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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오니기리를 주 메뉴로 정했어요?”

“ 왜냐면 오니기리야말로 일본인의 소울 푸드라고 생각해서에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사 

를 내가 맡아야 했는데, 아버지께서 꼭 1년에 두 번 나를 위해 오니기리를 만들어줬어요.”

“왜 꼭 두 번이죠?”

“ 운동회 때와 소풍갈 때의 도시락으로요. 그러면서 오니기리는 자기가 만든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훨씬 

맛있다고 하셨어요. 다른 건 한 번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멋진 도시락에 비하면 아주 크고 볼품도 없었

지만, 그건 정말 너무나 맛있었어요.”
- 영화 ‘카모메 식당’ 중에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요리와 영화의 만남!
조희창  음식 칼럼니스트

드라마나 영화에서 스토리를 진행시키고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애용되는 것이 무

엇을 먹는 장면이다. 무언가를 먹고 마신다

는 것은 그만큼 포괄적이며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리야 

샤바랭이 그런 말을 했지 않은가. “당신이 먹

는 음식에 대해 말해다오. 그러면 당신이라

는 사람에 대해 말해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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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영화 중 한 편으로 꼽고 있는 

‘바베트의 만찬: Babettes Gaestebud(가브리

엘 악셀, 1987)’은 음식을 만들어 먹인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명화다.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를 피해 덴마크의 작고 가난

한 마을로 온 명 요리사가 있었다. 기독교의 

청빈주의가 지나쳐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전 

재산을 들여 프랑스 코스 요리의 진수를 마

련한다. 비록 이름도 가치도 모르지만, 사람

들은 옛 일을 반추하고, 웃고, 화해하고, 노래

를 부르게 된다. 

음식은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이라는 

관계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사람의 관계는 

그 자체로 드라마를 만들어 낸다. 이런 드라

마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일본이다. 망가 왕

국답게 수많은 만화들이 요리를 소재로 메가 

히트를 기록했다. ‘미스터 초밥왕’, ‘맛의 달

인’은 이미 고전이 된 지 오래고, 생선을 다

룬 ‘츠키지 어시장 3대째’, 케이크를 소재로 

한 ‘서양골동 양과자점’, 사케를 다룬 ‘술의 

명가’,  칵테일을 소재로 한 ‘바텐더’, 와인을 

소재로 한 ‘신의 물방울’ 등 수없는 만화들이 

줄을 이었고, 이것들은 곧장 애니메이션과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런 일본 영화 중에서 ‘담포포: Tampopo

(이타미 주조, 1986)’는 가장 오래된 명작이

다. 담포포는 민들레라는 뜻으로 라멘집을 운

영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이다. 너무나 맛없는 

라멘을 만들던 담포포는 마치 서부영화처럼 

홀연히 나타난 카우보이 총잡이 같은 귀인들

의 도움으로 라멘의 경지에 올라서게 된다. 

그래서 ‘라멘 웨스턴’이라는 신조어까지 만

들어냈다. 비슷한 영화로 2006년에 모토히로 

카츠유키 감독이 만든 ‘우동’도 있다. 이런 영

화를 보면 한 집안이 몇 대를 거쳐 라멘집이

나 소바집을 지켜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

하는 일본의 장인 풍토를 잘 느낄 수 있다. 아

울러 정말 작은 소재로 드라마와 문화를 만

들어내는 일본의 다양성도 배우게 된다. 

오기가미 나오코의 ‘카모메 식당: Kamome 

Diner(2006)’도 정말 잘 만든 영화였다. 핀란

드 헬싱키에 차린 작은 일본인 음식점과 그 

곳에 흘러들어온 세 여인 그리고 일본식 주먹

밥 오니기리를 비롯하여 작고 소박한 음식들

이 빚어내는 인생사의 하모니를 그려내고 있

다. 그녀의 또 다른 영화 ‘안경’에선 바닷가에

서 펼쳐지는 이상한 체조와 바닷가재 찜을 맛

볼 수 있다. 

재일동포인 구수연 감독의 ‘불고기: The 

Yakiniku Movie-Bulgogi(2007)’라는 영화도 

있다. 어릴 적 헤어진 재일교포 형제 요리사, 

불고기와 곱창구이의 대가로 성장한 두 사

람의 대결을 다루었다. 영화 자체로만 보자

면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지만, 우리나라 대

표 음식인 불고기를 가지고 이미 일본에서 

영화화했다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불고기와 야끼니꾸의 문제이든, 김치

와 기무치의 문제이든, 독도와 다케시마 문

제든 마찬가지다. 자국의 자산을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방법은 서명 운동이나 궐기 대회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 아이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일본이 항상 앞서서 

배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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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영화 이야기하면서 중국 요리를 빠

트리면 섭섭하다. ‘와호장룡’, ‘브로크백 마

운틴’ 등으로 유명한 이안 감독의 초기작 

‘음식남녀: Eat, Drink, Man Woman(1994)’

는 요리를 소재로 한 중국 영화를 얘기할 

때 첫 손에 꼽아야 할 영화다. 요리 영화라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다양한 요리 세계

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식탁’이

라는 개념의 영화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을 

잃어가는 당대 최고의 요리사 주사부 그리

고 그의 세 딸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잔잔하

고 따스하게 그려냈다. 이에 비해 ‘금옥만당: 

Chinese Feast(서극, 1995)’이나 ‘식신: God 

of cookery(주성치, 1996)’ 같은 코미디 영화

는 곰 발바닥 요리, 원숭이 골 요리, 만한전

석 등 중국 최고의 요리들로 승부하는 영화

다. 요리 대회를 보여주는 화려한 연출력이 

돋보인다.

와인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도 몇 편의 

수작이 있다. ‘사이드웨이: Sideway(알렉산

더 페인, 2004)’는 골든 글로브 코미디-뮤지

컬 부문 최우수 작품상, 각본상 등을 수상한 

영화로 이름 높다. 이혼의 후유증을 와인으

로 달래는 남자 마일즈와 결혼을 앞둔 친구 

잭이 떠난 일주일간의 캘리포니아 와인 여행

을 다루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와인 산지 중

에서도 특히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의 주산

지인 산타바바라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 ‘와

인 미러클: Bottle Shock(랜달 밀러, 2008)’은 

1976년 일명 ‘파리의 심판’으로 불리는 와인

계의 대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다. 캘리포

니아 와인과 프랑스 와인을 블라인드 테스트

한 결과, 캘리포니아 와인의 압승으로 나와 

버린 ‘프랑스인들의 국치일’에 해당하는 사

건 말이다. 와인이라기보다는 와이너리를 배

경으로 한 영화도 꽤 있다. 리들리 스콧 감독

의 ‘어느 멋진 순간: A Good Year (2006)’은 

잘 나가는 런던 증권가의 펀드매니저가 와

인 농장을 운영하던 삼촌의 죽음으로 프로방

스를 방문한다. 거기서 펼쳐지는 사랑이야기

를 다룬 영화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구

름 속의 산책: A Walk in the Clouds(알폰스 

아라우, 1995)’에선 서리를 막기 위해 포도

밭에 열기를 보태는 장면이나, 커다란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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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서 여인들이 춤을 추는 장면들로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  

그 외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소재인 영화

들은 수없이 많다. ‘빅 나이트: Big night(캠

벨 스코트, 1996)’는 파라다이스 식당을 경

영하는 이탈리아 형제들이 경영자의 입장과 

요리사의 입장에서 갈등을 벌인다. 피터 그

리너웨이의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The cook, the thief, his wife & 

her lover(1989)’는 런던 최고의 식당을 배

경으로 한 컬트 무비로 이름 높다. ‘초콜릿: 

Chocolate(2000)’은 라세 할스토롬이 감독하

고 조니뎁과 레나 올린이 주연한 영화로, 프

랑스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달콤한 맛의 

유혹에 빗대어 사랑의 이야기를 한다.   

‘사랑의 레시피: No Reservation(스코트 힉

스, 2007)’에선 요리사로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였던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맛

있는 요리는 사랑’이라는 등식을 발견하게 

되고, ‘웨이트리스: Waiteress(아드리엔느 쉘

리, 2007)’에선 상금 2만 5천불이 걸린 파이 

만들기 대회에 우승하는 꿈을 가진 여인이 

나온다. 그런가하면 ‘수퍼사이즈 미: Super 

Size Me(모건 스퍼록, 2004)’는 맥도널드로 

대변되는 미국 패스트푸드의 문제를 적나라

하게 펼친 영화로 유명하다. 이걸 한국에서 

만든다면 라면으로 40일 버티기 정도가 되

지 않겠는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키친 스토리: 

Salmer Fra Kjokkenet(벤트 해머, 2003)’는 노

르웨이 홀아비들을 대상으로 스웨덴 가사연

구협회가 주방 일을 관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 ‘에덴: Eden(미카엘 호프만, 2006)’

은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뚱뚱

하고 괴팍하지만 음식의 맛만큼은 기가 막힌 

천재 요리사 그레고르가 만드는  ‘에로틱 퀴

진’이 등장한다.  

최근에 본 영화 ‘줄리 앤 줄리아: Julie & 

Julia(노라 애이프런, 2009)’는 지난 2004년

에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프랑스 요리

사 줄리 차일드를 소재로 한 영화다. 그녀는 

미국으로 와서 『미국인을 위한 프랑스요리』

라는 책을 펴내 유명한 실제 인물이다. 또 한 

명의 줄리아는 공무원으로 무미건조한 삶

을 살아가다가 줄리 차일드의 요리책에 나

온 레시피 524개를 일 년 동안 블로그를 통

해 보여주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간다. 메

릴 스트립과 에이미 아담스의 연기까지 덤으

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영화 ‘식객’을 

비롯하여 수많은 요리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

고 있다. 세상사 복잡하고 심정 상할 때, 잘 

만든 음식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거기에 등장

하는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만 한 탈출구도 

흔치 않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러한 일상

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해 ‘소확행(小確

幸)’이라는 표현을 쓴 적 있다. 요리, 최고의 

‘소확행’이다.

“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 정도는 

  간단하잖아.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면 

  사람들은 웃게 되어 있다구.” 

                                            - 영화 ‘우동’ 중에서

[사진제공 | 조희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