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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도 필요하지만 

첫째로 식자재가 좋아야 한다. 식자재가 나쁘

면 아무리 뛰어난 주방장이라도 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낼 수 없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

한 밥상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

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채소, 육류, 어류를 비롯해 우리 밥상에 올라

오는 다양한 식자재들의 대부분이 개인의 입맛

에 따라 선택되어지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곡물이다. 곡물만 가지고도 한 끼를 보충할 수 

있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곡물요리가 발달했다. 

주식이 되는 대표적인 곡물을 꼽으라면 동

양은 쌀이고, 서양은 밀이다. 밀로 만든 음식

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특별한 날 먹

는 음식으로 파스타를 손꼽는다. 파스타는 중

국의 국수에서 유래되었지만 만들기가 힘들어 

평상시 서민들은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

민들에게는 특별한 날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귀

한 음식이었다. 파스타를 먹은 서민을 그린 작

품이 리베라의 「미각」이다(그림 1). 

남자는 빵과 과자, 포도주가 놓여 있는 식탁 

즐겨 먹는 음식 재료들

박희숙 미술 칼럼니스트

그림 1. 주세페 데 리베라, 「미각」, 1613~1616년, 캔버스에 유채, 하트포드 워즈워스 애시니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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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앉아 접시 위에 가득 담겨져 있는 파스타

를 먹기 위해 한 손으로 포크를 쥐고 있다. 

남자가 오른손에 포크를 쥐고 있지만 왼손

으로 파스타를 만지고 있는 것은 포크를 사용

하지 못하여 파스타를 손으로 먹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입에서 흘러나오는 파스타 역시 

남자가 파스타를 손으로 먹었다는 것을 암시

한다. 식탁 위의 과자와 빵이 있지만 남자가 관

심이 없다는 것은 파스타가 맛있음을 나타내

어 파스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며, 포도

주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의 남루한 옷은 서민이라는 것을 나타

내며 단추가 터질 것 같은 작은 옷은 남자의 

식탐을 나타낸다. 

주세페 데 리베라(1591~1652)의 이 작품은 

파스타를 게걸스럽게 먹는 남자를 통해 오감 

중에 먹는 즐거움이 최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자 했다. 

서민들은 파스타를 특별한 날에 먹었고 한 

끼 식사로는 콩을 주 메뉴로 삼았다. 완두콩, 

까치콩, 렌즈콩 등 갖가지 콩을 요리해서 많이 

먹었으며 콩은 곡물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져 

서민들이 주로 먹었다. 

콩 요리로 식사를 하는 서민을 그린 작품이 

카라치의 「콩을 먹는 남자」 이다(그림 2). 

밀짚모자를 쓴 남자가 창가 식탁에 혼자 앉

아 왼손으로 빵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숟가

락을 들어 삶은 콩을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

리고 있다. 농부가 들고 있는 숟가락에서 콩물

이 흘러내려 그릇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그릇 

옆에는 파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 파, 콩, 무, 

양파 등은 서민들이 먹던 음식 재료들로 당시 

그림 2. 안니발레 카라치, 「콩을 먹는 남자」, 1585년, 캔버스에 유채, 로마 콜로나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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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들은 야채를 전혀 먹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포도주와 포도주 잔, 네 조각

으로 나누어져 있는 빵 덩어리가 중앙의 큰 

접시에 담긴 피자와 함께 놓여 있다. 피자는 

밀가루에 야채를 넣어 구운 것으로 당시 대

표적인 서민 음식이었다. 

이 작품에서 남자가 먹고 있는 요리는 ‘파

졸로’라고 하는 까치콩을 삶은 것이다. 남아

메리카가 원산지인 까치콩은 16세기 유럽에 

많이 퍼져 있었으며 곡물을 살 수 없었던 가

난한 사람들이 주로 삶아서 먹었다. 

밀짚모자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파와 콩, 

야채 피자는 남자가 농부라는 것을 암시한

다. 창가의 햇살은 그가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안니발레 카라치(1560~1609)의 이 작품

에서 식탁 위에 동떨어져 있는 포도주와 포

도주 잔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상징한다. 

소박해 보여도 농부에게는 최고의 음식이라

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작품은 당시로

써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그려졌는데 교훈적

인 내용보다는 단순히 먹는 행위를 사실적

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곡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가

장 쉽게 해 먹는 요리가 달걀요리이다. 달걀

은 완전식품으로 맛도 좋지만 요리하기가 

매우 간단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겨 찾

는 식자재라고 할 수 있다. 

달걀을 요리하고 있는 사람을 그린 작품

이 벨라스케스의 「달걀부침을 만드는 노파」 

이다(그림 3). 컴컴한 부엌 안에서 머리에 흰

색의 베일을 쓰고 있는 노파가 숯불에 얹어진 

질그릇 앞에 앉아 달걀을 부치고 있으며, 옆

구리에 멜론을 끼고 한 손으로는 포도주병을 

들고 있는 소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

다. 노파 앞 탁자에 도자기로 된 기름병과 놋

쇠로 된 그릇, 나이프가 놓여 있는 사기 접시

와 야채가 있으며 기둥에는 주방기구들과 바

구니가 걸려 있다. 

당시 서민들은 달걀부침을 먹을 수 없었다.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부유층이 아니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달걀을 부

치고 있는 공간은 여관 주방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노파는 여관 손님들의 식사를 담당했던 

주방에서 일하는 하녀이며 소년은 심부름꾼

임을 의미한다.

소년이 들고 있는 멜론은 십자가 형태의 끈

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끈 위에 왕권을 상징하

는 부주를 달아 귀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암시

한다. 

베일 아래의 야윈 노파의 얼굴을 엄숙하게 

표현한 것은 당시 게으른 하녀의 이미지보다

는 품위 있게 살아온 인생을 나타낸다. 

노파의 손에 들여진 달걀은 당시 모든 현

세적인 것은 무상하며 죽음 너머에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물이고, 또한 

노파와 소년을 대비시킨 것은 삶의 덧없음을 

나타낸다. 

디에고 벨라스케스(1599~1660)는 보데곤 

방식에 따라 놋쇠 그릇의 광택,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기름, 나무젓가락, 바구

니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술 속으로• 즐겨 먹는 음식 재료들 



2012 제5권 2호 |171

17세기 세비야에서 발달한 보데곤은 단순

한 정물이 아니라 술집이나 식당, 음식을 배

경으로 서민들의 생활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말한다. 보데곤 그림들은 서민들의 일

상을 통해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알레고리

가 숨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벨라스케스는 1617년부터 1622년 사이에 

9점의 보데곤을 그렸으며 보데곤은 벨라스케

스에게 화가로서 천부적인 재능을 세상에 알

려준 계기가 되었다. 

그림 3. 벨라스케스, 「달걀부침을 만드는 노파」, 1618년, 캔버스에 유채,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