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에 먹는 사과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

다. 사과를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

요치 않다고 할 정도로 사과는 우리 몸에 유

익한 과일이다. 사과는 껍질 째 그냥 먹는 것

이 좋지만 매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먹으

면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질려서 자

주 먹지 않게 된다. 사과는 샐러드, 파이, 카

레 등 어느 음식에나 어울리며 사과 향은 식

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사과는 과

일의 의미를 넘어서 역사에 가장 많이 등장

하는 과일로 꼽힌다. 성서 속의 사과, 뉴턴 만

류인력의 사과, 비너스의 아름다움을 결정지

었던 사과, 백설공주가 먹었던 사과 등 역사, 

과학, 신화, 동화를 막론하고 사과는 자주 등

사과
박희숙 미술 칼럼니스트

그림 1. 카라바조, 『과일 바구니』, 1598~1599년경, 캔버스에 유채, 밀라노 암브로시아나 회화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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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전통적인 선악과의 의미에서 벗어

나 사과 본연의 모습을 그린 최초의 그림이 

카라바조(1571~1610)의 『과일바구니』이다 

(그림 1).  

과일 바구니 안의 사과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이상화된 과일이 아니라 벌레가 먹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는 자연 순리 속에 있는 과

일이다. 즉 카라바조가 그린 사과는 선악과

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 즉 태어남과 병들고 

늙고 하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과

일 바구니가 탁자에서 조금 튀어나와 있는 

이 작품은 트롱프뢰유 기법으로 그린 최초의 

정물화로서 미술 역사상 중요하다. 이 작품을 

보고 델 몬테 추기경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

다. 추기경은 카라바조의 강력한 후원자로 그

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큰 도

움을 주었다. 

카라바조는 과일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추

문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작품이 파격적인 소

재로 비난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

품 역시 과일 바구니에 담겨 있는 썩은 과일

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사과는 선악과

를 상징하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썩은 과일로 묘사한다는 것은 

종교적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겨져 비

난을 받았다. 하지만 카라바조는 ‘나는 사람

을 그리는 정성과 똑같이 자연을 그린다.’라

는 신념에 따라 과일을 자연 그대로 사실적

으로 묘사했다.  

요리하기 위해 사과를 주방에 놓아둔 것을 

그린 작품이 폴 세잔(1839~1906)의 『그릇, 

바구니와 과일』이다(그림 2). 

주방 탁자 한쪽에 사과와 과일이 담겨 있

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있고, 흐트러진 식

그림 2. 폴 세잔, 『그릇, 바구니와 과일』, 1888~1890년, 캔버스에 유채,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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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보 위에는 주전자와 요리하기 위해 바구니

에서 꺼낸 과일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 

이 작품은 과일이나 바구니를 아무렇게나 놓

은 것 같이 보이지만 치밀하게 계산하여 연

출한 장면이다. 세잔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

기 위해 식탁보를 탁자 위에 살짝 걸쳐 놓았

으며 과일의 색을 생각하여 흰색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주방 탁자 위 오른쪽의 지나치

게 커다란 배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크게 그

렸으며, 왼쪽 구석의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을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왼쪽 식탁보 접

힌 부분에 있는 붉은 배는 과일 바구니 안의 

배와 유사한 위치에 놓아 평형을 유지한다. 

폴 세잔은 미술 역사상 사과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로 꼽힌다.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

라게 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세잔에게 사

과는 평범한 과일을 넘어 그의 삶, 기쁨 그리

고 고뇌를 모두 담은 것이었다. 세잔이 처음 

사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친구 에밀 졸라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으로 한 

살 위인 세잔이 졸라를 큰형처럼 돌봐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세잔이 졸라를 도와준다. 고마움을 느낀 졸라

가 세잔에게 사과 하나를 선물하는데 졸라가 

준 사과는 우정의 표시였던 것이다. 

두 사람의 우정은 졸라가 1866년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한 경험으로 소설 『작품』을 발

표하면서 끝이 난다. 소설의 주인공 클로드 

랑티에는 계속되는 실패에 절망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예술가로 나오는데 주인공 모

델이 세잔과 마네였다. 

하지만 세잔은 우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

과를 통해 화가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다. 세

잔은 회화적 효과를 얻기 위해 사과를 선택

그림 3. 후안 산체스 코탄, 『과일 정물』, 1600년, 캔버스에 유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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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사과는 그의 연구에 가장 알맞은 소재

였다. 결국 세잔은 사과로 전통적인 원근법에

서 벗어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펼쳐 보인다.

이 작품처럼 세잔의 초기 정물화는 오로지 

과일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다른 소

재들을 그리기 시작한다. 말년에 세잔은 엑상

프로방스에 은둔하면서 자연에서 작업하는 

것을 즐겼다. 세잔의 자연을 묘사하는 방식을 

언론과 대중들은 여전히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는 꾸준하게 전시회에 참여한다.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한 세잔의 작품을 보고 베를린 

국립미술관에서 그림을 소장한다. 파리보다

는 베를린에서 그의 진가를 먼저 알아보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다. 

다음은 주방에서 사과를 보관하는 것을 그

린 작품, 후안 산체스 코탄(1560~1627)의『과

일 정물』이다(그림 3).

사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특히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과를 잘못 보관하면 상

하고 사과 특유의 아삭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사과를 냉장고에 보관하지만 옛날에

는 바구니에 담아 보관했었다. 후안 산체스 

코탄의 그림에는 통풍을 위해 만들어 놓은 

개구부 위에 당근, 오이, 커다란 엉겅퀴가 놓

여 있고 양배추와 사과는 끈에 매달려 있다. 

개구부가 닫혀 있는 것은 오후를 의미하며 

바닥에 놓여 있는 야채는 요리하고 남은 것

을 나타낸다. 화면 왼쪽 양배추와 사과는 보

관하기 위해 끈에 매달아 놓은 것이다. 옛날

에는 야채나 과일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끈에 매달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두

었다. 야채와 과일은 17세기 스페인 농민들과 

수도사들이 자주 먹었던 것들로 소작한 식사

를 의미한다.

후안 산체스 코탄의 이 작품은 스페인 보

데곤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보데곤은 술집이나 

식당, 음식을 배경으로 서민들의 생활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말한다. 보데곤 그림들

은 서민들의 일상을 통해 도덕적이거나 종교

적인 알레고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라나다의 카르투지오 수도회에 들어가 수

도사 생활을 했던 산체스 코탄은 스페인 정

물화의 선구자로 절제와 금식을 나타내기 위

해 음식 정물화를 즐겨 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