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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식사
박희숙 미술 칼럼니스트

음식은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

고 있지만 공통된 것은 먹는 것처럼 삶의 즐

거움을 주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음식을 통

해 사람들은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먹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린 작

품이 빈첸초 캄피(1536~1591)의 『리코타 치

즈를 먹는 사람들』이다(그림 1). 리코타 치즈

(이탈리아 남부에서 생산되는 치즈)가 놓인 

탁자에 네 명의 남녀 모여 있다. 녹색의 옷차

림의 여인은 왼손 검지로 치즈가 놓여 있는 

접시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숟가락을 쥔 채 환

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여인 옆에 있는 남자는 

눈치를 보면서 치즈 덩어리를 손가락으로 찌

르고 있으며 가운데 남자는 치즈를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치즈 앞에 있는 붉은

색 모자를 쓴 남자는 입안에 치즈가 있음에도 

그림 1. 빈첸초 캄피, 『리코타 치즈를 먹는 사람들』, 1580년경, 캔버스에 유채, 리옹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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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큰 나무 숟가락 가득 치즈를 뜨고 

있다. 

이 작품에서 청년・중년・노년기의 남자

들은 인생의 단계를 암시하고 있다. 입안에 

치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숟가락에 치즈

를 들고 있는 남자는 왕성한 식욕의 청년기

를 말하며, 작은 치즈 조각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남자는 식탐은 있으나 많이 먹지 

못하는 중년을, 치즈를 손으로 찔러보는 늙은 

남자는 식욕은 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노

년을 의미하고 있다. 이 인물들과 여성은 많

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빈첸초 캄피의 이 작품에서는 여인부터 시

작해 입안에 치즈를 물고 있는 인물들의 자세

는 음식을 먹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먹는 

행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작

품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친구

들이나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축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캄피는 세속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식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시

로서는 특이하게 식사 정면을 다룬 이 작품

은 16세기 후반 이탈리아 풍속화를 대표하고 

있다. 

시장이 진수성찬이라는 말도 있듯이 배고

플 때 먹는 식사처럼 만족감을 주는 것도 없

다. 초라한 식사라고 해도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소박한 식탁에도 행복을 느

끼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이 빈센트 반 고흐

(1853~1890)의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림 2). 이 작품은 고흐가 작품이라고 생각

한 첫 번째 작품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신화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처럼 비중 있게 다

루었다. 

다섯 명의 가족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그림 2. 빈센트 반 고흐, 『감자를 먹는 사람들』, 1885년, 캔버스에 유채, 네덜란드 국립 반 고흐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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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 아래 커피와 감자를 나누어 먹고 있다. 

가난에 찌들려 있는 농부의 모습이 더욱 현

실감을 준다. 고흐는 화면 중간 중간 노란색

으로 붓 터치를 거칠게 넣음으로써 빛의 효

과를 주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화면을 어둡게 

처리했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표현한 이 

작품은 그가 처음으로 시도한 대규모의 구성 

작품으로서 다섯 명의 시선이 다른 것은 그

동안 작업한 것을 한 화면으로 옮겨 그렸기 

때문이다. 

빈센트 반 고흐는 화상, 목사의 길을 걸은 

후 화가가 되었다. 고흐가 이 작품에서처럼 

노동자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탄광촌 목

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자 편에 섰던 경험 때

문이었다. 고흐는 작품을 그리게 된 배경에 

대해 항상 글로 남겼는데 그는 동생 테오에

게 보낸 편지에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사람

들이, 땅을 경작할 때 쓰는 바로 그 손으로 식

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애썼

다. 그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들의 손과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설

명했다. 

고흐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

는 화가이지만 생전에 그는 화가로서 성공하

지도, 안정된 가정을 꾸리지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한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는 내

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화가로 활동했던 짧은 

시기에 2,200점에 달하는 그림을 그렸을 정도

로 노력했다. 그림은 고흐가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식사는 배고픔만 해결한다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부유층의 식사를 그린 작품이 디에고 리베

라(1886~1957)의 『월스트리트 연회』다(그림 

3). 금고 앞에 기계에서 나오는 종이를 쥐고 

그림 3. 디에고 리베라, 『월스트리트 연회』, 1923~1928년, 프레스코화, 

          멕시코시티 교육부 소장



있는 정장차림의 남자와 여자가 테이블을 앞

에 놓고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이 얼음에 담겨 있고 

인물들 각각 앞에는 반쯤 채워진 샴페인 잔

이 놓여 있으며 자유의 여신상이 불을 밝히

고 있다. 

드레스 차림의 여인 의자 아래에는 돈 가

방이 놓여 있으며, 여인 앞에 앉아 있는 남자

의 의자 아래에는 장갑과 한 송이의 장미꽃

이 떨어져 있으며 남자의 손은 여자에게 향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기계 앞에서 나오는 종이는 증

권을 암시하며 인물들이 쥐고 있는 것은 그들

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월스트리트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대한 금고는 미국의 월스

트리트의 자금력을 상징한다. 

정장차림의 남자와 보석과 드레스를 입은 

여인 그리고 돈 가방은 그들이 월스트리트 고

액의 연봉자라는 것을 나타낸다. 검은색의 스

피커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

시하고 있는 대중들을 암시하고 있으며 즐거

운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이 찡그리고 

있는 것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들의 

생활을 나타낸 것이다. 여자를 가리키고 있는 

남자의 손으로 그들의 방탕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장미꽃은 여성을, 의자 밑에 떨어진 

장갑은 은밀한 만남을 암시한다. 

디에고 리베라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

해 이 작품을 제작했다. 공산주의자였던 그는 

이 작품을 벽화로 제작했는데 벽화는 근대 멕

시코의 시각예술운동으로서 민족주의적 행위

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벽화는 급진적인 실천 

미술의 서막을 알렸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혁명사를 내포하고 있어 멕시코 미술

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디에고 리베

라는 벽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농민이나 노동

자 등 억압받는 계층은 물론 멕시코의 전통의

상이나 민속풍습을 그려 넣어 국제적인 명성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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