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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스페인요리랑 와인을 파는 작은 펍에서 일을 시작했다. 사장님은 젊은 부부인데, 신혼여행으로 10개월동안 

세계일주를 다녀오셨다고 한다. 첫날부터 사장님 부부의 포스가 범상치 않았다. 일은 여자사장님과 단둘이 

하게 된다. 사장님이 요리를 만드시면 내가 요리를 내간다. 평일 이른 시간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 사장님이 

내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 스페인 전통 새우요리인 감바스를 맛봤는데, 정말 맛있었다. 사

장님 부부가 스페인에서 요리법을 많이 연구해오셨다고 한다. 나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 학기에 교

양수업으로 스페인어를 수강하기도 해서 스페인의 매력에 푹 빠졌다. 언젠가 꼭 스페인에 가보고 싶다. 이 

펍의 사장님들은 뭔가 사람냄새가 나는 분들 같다. 항상 가방에는 길고양이를 위한 간식을 챙기고 다니시고, 

손님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도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해 주신다. 여행이 허락된 거의 모든 

나라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그들을 이렇게 배려심 깊은 사람들로 만든 건 아닌가 생각해 

봤다. 나도 나중에 누군가 내 밑에 사람을 두고 일을 하게 된다면, 사장님 부부처럼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I've begun a part-time job at a pub that serves Spanish food and wine. The owners are a young married 

couple, who, they say, had just finished a ten-month round-the-world trip for their honeymoon. On the very 

first day, I was able to sense a special aura around them. I work mostly with the wife. She cooks and I serve. 

In the early hours of one of the weekdays, when there weren’t many customers, she cooked a dish for me. I 

had a bite of gambas, a traditional Spanish shrimp dish, and it was so delicious. They said they studied a lot 

about Spanish recipes while in Spain. I love traveling, too; and, this semester, I took a Spanish language 

course, which made me more fascinated by Spain. I’d like to visit the country someday. The owners of the 

pub seem like really nice, down-to-earth people. They always carry food for stray cats in their bags and are 

very considerate of a part-timer like me, as well as the customers. They said they had visited almost all the 

countries Koreans are allowed into, which is probably what made them such caring people. I've been 

thinking, if I become a boss someday, I will be like them. 

 

스페인요리랑 와인을 파는 작은 펍에서 일을 시작했다.  

I've begun a part-time job at a pub that serves Spanish food and wine. 

 

사장님은 젊은 부부인데, 신혼여행으로 10개월동안 세계일주를 다녀오셨다고 한다.  

The owners are a young married couple, who, they say, had just finished a ten-month round-the-world trip 

for their honeymoon. 

 

첫날부터 사장님 부부의 포스가 범상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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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very first day, I was able to sense a special aura around them. 

 

일은 여자사장님과 단둘이 하게 된다.  

I work mostly with the wife. 

 

사장님이 요리를 만드시면 내가 요리를 내간다.  

She cooks and I serve. 

 

평일 이른 시간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 사장님이 내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  

In the early hours of one of the weekdays, when there weren’t many customers, she cooked a dish for me. 

 

스페인 전통 새우요리인 감바스를 맛봤는데, 정말 맛있었다.  

I had a bite of gambas, a traditional Spanish shrimp dish, and it was so delicious. 

 

사장님 부부가 스페인에서 요리법을 많이 연구해오셨다고 한다.  

They said they studied a lot about Spanish recipes while in Spain. 

 

나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 학기에 교양수업으로 스페인어를 수강하기도 해서 스페인의 매력에 푹 

빠졌다.  

I love traveling, too; and, this semester, I took a Spanish language course, which made me more fascinated 

by Spain. 

 

언젠가 꼭 스페인에 가보고 싶다.  

I’d like to visit the country someday. 

 

이 펍의 사장님들은 뭔가 사람냄새가 나는 분들 같다.  

The owners of the pub seem like really nice, down-to-earth people. 

 

항상 가방에는 길고양이를 위한 간식을 챙기고 다니시고, 손님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도 정말 친절

하고 배려심 있게 대해 주신다.  

They always carry food for stray cats in their bags and are very considerate of a part-timer like me, as well as 

the customers. 

 

여행이 허락된 거의 모든 나라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그들을 이렇게 배려심 깊은 사람들로 

만든 건 아닌가 생각해 봤다.  

They said they had visited almost all the countries Koreans are allowed into, which is probably what made 

them such caring people. 

 

나도 나중에 누군가 내 밑에 사람을 두고 일을 하게 된다면, 사장님 부부처럼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  

I've been thinking, if I become a boss someday, I will be like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