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마신 커피는 

1인당 377잔으로, 일주일에 평균 7.85잔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콤 쌉싸름한 맛과 향기로 사람들의 입맛은 물론 정신까지 사로잡는 커피. 

하지만 생활음료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50년에 불과하다.

글 홍아름

무슬림의 와인이
영혼을 달래는 
음료로, 

커피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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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생산국 농민들의 생계로 만들어진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커피는 

원주민과 농민의 노동력을 흡수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생존을 위한 작물인 셈이다.

커피 생산국 중 하나인 과테말라는 전체 인구의 1/4이 커피산업에 종사하며, 수출의 30% 이상은 커피가 차지

하고 있다. 일꾼들이 커피 농장에서 종일 일한 대가로 받는 일급은 3달러(3,600원). 생산국 커피 농장 일꾼의 

대부분은 종일 일해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칸디도 포르티나리의 작품, ‘커피(Coffee)’에서도 커피 농장 소작농들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커피콩이 든 큰 자루를 힘겹게 운반하는 소작농이 있다. 제복 차림의 감독관은 공격적인 손동작으로 명령을 

내린다. 기하학적으로 나열된 커피콩들은 끝없는 노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사라진 표정에서 강요받는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고통이 전해진다. 칸디도 포르티나리는 브라질 상파울루 

근교에 있는 커피 농장에서 태어났다. 그의 그림에는 그가 봐왔던 커피 농장에서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커피가 처음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17세기 유럽인들은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 부르며 

기피했다. 인류가 처음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9세기경 에티오피아로 알려져 있는데, 커피 문화가 시작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거부감이 한몫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술을 금기시하는 대신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무슬림의 와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악마의 음료라기에는 너무 맛있으니 커피에게 세

례를 주겠다”라며 커피에 대한 유럽인들의 편견을 깼다.

생존을 위한 작물, 
악마의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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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음료였던 커피가 유럽으로 전파된 것은 17세기. 귀족의 음료였던 커피는 ‘각성과 이성’의 이미지를 부

각해 부르주아 계급을 공략했다. 일상적으로 술을 마셨던 유럽의 대중에게 ‘각성’을 표방하는 커피는 낯선 음료

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곳을 ‘커피하우스’라고 불렀는데, 17~18세기 커피하우스는 소식을 주고

받거나 정치와 문학을 논하는 장소였다.

커피(Coffee, 1935) | 

칸디도 포르티나리

커피 한 잔에 
담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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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하우스에서만 마셨던 커피가 가정으로 퍼져 생활음료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0년. 부르주아지의  

상징이자 사회·정치·문학·예술의 상징으로 대두된 커피는 ‘가정에서의 아늑함’을 이미지에 추가하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갔다.

또한, 아침과 오후에 마시는 것으로 분위기를 달리하기도 했다. 아침에는 커피의 각성효과에 초점을 맞춰 일의 

시작을 알렸다. 반면 오후의 커피는 대화를 의미했다. 17~18세기 커피의 주요 소비계층은 유럽 남성들이었

지만, 커피가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여성들도 소비 대열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커피가 상징했던 대화는 수다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단순한 음료를 넘어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영화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에서는 커피로 인해 마음을 열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실종된 지 8년, 주인공 미사키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바닷가 창고를 카페로 개조해 운영한다. 이 영화에서 커

피는 등장인물의 결핍을 채워 마음을 열게 하는 매개체다. 어릴 적 아버지와 헤어진 채 어머니와 함께 바닷

가를 떠난 미사키는 그 후 아버지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실종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녀의 결핍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도쿄에서 바닷가 시골 마을까지 내려가 카페를 차린 것도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일말의 기

대가 있어서다.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아리사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미사키에게 따뜻한 위안을 

받는다. 아리사의 엄마 에리코 역시 처음에는 쌀쌀맞게 대하지만 히로미와 관계를 맺으며 마음을 열게 된다. 

따뜻한 마음이 커피 향기를 타고 서로에게 전해진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한 잔의 커피는 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거나, 내 앞에 앉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하나의 명분이 된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들어가요, 커피 내려줄테니

누군가가 날 위해 

커피를 내려주니 참 좋네

영화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The Furthest End Awaits, 2014)]

주인공 미사키와 에리코가 커피를 마시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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