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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군대의 식량에는 부패란 없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로 유명한 나폴레옹

은 프랑스 대혁명 직후 권력을 손에 쥐고  유럽 대륙을 

휘젓고 다니며 전쟁에 몰두했다. 1804년 황제에 즉위한 

나폴레옹은 프랑스 산업장려협회를 설립해, 유럽 점령 

계획에 착수하기 전 “오랫동안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라”는 공모를 발표한다. 공모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만 2천 프랑에 달하는 상금에 프랑스 전역의 

식품업자들이 응모작을 출품하였다. 

이때 응모작 중 하나가 니콜라 아페르라는 발명가가 들

고 나온 ‘병조림’이었다. 그의 병조림법은 유리병에 식품

을 넣고, 코르크 마개를 막은 다음 끓는 물에 병을 담가

서 30~60분 가량 가열한 후 뜨거울 때 코르크 마개를 

단단히 막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계

속된 전쟁으로 식량 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음식의 보존

과 보관 방법이 절실했다. 게다가 장기간 종군한 병사들

은 신선한 음식물 섭취 부족으로 괴혈병 발병률이 높아

지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니콜라 아페르가 들고 온 샴페

인 병을 보고 그 자리에서 1만 2천 프랑을 결재해 준다. 

샴페인 병의 가능성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깡통 재질, 뚜껑 여는 방식, 포장 디자인의 변화를 보면서

세상이 살기 편해진다는 것과 사람들 취향이 변하는 것을 느낀다.

새로 통조림이 생기거나 양념 맛이 달라지는 걸로

사람들 입맛이 달라지는 것을 실감한다.

통조림은 세상을 알아가게 해주는 물건이다.

니콜라 아페르가 발명한 '병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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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림은 전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리 기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부대의 행군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음식물의 장기간 보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급 체계에 가해지던 부담이 줄었다. 

병조림은 유리로 만들어져 파손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지

만, 그것은 다른 장점에 비해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다.

세계 최초의 양철 통조림

영국은 프랑스의 병조림을 확인한 후 병조림을 능가하는 

식품 보존법을 개발하는 데 매달렸다. 관건은 병조림보

다 가볍고 튼튼한 보존 용기를 개발하는 데 있었다. 영국 

정부는 각종 과학단체와 기술자협회에 식품 보존법의 개

발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화답한 사람

은 런던 출신의 기계공인 듀란드(Peter Durand)였다.

듀란드는 1810년에 세계 최초의 금속제 통조림 용기인 

주석 깡통으로 특허를 받았다. 그는 홍차를 보관하는 통

인 캐니스터에 착안하여 통조림 용기에 도전했는데, 캐

니스터는 오늘날 캔의 어원이다. 또한 듀란드는 철이 가

진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석에 주목했다. 철은 산

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철로 깡통을 만들면 음식물

이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피터듀란드(우)와 그가 발명한 최초의 양철 통조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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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는 안팎에 주석을 입힌 얇은 철판을 연결한 후 접

합 부위를 납땜함으로써 통조림 용기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가 사랑한 깡통, 통조림

국내에서도 통조림은 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1892년, 일본은 전남 완도에서 처음 전복 통조림을 제조

한 이래 한일합병,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

국 각지의 통조림 공장을 통해 조선의 신선한 수산물을 

가져갔다. 군납 수요가 증가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파

병도 국내 통조림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였다.

국내 ‘통조림 125년사’에서 획을 그은 시기는 1980년대

다. 두 개의 ‘깡통’이 식생활을 뒤흔들었다. 1982년에 처음 

출시된 참치캔과 이듬해 출시된 사각캔햄이었다. 시댁에

서 분가해 경제권을 쥐고, 직장에 다니면서 바빠진 여성

들은 캔당 천 원이 훌쩍 넘는 참치캔과 사각캔햄을 열렬

하게 지지했다. 고급 명절 선물로도 인기였다. 최신 통

조림의 타깃은 뚜렷하다. 저렴한 가격에 적당량의 반찬

이나 안주를 간편하게 먹기를 선호하는 1·2인 가구의 

소비 성향을 반영해 통조림은 소형화됐고, 가격은 2천

~3천원대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식품업계에 부

는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

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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