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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계란을 쥐듯 주물러 놓은 반죽을 둥글둥글 구슬린다. 빠르고 능숙한 손놀림이 이재용 대

표의 연륜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주무르고, 자르고, 둥글리기를 쉴 새 없이 반복한 반죽

이 드디어 오븐으로 들어간다. 2배는 부풀어 오른 빵이 노릇노릇해질 무렵 구수한 빵 냄새가 

매장 너머 동네로 퍼지기 시작했다. 길을 걷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 구수한 빵 냄새에 이끌려 

매장 안을 힐끗힐끗 쳐다본다. 남편이 분주하게 빵을 만들고 있는 사이 아내 배현자 씨는 매

장을 정리하고 빵을 먹음직스럽게 진열하고 있었다.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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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건너편 인도를 조금 

걷다 코너를 돌면, 프랜차이즈 빵집의 거센 물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동네 빵집’이 있다. 좋은 

재료와 맛 그리고 정으로 묵묵히 손님들의 입맛을 

늘 헤아리는 작은 빵집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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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문이 열리자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로 매장은 가득 

찼다. 근처 여고 학생들이다. 계산과 동시에 빵을 입에 문 

학생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인심 

넉넉한 부부가 봉지에 담아주는 빵은 언제나 푸짐해 학

생들은 모퉁이를 돌아서라도 일부러 이 빵집을 찾는다고 

했다.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빵을 고르는 직장인들 역시 

매일 아침 갓 구운 따뜻한 빵의 맛이 일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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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베이커리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렇다면 프라임 베이커리의 첫 출발은 어땠을까?

“외가 식구들이 빵 만드는 일을 하셔서 군대 제대하고부터 자

연스럽게 빵 만드는 법을 배웠죠. 부산의 한 빵집에서 일을 했는

데,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너무 긴 시간 서서 일을 하는 게 정

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좋은 빵’을 만들고 싶어 노

력했죠. 그러다 2011년 대전으로 오게 됐고, 아주 오래 전부터 빵

집이었던 지금 이 곳을 인수했습니다. 주변 분들이 제가 만든 빵이 

맛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시니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

전히 재밌습니다.”

시간과 온도를 지키는 것은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

이재용 대표는 빵은 재료나 만드는 과정이 대부분 

다 비슷하지만, 시간과 온도는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과 온도는 빵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

칙을 지키지 않으면 빵 맛이 일정치가 않아요. 빵마다 정해진 시간

과 온도가 다 다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그걸 지키

는 것이 우리 빵을 찾는 손님들과의 신뢰를 지키는 일 아닐까요?”

동네 빵집들이 위기감을 느낀다는 말이 빈번하지만, 건강한 맛과 

따뜻한 정으로 경쟁력을 갖춘 프라임 베이커리 같은 빵집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 모든 ‘빵순이’들의 하루는 행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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