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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한식푸드블로거활동하는윤현정씨
블로그와유튜브통해외국인에게한식알려
"억지는안돼요,자연스레맛보게해야죠"

“아,한식당?개고기를먹고왔나보구나?”

지난2002년즈음,윤현정(41)씨가영국맨체스터에서들었던말이다.영국인남편과식사를한뒤남편
친구집에놀러갔을때친구아버지가불쑥던진질문이라한다.이한마디로그는영국내한국음식의
위상을뼈저리게느꼈다.

15년이지난지금,윤씨는영국에서‘한식전도사’로활동하고있다.한국음식을소개하는푸드블로그를
운영중이며,맨체스터현지에서가장유명한쿠킹스쿨인'FoodSorcery'에서‘김치클래스’강사를맡고
있다.버는돈보다출강때마다나가는기름값,주차비,점심식사비용등이더크지만,오히려강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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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씨./gildedgingerbread.com

◇개고기만있는게아니다

애초부터요리와인연있던삶은아니었다.대구광역시에서태어나경북대영어영문학과석사학위를받
고,대학,학원,기업체등에서토익과영어회화강의를했다.통번역일을해책을내거나방송에나오던
때도있었다.그러다대구대교수로근무하던영국인남편을만나가정을꾸렸다.

영국에선두번에걸쳐나눠살았다.처음3년간영국서지내다가한국에돌아왔고,7년전다시영국으로
건너가지금까지쭉살고있다.“시아버지께서돌아가신뒤시어머니께서홀로지내며정신적으로너무나
힘들어하셨어요.그래서저와남편둘다직장을그만두고영국으로건너갈결심을했어요.”

영국에정착하자마자한식을적극적으로알리려했던건아니었다.“개고기사건으로필요성자체는느꼈
지만,최근까지만해도영국에선한국음식을거의몰랐으니까요.잘모르거나거부감있는사람에게음식
을억지로들이미는건오히려역효과가나기쉽다생각했어요.”

이때문에남편가족이나친지들이파티를할때에만한국음식을대접했다한다.“한국엔개고기만있는
게아니라는걸보여주고는싶은데,매운음식을못먹는영국사람이많은거예요.그래서갈비찜,잡채,
볶음밥등을주로만들었어요.물론억지로권하진않고,스스로호기심을느끼고맛보길기다렸죠.”시간
은좀걸렸지만,한식맛을알게된사람들이조금씩늘어갔다한다.“남편사촌한명은6년전딸돌잔치
때먹었던갈비찜이야기를지금도해요.그렇게잊히지않을정도로맛있었다나요.”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625917&memberNo=2790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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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홍보

주변인범위를넘어널리한식을홍보하기시작한건비교적최근일이다.“지난해4월세계적으로유명한
영국인요리사제이미올리버가제주도를방문했어요.그가김치를만드는모습이나,불고기를먹는장면
들이TV에나오더군요.이를계기로영국본토에도한국음식을눈여겨보는사람이늘기시작했어요.이
때가기회라생각했죠.”

2017년들어푸드블로그(gildedgingerbread.com)운영을시작했다.오이김치,돼지갈비찜,두루치기
등전통한국음식뿐아니라,핼러윈김밥,김치퀘사딜라등퓨전스타일요리도레시피를적어올렸다.“
남편이한국에서지낼때,주변에서번데기나산낙지를심하게권했었어요.싫어하는티를내는데도말이
죠.이런모습을곁에서봐왔기때문에,전외국인에게음식을강요해서먹이는걸굉장히싫어해요.우리
도외국가서어떤음식이건다쉽게먹는게아니잖아요.전영국인이한식을자연스럽게접할수있도록
유도하고있어요.그방법중하나가퓨전이죠.”

오프라인김치강의에도나섰다.수업때엔외국인이김치를거부감없이이해하도록설명하려애쓴다한
다.“무조건김치는슈퍼푸드니먹어라하는게아니라,그들이평소에먹던음식과의외로크게다르지않
음을강조해요.독일에서즐겨먹는사우어크라우트(양배추절임)과비슷하지만,좀더맵고맛이진하다는
식으로알리는거죠.또한영국에선주로김치를FermentedChinesecabbage로부르는데,Fermente
d(발효)가의외로영어권에선어감이좀그렇거든요.굳이우리말로하자면‘삭힌’정도느낌이려나요.그
래서저는대신외국인들도반찬에많이쓰는표현인Pickle(절인)을써서,심리적거부감을조금이나마
낮추려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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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에게김치를설명중인윤현정씨(가장왼쪽)./윤현정씨제공

최근엔유튜브채널(youtube.com/c/GildedGingerbread)을개설해한식만들고즐기는법을전파하고
있다.돌솥비빔밥을조리하는방법이나,삼겹살에쌈장을얹어먹는방식등이다.“요리자체가복잡한건
아닌데,여러나물과양념을한번에밥과섞어먹거나,상추위에고기와마늘과김치등을하나하나직접
얹어먹는건외국인입장에서낯설기도하고직관적인이해가어려울수있거든요.영상으로차근차근보
여주면,훨씬따라해보기쉬워지죠.”

How to Make and Eat Samgyeopsal 삼겹살 サムギョプサル - My Easy Authenti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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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씨가유튜브에올린'삼겹살쌈싸먹는법'./유튜브채널'GildedGingerbread'

◇돈이되는건아니지만

블로그나유튜브를운영해버는돈은없다한다.그럼에도매주2회씩은꼬박꼬박게시물을올리고있다.
“사실한식을알린다해서제게딱히득되는것도없어요.식당주인도아니고,전업주부가한국음식을
홍보해봐야이익날게뭐있겠어요.그냥엄마들이그렇잖아요.만든음식아이들이맛있게먹으면괜히
기분좋은거.저도외국인이저를통해한식을알고즐기게되는모습그자체가좋더라고요.”

앞으로는온라인홍보를늘릴뿐아니라,오프라인클래스규모도확장할계획이라한다.“외국인이오프
라인강좌를통해한식만드는법을배우게되면,집에서요리해먹을수있게되죠.그러면우리음식이
그들가정식문화에스며들수있는거고요.이런식으로장차우리음식이서양식문화와자연스레어우
러지면좋겠어요.의외로한식을접하고선꾸준히즐겨먹는영국인분들이많은걸보니,그저꿈같은일
만은아닌듯해요.”

글jobsN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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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 #영국 #맨체스터 #푸드블로거 #한식 #한식전도사 #gildedgingerbred
#잡스엔 #잡앤 #jobsN
으로 쓴 글입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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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많던 연어 무한리필점은 다 어디로 갔을까, 보험영업맨이 말하는 자영업의 비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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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피아노 치던 유학파… 저는 이제 여자 용접사입니다 l jobsN

댓글 41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비밀댓글

스티커

사진

등록

BEST댓글 전체댓글

건스미스
참나 영국 음식도 별 볼일 없는데 건방진 자들이로군요.
13시간 전

신고

답글 2

j_sk****
저 분이 개고기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만을 떠올리며 한국 음식전부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알고자 하지 않는 영국 사람들에게 그래 개고기도 있지만, 너희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고 새로운 맛
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이 한국에 있다. 그것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
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부터 조금씩 접하다보면, 또 언젠간 그저 거부감만을 가지던 한국 음식에 도전해보
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덮어두고 혐로하던 자세에서 존중하는 자세로 조금씩
바꾸어 갈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별다른 금전적 수익이 없이 바쁘게 노력하고 있는 저 분이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8시간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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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

zaph****
2002년 쯤이면 Brigitte Bardot가 한국은 개고기를 먹으니 야만스럽다고 비난한지 얼마안된 시점이
였고 한국은 그녀를 깠지만, 윤씨가 힘쓰며 보내는 동안 안타깝게도 한국은 양궁퀸이 보양식으로 개고기
먹었단걸로 미개하다고 한국사람이 한국사람까는 세상이 되버렸지
1일 전

신고

답글

Ndjd2jj
영국??? 피시앤 칩스나 파는 곳에서 요리를 논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 지들은 frozen food 해동 시
켜 먹는 주제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9시간 전

신고

답글 1

건스미스
난 음식에 국뽕타는 자들 보면 우물안 개구리들 같더군요. 위대한 식문화는 국경이 없어요.
13시간 전

신고

답글

1

2

맨뒤

전체 댓글 더보기

이 에디터의 인기 포스트

더보기

덕업일치! 25년 취미로 찾은 새 삶 "드론으로 정년 없는 직업 찾았죠" l …
2017.11.15. 91,811 읽음

자고 나면 매장 '뚝딱'…10억 빚을 4000억으로 바꾼 비결 | jobsN
2017.11.16. 125,670 읽음

‘이란어과=먹고살기 힘든 전공’?…“천만의 말씀”이라는 ‘이란 아토즈’ 정…
2017.11.14. 93,289 읽음

만능 가수 루시드폴 감귤 농사 뛰어든 이유는? | jobsN
2017.11.14. 27,823 읽음

우린 잘 모르지만…외국인들이 열광하는 의외의 한국제품들
2017.11.13. 338,203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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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남자 12명입니다

27
23

3
1

2017.11.13. 130,978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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