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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easure of Eating 

The Innovations of a Great Chef

 Food is an important part of every culture. The food 

that we eat has changed a lot throughout history. 
통 해 서

The way it is prepared and served has also changed 

greatly over time. 
시 간 이 지나면서

Long ago, in Europe, French chefs developed many 
오 래 전 에 개 발 했 다

techniques and dishes that are still popular today, 
기 법 들 을

and their ideas continue to be respected around the 
계 속 해 서 높 이 평 가 받 다 전 세계적으로

world.

In the early 19th century, as long as a dish looked 

fancy, its taste was not important. Dishes were 
멋진, 색다른

decorated with pretty toppings, which could not be 
장 식 되 었 다

eaten. 

They were also cooked with very complicated 
복 잡 한

recipes and served with rich sauces which might 
요 리 법 . . 내 어 졌 다 곁 들 여 풍부한

ruin the flavors of the ingredients. 
풍 미 , 맛 . .

Moreover, food was usually served cold and put  in 
더 구 나 내 어 졌 고 차 갑 게 놓여졌다

huge buffets with more than 100 different dishes.
뷔 페 에 갖 춘

• moreover = what’s more, in addition, furthermore, 

besides

The Pleasure of Eating 

음식은 모든 문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역사를 통해 많이 변해왔다. 그것이 준

비되고 내어지는 방식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

히 변해왔다. 

오래 전, 유럽에서, 프랑스의 주방장들은 오늘날에

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 많은 기법들과 요리들을 개

발했고, 그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높

이 평가받고 있다.

19세기 초반에, 음식이 멋지게 보이기만 하면, 그

것의 맛은 중요하지 않았다. 음식들은 예쁜 (음식위

에 올려놓은) 고명(토핑)들로 장식되었고, 그것들

은 먹을 수 없었다. 

그것들은 또한 매우 복잡한 조리법으로 요리되었고 

음식 재료의 풍미를 망칠지도 모르는 맛이 풍부한

(강한) 소스가 곁들여져 내어졌다. 

더구나, 음식은 주로 차갑게 내어졌고 100개 이상

의 다른 음식을 갖춘 커다란 뷔페에 놓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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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e Escoffier is a legendary French chef who 
전 설 적 인 . . . 요 리 사

made cooking trends of that time simple. He believed 

that food was for eating, not for looking at. 

• not A but B = B, not A

To preserve the flavor of each dish, he used light 
보 존 하 다 연 한 . .

sauces and necessary ingredients only. When it 

came to serving food, he changed the practice of 
관 행 . . .

large buffet-style meals. 

• when it comes to = regarding = as to = concerning

The meals were broken down into several courses, 
나 뉘 어 졌 다

with one dish per course. Generally, they would 
일 반 적 으 로

start the meal with soup, followed by a fish dish, 
뒤 이 어

and then a meat dish. 

• A be followed by B: A 다음에 B가 오다

At the end , there was always a delicious dessert. 
마지막에는

Unlike the huge buffets, each course could be 

served fresh from the kitchen. This was a revolution 
혁 명 , ,

in the history of cooking.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each course, 
부합하다

Escoffier modernized meal preparation by dividing 
현 대 화 했 다 분 할 함 으 로 써

his kitchens into five different sections.

번역

Auguste Escoffier는 당시의 요리 경향을 단순하

게 만들었던 전설적인 프랑스 요리사이다. 그는 보

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각 요리의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연한 소스와 

필요한 재료들만을 사용했다.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에 관하여, 그는 대규모 뷔페식 식사 관행을 바꾸어 

놓았다.

식사는 한 코스마다 하나의 요리가 있는 여러 개의 

코스로 나뉘어졌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프로 

식사를 시작해서, 뒤이어 생선요리, 그 다음에는 육

류 요리를 먹었다. 

마지막에는, 항상 맛있는 후식이 있었다. 대규모 뷔

페와는 달리, 각 코스는 주방에서 신선하게 내어질 

수 있었다. 이것은 요리 역사에 있어 혁명이었다.

각 코스별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Escoffier

는 그의 주방을 다섯 개의 구역으로 분할함으로써 

식사 준비를 현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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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section made cold dishes and organized 
구 역 은 준 비 했 다

the supplies for the whole kitchen. The second 
용 품 들 을 전 체 주 방

section took care of soups, vegetables, and 
책임졌다

desserts. 

The third dealt with dishes that were roasted, grilled, 
c o v e r

or fried. The fourth section focused only on sauces, 
주 력 했 고

and the last was for making pastries.

This system allowed restaurant kitchens to make 
e n a b l e d

their dishes much more quickly than in the past. 

If a customer ordered eggs Florentine, for example, 
주 문 했 다 면

one section would cook the eggs, another would 

make the sauce, and yet another would make the 

pastry. 

Then, the head chef would assemble the dish 

before it was served to the customer. This system 
내 어 지 다

was so efficient that it is still used in many 

restaurants today.

There was another advantage to Escoffier's styles: 

The food could be served hot. This was an exciting 
보 어

change for those who were used to cold buffets.
익 숙 했 던

번역

첫 번째 구역은 차가운 음식을 만들었고 전체 주방

을 위한 용품들을 준비했다. 두 번째 구역은 수프, 

야채, 그리고 후식을 책임졌다. 

세 번째 구역은 뜨거운 불에 익혀 구워지거나, 석쇠

로 굽거나 혹은 튀기는 음식을 다루었다. 네 번째 

구역은 소스에만 주력했고, 마지막 구역은 패스트

리를 만드는 곳이었다.

이 시스템은 식당 주방에서 과거보다 요리를 훨씬 

더 신속히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에그 플로런턴을 주문했다면, 한 

구역에서는 달걀을 요리하고, 다른 구역에서는 소

스를 만들고, 또 다른 구역에서는 패스트리를 만들

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음식이 고객에게 내어지기 전에 수석 

주방장이 요리를 취합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은 아

주 효율적이어서 오늘날 많은 식당에서 여전히 이

용된다.

Escoffier의 방식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었다. 음

식이 따뜻하게 내어질 수 있었다이것은 차가운 뷔

페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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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ffier thought that the flavors of food were 

stronger when meals were served hot.

This was not only appealing to his customers' 
매 료 시 켰 을

sense of taste, but also pleasing to their sense of 
만 족 스 러 운

smell.

Some scientific facts support Escoffier's way of 

cooking. When food is hot, its molecules are active 
병 렬 A . .

and constantly evaporating into the air. 
병 렬 B . . . .

This is why boiling tomato sauce can quickly fill a 

kitchen with its scent. The molecules of cold food, on 
분 자

the other hand, are less active, so fewer are 

released into the air. 
배 출 된 다

Therefore, when we eat a cold dish, we don't really 
그 러 므 로

get to use our sense of smell. The smell of food also 
이용하다

helps us prepare to enjoy the meal. Before we taste 

a bite, we experience it through its smell. 

번역

Escoffier는 식사가 따뜻하게 제공될 때 음식의 풍

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고객들의 미각을 매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각에도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몇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은 Escoffier의 요리 방식

을 뒷받침한다. 음식이 뜨거울 때, 그것의 분자들은 

활동적이고, 공기 중으로 끊임없이 증발한다. 

이것이 끓는 토마토소스가 순식간에 주방을 그 냄

새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유이다. 반면에, 차가운 

음식의 분자들은 덜 활발해서, 더 적은 분자들이 공

기 중으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는, 후각을 

별로 이용하지 않게 된다.음식 냄새는 또한 우리가 

음식을 즐길 준비를 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한 입 

맛을 보기 전에, 우리는 냄새를 통해 그것을 경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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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akes the glands in our mouth produce saliva. 
분 비 샘 침

This explains why delicious food is sometimes 

described as "mouth-watering." 
설 명 되 다

For example, when a steak is cooked at a high 

temperature, more of its juices are evaporated. This 
증 발 된 다

creates a delicious scent in the air. 

Once the scent reaches our nose, our mouth 
일단 ~하면 냄 새 가

produces saliva that makes the steak taste better.

Escoffier was one of the first chefs who took 
이용하다

advantage of these facts. Many of his most popular 

recipes depended on their smell to create a special 
요 리 법 . . 의 존 하 다

eating experience. 

With his innovation in cooking, it is no wonder that 
놀랄 일이 아니다

Escoffier is still admired by chefs around the world 

today.

번역

이것은 우리 입에 있는 분비선(샘)이 침을 만들게 

한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이 때때로 “군침이 도는”

이라고 묘사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고온에서 스테이크가 요리될 때, 더 많

은 육즙이 증발된다.이것은 공기 중에 맛있는 냄새

를 풍긴다. 

일단 냄새가 우리의 코에 닿으면, 우리 입은 그 스

테이크를 더 맛있게 하는 침을 만든다.

Escoffier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용한 최초의 요리

사 중 한 사람이었다. 가장 인기 있는 그의 요리법 

중 대다수는 특별한 식사 경험을 만들기 위해 음식

냄새에 의존했다. 

그의 요리 혁신으로 인해, Escoffier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의 요리사들에 게 존경받는다는 것

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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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Eating Fast Food a Good Idea?

In the mid-20th century, something new appeared in 
was appeared (X)

many people's lives. The world began eating fast 

food. Because it is served so quickly, many people 

really love fast food. It is convenient and fits  our 
부합합니다

busy modern lives. 

 Most people lead busy lives and don't have much 

time to cook. For such people, fast food can be one 

way to save time.  Ordering a meal from fast food 

restaurant is much quicker than cooking. We also 
very (X )

don't need to go to a market or wash dishes. 

Moreover, it can also be cheaper. A set of a burger 

and fries is  often cheaper than buying uncooked 
are (X)

food from a market. All of this is  attractive to 
are (X)

millions of people. At the same time, however, fast 

food can be harmful to our health. Many fast food 

items contain too much salt and fat. People who eat 

fast food on a daily basis have an increased risk of 
i n c r e a s i n g ( X )

developing heart diseases and serious weight 
증 상 이 나 타 나 다

problems.

Some people say that fast food is one of the greatest 

modern inventions. However, all inventions can be 

used in harmful ways. While we debate the value of 
동 안 네 논 하 다

fast food, the fast food industry is earning huge 

profits. Is fast food adding something valuable to our 
이 익 을

lives or simply causing harm?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은 좋은 생각인가?

20세기 중반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무언가

가 등장했다. 세상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먹기 시

작한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제공되기 때

문에, 많은 사람이 패스트푸드를 아주 좋아한다. 그

것은 편리하고 우리의 바쁜 현대 생활에 부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삶을 살고 요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 패스트푸드는 시간을 

절약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패스트푸드 식당

에서 식사를 주문하는 것은 요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또한 우리는 시장에 가거나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

다. 게다가, 이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세트 하나는 흔히 시장에서 조리되지 않

은 음식을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 이 모든 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동시에 패스트푸드는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많은 패스트푸드 제품은 지나치게 많은 소금과 지

방을 함유한다.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과 심각한 체중 문제의 위험이 증가한다.

어떤 사람들은 패스트푸드가 현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발명품은 

해로운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패스트푸

드의 가치를 논하는 동안, 패스트푸드 산업은 막대

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패스트푸드가 우리 삶에 가

치 있는 것을 더하는가 아니면 그저 해만 끼치고 있

는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