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난한 예술가들의 생명수
‘녹색 요정’과 건배를!

글_이영경

예술과 환각이 무르익던 19세기 프랑스, 가난한 예술가들이 파리로 몰려들었다. 

집값이 싼 몽마르트르에 자리 잡은 이들은 해 질 녘 술집에 모여 ‘녹색 요정’으로 불리던 

압생트의 향연을 펼쳤다. 이 시간을 사람들은 ‘녹색 시간’이라 불렀다. 압생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될 때까지 대단한 위력으로 예술가들을 휘어잡았다.

빅토르 올리바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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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가 드가, 파블로 피카소, 어니스트 헤밍웨이, 아르투르 

랭보 등 많은 예술가가 ‘저렴한 술’ 압생트를 즐겼다. 이들은 

대부분 불우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사람들은 이에 

대한 원인을 압생트가 일으킨 정신착란에서 찾기도 했다. 

압생트의 시작은 ‘만병통치약’

와인을 누르고 한때 프랑스의 국민주로 꼽혔던 압생트의 탄생 

설화는 19세기 말 스위스에서 시작된다. 노이샤텔지방의 꾸

베지역에 거주하던 프랑스인 의사 피에르 오르디네르(Pierre 

Ordinaire)는 만병통치약으로 이 약술을 개발했다. 당시 만병

통치약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어졌다. 약초나 꽃잎 같은 

식물 생약 성분에 약효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섞었다. 오르디네르 역시 알코올에 약초를 섞어 

증류해보는 실험 끝에 1792년 자신만의 만병통치약을 완성

했다. 영롱한 에메랄드빛깔을 띤 이 약물은 원샷하면 열기가 

돌면서 기운이 나고, 주위의 여자들이 예뻐 보이는 약효가 있

었다. 그러나 오르디네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쓰러

졌고, 자신의 임종을 지키고 있던 약방 자매에게 만병통치약

의 비법을 알려주고 죽어버렸다.

파블로 피카소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 1901에두아르 마네 [압생트를 마시는 남자]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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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 자매로부터 제조비법을 독점 구매해 스위스에 공장을 차린 것은 군인 출

신의 사업가 다니엘 앙리 듀비와 그의 사위인 앙리 루이 페르노였다. 발렌타인, 

칼루아, 앱솔루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주류업계의 공룡 회사 페르노리카는 압

생트를 대량 생산해 군부대에 납품했다. 압생트가 열과 말라리아 감염 등을 막

을 수 있다고 여겨져 납품 목적도 기호품이 아닌 약품이었다. 압생트 맛에 길들

여진 군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녹색 열풍’이 시작된다.

압생트 그리고 광란의 고흐

기본적으로 압생트는 증류주다. 증류한 알코올에 팔각(star annis), 회향(fennel), 

쓴쑥(wormwood)이라는 세 가지 허브계 약초를 빻아 넣은 후 그 혼합물을 

다시 증류시킨다. 처음에는 무색투명하지만 여러 허브를 넣어 우려내면 그 유

명한 진한 초록색의 술이 탄생한다. 이 초록마법에 취한 또 한 명의 예술가가 

있으니, 1886년 파리에 온 빈센트 반 고흐다. 고흐는 처음으로 압생트를 접하게 

되었고, 압생트는 고흐 일생의 유일한 친구가 된다.

고흐의 대표작 중 하나인 ‘별이 빛나는 밤’은 고갱과 다툰 뒤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생레미의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것이다. 그가 그린 밤하늘에서는 

구름과 대기, 별빛과 달빛이 폭발하고 있다. 고흐는 정신장애로 인한 고통을 밤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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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요동치는 소용돌이로 묘사했다. 그런데 이 그림

에서 별 주변에 노란색 ‘광환’이라고 불리는 코로나가 보

인다. 이를 비롯해 고흐의 그림에는 유독 노란색이 많이 

사용됐다. 압생트를 즐기던 고흐가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앓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다. 즉 압생

트에 중독되어 고흐에 눈에 비친 세상이 이렇게 보였다

는 것이다. 고흐가 스스로의 가슴을 향해 권총을 발사한 

원인에 대해 종교인·학자들은 ‘압생트가 그의 정신을 

환각 상태에 몰아넣었다’고 단언했다. 

압생트 ‘환각 모함’의 비밀

19세기,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던 범죄자나 정신이상자들 

대부분이 압생트 중독자였다. 그러나 압생트에 마약 수준

의 중독성 및 환각작용이 있다는 것은 오해다. 알코올도

수가 매우 높고 저렴한 가격에 금방 취하기에 사람들이 

자주 애용했으며, 때문에 알코올중독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을 뿐이다.

이러한 오해는 압생트의 주원료인 쓴쑥에 포함된 투우존

(thujone)이라는 성분 때문에 비롯되었다. 투우존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며, 이 탓에 압생트를 음용한 사람은 

환각을 보게 되고 장기 복용하면 시신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압생트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투우존 성분의 독성은 니코틴의 

15분의 1에 불과하며, 압생트의 경우 리터당 6 mg 남짓한 

미량의 성분밖에 검출되지 않는다. 20세기 초만 해도 

압생트 반대론자들에 의해 1리터에 350 mg 들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건 알코올 남용에 의한 책임을 

가장 대중적인 술이었던 압생트에 넘겨버린 탓이 크며, 

여기에는 압생트에 밀려 기가 죽어있던 와인 업자들의 

끈질긴 로비가 숨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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