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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음식도 내 손으로
최고주방장에 배우는 쿠킹 클래스돳매력돴

노보텔강남의 일식 레스토랑 돳뼞미돴의쿠킹클래스 수업 장면.

그랜드 힐튼 1∼6월 중식돚일식 강의

서울 신라 자녀와 케이크 만들기

녪특급호텔등에서 개설하는쿠킹클래스는 돳호텔에서맛본음식돴을

직접 주방장으로부터배울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호텔레스토랑을

이끌면서 검증된 최고의 주방장으로부터 최고의 요리를 배우는 셈

이다. 호텔의쿠킹클래스는이벤트형식으로진행되기도하고, 객실

패키지와 묶어서 만들어지기도 하므로 두루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

다.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식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감

안하면턱없이비싼것은아니다.

낝중식돚일식요리를 배워보자=그랜드힐튼호텔은 1월부터 6월까지

가정에서 손쉽게 만드는 중식, 일식 요리를 주제로 매달 둘째 화요

일에 요리교실은 연다. 중식 요리교실은 1월, 3월, 5월에, 일식요리

교실은 2월, 4월, 6월에 각각 마련된다. 매달 다른 요리가 준비되는

데 1회 요리교실 참여는 7만원을, 6회 강좌 전체를 참여하는 경우는

30만원 (세금 봉사료 별도)을 받는다. 요리교실 강의는 중식당 돳여

향돴의조리장과일식당 돳미쯔모모돴조리장이 직접 진행한다. 오전 9

시30분부터환영커피타임을시작으로요리강좌와점심식사시간을

거쳐오후 1시30분에끝난다. 02돥2287돥8787

낝가족과 함께 만드는 케이크=서울신라호텔은 신년을 맞아 호텔신

라 베이커리 셰프의 지도로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 만들기에 참여

(한 가족당 2만원)할 수 있는 돳윈터 파티셰 패키지돴를 1월1일부터 2

월28일까지판매한다. 실내수영장, 체련장, 사우나를무료로이용할

수 있고, 조식할인 제공, 신라 아케이드(지하 1F) 이용시 할인혜택,

겔랑스파 90분 이상 상품 이용시 10만원 상당의 선물이 제공된다.

또 귀빈층 라운지에서 조식과 함께 파스타가 함께 제공되는 해피아

워(저녁 7~9시) 서비스도받을 수 있다. 이 패키지는 금돚토요일에만

판매되며가격은 25만원(세금돚봉사료별도). 02돥2230돥3310

낝트렌디한 일식요리=노보텔 강남의 지하 1층의 일식 슈퍼 다이닝

레스토랑 돳뼞미(SHUNMI)돴에서는 모던 일식 쿠킹 클래스를 실시

한다. 모던 일식이란 말 그대로 일식 중에서도 현대인들이 즐겨 찾

는 트렌디한 일식 요리를 뜻한다.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독특

한 요리를 배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뼞미의 모던 일식 쿠킹 클래스

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뼞

미의 조리장에 의해 진행되며 그날 만든 모든 요리를 직접 시식할

수 있다. 요리수업은 한달 단위로 진행되며 매달 다른 요리가 준비

된다. 가격은요리종류와재료에따라변동된다. 02돥531돥6477

낝요리와 영어, 그리고 테이블 매너까지=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

텔은 겨울 방학을 맞은 초등생 50명을 대상으로영어로 진행하는 쿠

킹 클래스와 테이블 매너 클래스를 마련한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1

월 11, 25일 두번에 걸쳐 마련된다. 특히 호텔의 총지배인과 총주방

장이 직접테이블 매너와 파스타 만들기 등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다. 강의마다 호텔에서 마련한 점심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

두가지 강의와호텔에서제공하는점심을포함해 10만원(세금돚봉사

료포함)을받는다. 02돥3430돥8686

#이탈리아 음식을 배워보고 싶다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돳일꾸오꼬돴는국

내에서 유일한이탈리아음식전문요리학

원. 이곳에서는 파스타나 피자는 물론 프

랑스와 이탈리아식 메인요리까지 다양한

쿠킹클래스프로그램을마련해놓고있다.

대부분 매주 목요일에 쿠킹클래스 강좌

가개설돼있는데 2006년의 첫 쿠킹클래스

는 1월 5일 특급호텔 주방장을 초청해 진

행하는 돳메인코스돴의특강. 이어 12일에는

프랑스의 빵과 과자를 시연하는 특강이, 1

9일에는 설탕으로 장미꽃을 만드는 돳슈거

아트돴강좌가있다.

2월에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시칠리아

등 각 지방의 특색있는 4회짜리 요리강좌

와밸런타인초콜릿만들기가기다리고있

다.

이밖에도수시로각식재료별쿠킹클래

스가개설된다. 강사진의시연과 시식으로

구성된 쿠킹클래스는 2만5000~4만원선.

수강생들이 직접 강사진과 함께 만들어보

는 쿠킹클래스는 재료비를 포함해 6만원

선안팎이다. 02돥3472돥2111

#프랑스요리의 우아함에끌린다면

프랑스의유명한요리학교르코르동블

루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설립한 숙명여대

돥코르동블루 요리학교는 전문적인 프랑스

요리교육기관이지만, 일반인들을위한하

루짜리 돳미식과정(Gourmet Session)돴도

마련해 놓고 있다. 제과돚제빵부터 프랑스

전통음식까지 다양한 미식과정 강좌가 개

설돼 있다. 강좌는 강사의 시연과 강의를

통해배우는 돳시범수업돴과직접음식을만

들어보는 돳워크숍돴으로나누어져있다. 어

느곳보다다양한요리를선보이는데시범

수업보다는 실제로 조리를 해보는 워크숍

을 권할만 하다. 프로그램과 메뉴는 3개월

마다교체된다.

실습수업으로는 1월 5일에는 필라델피

아 치즈케이크가, 10일에는 프랑스치즈와

김치퓨전요리가 개설돼 있고 12일에는 고

구마와 감을 이용한 케이크가 마련돼 있

다. 또 19일에는 다양한 프렌치 머핀을, 24

일에는 3가지 연어요리를 배워볼 수 있다.

시범수업의 경우 요리는 3만원, 제과는 2

만5000원이다.

워크숍은 요리와 제과분야는 6만원이

고, 제빵은 8만원을 받는다. 프랑스 요리

를 주로 다루지만 때로 다양한 국적의 메

뉴도 선보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

야한다. 02돥719돥6961

#생선회와 초밥을내 손으로

일식요리는 하루아침에 배워서 기량을

발휘하기란어려운음식이다. 맛있는스파

게티를 만드는 것보다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것이 어렵듯이, 익숙해져 있는 음

식이라 오히려 내공이 더 필요하기 때문.

따라서 대부분의 일식요리학원들은 정규

적인 쿠킹클래스보다는, 자격증취득이나

창업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요리학원으로 명성을 날리

고 있는 동경요리학원에서는 그룹별 쿠킹

클래스를수강생의요청에따라수시로운

영하고 있다. 대략 4~6명이상의 그룹을 만

들어 쿠킹클래스를 요청하면 학원측과의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다. 메

뉴는 원하는요리를학원측에제시하면선

택할수있다.

비용은요리의종류와 재료값에 따라크

게 달라지는데, 가장 인기있는 생선회와

초밥, 퓨전롤 등은 재료비를 포함해 1인당

4만~5만원선. 가장 비싼 것이 복어요리로

재료인 복어값이 워낙 비싼 탓에 1인당 15

만원선을지불해야한다. 02돥525돥6700

박경일기자 parking@munhwa.com숙명여대돥코르동블루의제과분야 워크숍 참가자가 강사로부터 반죽법을배우고있다.

하루 요리강습돳쿠킹 클래스돴학원별로 특화

伊돚佛 음식돥제과돚제빵 등 프로 다양

日食 4∼6명 그룹강의…메뉴 자유선택

연어요리돚초밥돚퓨전롤…

무엇이든 배워 보세요

쿠킹클래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부터 가장 흔히 듣는 하소연이 돳재

료를 구하기 어렵다돴는 것. 외국요

리의 경우 구하기 힘든 재료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을 대

상으로 한 쿠킹클래스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를 설명해준

다. 꼭 요리책에 있는 재료만 써야

제맛이 나는 것은 아니다. 10가지 재

료가 들어가는 요리를 8가지 재료만

으로도 맛을 낼 수있다.

짧은 시간의 한번의 교습만으로

강사가 만들어내는 돳멋진 요리돴를

요리해내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쿠

킹클래스에는 대부분 손쉬운 요리

가 선택되긴 하지만, 몇번의 연습이

필요하다. 조급해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즐

기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한번

의 요리로 수십년동안 일해온 유명

레스토랑의 주방장을 따라잡을 수

는없는법이다.

자신의 입맛이나 기호에 맞는 쿠

킹클래스를 선택해야 한다. 생전 처

음 대하는 요리를 배운다면 만드는

법에 앞서서 맛을 평가할 기준이 없

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맛을 모르면

서 맛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다. 자신이 원하는 요리에 대해서 만

드는 법까지는 몰라도 먹는 법 정도

는 알고 가야 한다. 평소 입맛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요리를 우선순

위로 선택하자.

외국요리의 경우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지 말고, 해당국

가의 문화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다. 적어도 자신이 만드는 요

리의 이름 정도는 원어로 쓰고 읽

을 줄 알아야 한다. 음식은 돳먹을

것돴이지만 문화의 향취도 담고 있

다. 조리법을 배우면서 하나둘씩

식문화를 알아간다면 훨씬 더 재미

를 느낄 수 있고 성취감도 큰 법이

다.

돳쿠킹 클래스 이렇게돴

돥 심재호 요리전문가

재료에 연연하지 말라 멋을 내려 하지 말라 예습이 필요하다 문화를 이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