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녪어떤 기업이든 모든 직원의 급여는 고

객이 지불함을기억해야한다. 급여는기

업 소유주나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

다. 멀리떨어져 있는은행계좌나노동조

합에서나오는것도아니다. 급여는 고객

에게서나오는것이다.

돥제프리폭스(마케팅 슈퍼스타)

요리, 배우고 만들고 시식까지

맛있는 2시간 데이트
▶▶이탈리안 요리학원돳일 꾸오꼬돴 1일 쿠킹 클래스

가족끼리, 연인끼리

보글보글 뚝딱뚝딱

돳사랑의 식탁돴 만들기

돳일 꾸오꼬돴수강생들이 만들어낸 새우 파스타.이탈리아요리전문학원 돳일 꾸오꼬돴의수강생들이 손수 만든 화려한 요리를 시식하고 있다. 이정훈기자 jhlee72@

녪지난 28일 서울 서초동의 이탈리아요리 전

문학원 일 꾸오꼬. 이곳 3층의 조리실습실에

서 10여명의 수강생들이 이탈리아 조리책을

앞에놓고 각기 한 가지씩의 음식을 만들어내

고 있었다. 이탈리아 쌀요리인 리조또를 정성

껏 만들어내는 한 남자 수강생의 코 끝에는송

알송알 땀이 맺혀있다. 실습실에는 매캐하면

서 입맛을 돋구는 마늘향과 올리브 오일 내음

과달그락거리며접시부딪치는소리와탁탁탁

규칙적으로 끊어내는 도마질 소리, 그리고 유

쾌한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곧 넓적한 녹색면

발의 파스타와 새우를 넣은 스파게티, 그리고

화려한 모양의 돳카프레제돴까지…, 조리실 앞

의 식탁에는 이들이 만들어낸 음식접시들이

한데모였다.

열 여덟살 소녀부터 40대 가장까지 이들은

이탈리아전문조리사의전문과정을밟고있는

수강생들이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은

기교보다 정성이 훨씬 돋보였다. 아직까지 이

들에게 요리란 손님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가 끝난 뒤 함께 나눠먹는 음식인

탓이다. 테이블을 돌던강사가 아직서툰수강

생들의 음식을 놓고 품평을 하면서 타박하기

도 했지만, 누구의 음식이든 가릴 것 없이 둘

러서서접시를싹비워냈다.

일 꾸오꼬 심재호 원장은 돱음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꼭신부수업이나전문조리사가목

적이아니더라도요리학원을찾는일반인들이

많아졌다돲며 돱특히요즘들어서는일반인들이

쉽게 요리에 접할 수 있는 쿠킹클래스가 인기

있다돲고 말했다. 심 원장은 또 돱쿠킹클래스를

통해 요리를 접한 일반인들이 돳음식을 잘 만

들고 싶다돴는 이유만으로 전문가 과정을 밟는

사례도많다돲고덧붙였다.

호기심에이곳을찾았다가파스타를만드는

준전문가 과정을 밟고있는 윤수진(여돚37)씨

는 돱맛있는 음식을 차려낸다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식돲이라며 돱취업을 위한 것도,

그렇다고요리솜씨를뽐내려는것도아니지만

정성껏 식탁을 채워가는 과정이 말할 수 없이

즐겁다돲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도 돱배운 요리

로 상을 차려줄 때 가족들에게 마음이 다가가

는것같아흐뭇하다돲고말했다.

가족이나 연인들이 채 이루지 못했던 꿈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는 연말

연시다. 이런때 상대방을 위해 정성껏 식탁을

차려내보자. 풍성한외식도좋지만, 좀초라하

더라도 따뜻한 사랑을 담은 음식이야말로 사

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해를 살아내는 힘이

돼줄것이다. 박경일기자 parking@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