한 음식에 만족하여 비만해져 가

는 현대인의 재앙을 암시한다. 

여인이 홀로 아이스크림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은 음식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현대인의 고

독을 암시한다. 

윌 코튼의 이 작품에서 패션모델과 같은 아

름다운 여인을 그려 넣은 것은 현대인의 끊임

없이 먹고 싶다는 욕구와 비대한 육체에서 벗

어나야 한다는 다이어트에 대한 병적인 집착

을 나타낸다. 또한 패션모델과 같은 몸은 포르

노에 대한 현대인의 강박관념을 암시한다. 이 

작품에서 여인의 고전적인 자세와 크림색의 

피부는 18세기 거장들의 그림을 연상시키고 

있지만, 코튼은 고전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여

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여인을 표

현하고 있다. 

예술 속으로• 인스턴트 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