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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매년 증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아침에 

밥 대신에 삼겹살을 먹는다는 사람들을 많

이 본다.  그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기 위

해 육류만 먹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고 한다. 탄수화물을 일체 먹지 않는 황제 다

이어트법이 확실하게 살을 빼주기 때문이라

고 한다. 

이렇게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보

니 한때 사양 사업이었던 정육점을 개업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고기를 팔고 있는 정육점을 그린 

작품이 안니발레 카라치의 《푸줏간》이다(그

림 1).

창을 든 군인이 흰색의 앞치마를 두른 정

육업자가 저울에 고기의 무게를 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군인은 고객을 나타

내며 그가 고기를 사러온 이유는 힘이 필요

해서라는 것을 암시한다. 14세기부터 19세기

까지 붉은 색 육류는 남성적인 힘에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군인이 저울에 고기를 달고 있는 정육업자

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속지 않기 위해서다. 

정육업자가 달고 있는 저울은 인류 최초로 

쓴 천칭저울이다. 천칭저울은 저울판 한쪽에

는 물건을 달 물체를 다른 한쪽에는 추를 놓

아 평행을 이루게 해 물건의 무게를 재는 방

식이다. 

하단에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한손으

로 양을 누르고 한손에는 쇠로 된 몽둥이를 

들고 있다. 남자가 한손으로 양을 잡고 있는 

것은 도축업자라는 것을 나타내며 쇠로 된 

몽둥이는 그가 방금 양을 도축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푸줏간 상점 안에는 정육업자가 팔을 뻗고 

있으며 그 옆에는 흰색의 두건을 쓴 늙은 여

인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정육업자가 도

마 위의 고기를 잡은 손은 그가 고기를 손질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밖으로 뻗은 팔

은 고기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흰색의 두건은 하녀라는 것을 나타내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육류와 여자는 상

관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녀는 고기를 다루고 있는 푸줏간이 고

먹으면 먹을수록 입맛 당기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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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상점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육류는 

값비싸 서민들은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 재

료는 아니었지만 고기, 내장, 피 등등 도살이 

자행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류층이 드나들

지 않았다.  

오른쪽의 정육업자는 도살된 거대한 소를 

고리에 걸고 있다. 내장이 없는 소의 뼈와 살

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솜씨 좋은 도축을 

나타내며 푸줏간 문밖에 있는 고리에 걸고 

있는 것은 고객들에게 좋은 고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나타낸다. 

안니발레 카라치(1560~1609)의 이 작품은 

이탈리아 최초로 순수 풍속화다. 안니발레 

카라치는 주로 음식을 주제로 풍속화를 제작

했는데 그는 이 작품에서 푸줏간에서 일하

는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각가지의 

육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그가 

푸줏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집중한 것은 당

시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경시하는 지식 

계급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

백질이다. 육류는 곡물류보다 맛과 영양면에

서 뛰어나며 특히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

는데 최고의 음식으로 꼽히고 있다. 다양한 

육류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가장 

많은 육류는 닭이다. 닭고기는 맛과 영양도 

뛰어나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 부담 없이 즐겨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닭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여인을 그린 작

품이 샤르댕의 《시장에서 돌아와》다(그림 2). 

그림 1.-안니발레-카라치,《푸줏간》,-1582~1583년,-목판에-유채,-옥스퍼드-크라이스트-처치-미술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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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은 방안에서 한손으로는 보자기에 싸

매놓은 닭을 들고 탁자에 놓인 커다란 빵 두

덩어리에 기대어 서 있지만 얼굴은 밖을 향

하고 있다. 방 입구에는 물을 담아 놓은 커다

란 구리로 만든 급수통과 바닥에는 나무로 

만든 물동이가 놓여 있으며 그 옆에 소녀가 

문을 열고 어렴풋이 보이는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여인이 들고 보자기에 싼 닭과 커다란 빵

은 시장을 본 것을 나타내며 여인이 머리에 

쓰고 있는 외출용 모자와 스카프 그리고 구

두는 시장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는 것을 가리킨다. 여인이 탁자에 기대어 서 

있는 자세는 시장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들고 

와 힘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인이 기대고 있는 커더란 빵 두 덩어리

는 서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800년 이전,

유럽 대부분의 서민층 가정에서는 커다란 빵 

덩이를 사서 일주일 동안 물에 적셔 죽으로 

만들어 먹었으며 형편에 따라 죽에 우유, 치

즈, 양파, 과일을 넣었다. 

구리로 만든 급수통은 수도시설이 설치되

기 전 대부분의 가정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

해 설치했다. 

장 시에몽 샤르댕(1669~1779)의 이 작품에

서 붉은색 리본을 묶은 여인의 블라우스 소

매는 보자기에 싼 무거운 닭을 강조하고 있

으며 바닥에 놓여 있는 그릇과 쓰러진 물병

그림 2.--장-시에몽-샤르댕,《시장에서-돌아와》,-1739년,

- 캔버스에-유채,-파리-루브르-박물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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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인의 바쁜 가사 노동을 나타낸다.  

생고기는 맛은 뛰어나지만 오래 보관하기 

가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육류를 오래 보관

하기 위해 훈제 햄으로 만들었다. 특히 햄은 

특유의 맛으로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많은 음

식이다. 

햄을 먹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이 니콜라 

랑크레의 《햄이 있는 점심파티》다(그림 3). 

고대 조각이 있는 정원에 젊은 귀족 남녀

들이 대형 식탁을 중심으로 파티를 벌이고 

있다. 빵과 식기들이 놓여 있는 식탁 중앙에

는 파티의 메인 요리인 커다란 햄이 놓여 있

다.  

화면 중앙에 붉은색 웃을 입은 남자가 식

탁 위에 올라가 왼손에 술병을 들고 술을 따

르고 있다. 옆에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여

자는 손으로 앉아 있는 술 취한 남자의 얼굴

을 쓰다듬고 있다. 왼쪽 하인들은 디저트 과

일을 나르고 있으며 식탁 앞의 개는 남은 음

식을 뒤지고 있다. 

니콜라 랑크레(1690~1743)는 이 작품에서 

붉어진 얼굴과 흐트러진 옷차림은 그들이 취

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술병과 쓰러

진 의자, 음식들을 어지럽게 배치해 술 취한 

인물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은 풍속화로 당시 귀족들은 사냥

을 즐겼으며 사냥이 끝난 후에는 야외에서 

식사를 했다. 

그림 3.  니콜라-랑크레,-《햄이-있는-점심-파티》,-1735년,

- 캔버스에-유채,-보스턴-미술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