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Academies

Tokyo Sushi Academy

초밥 장인의 산실
도쿄 스시 아카데미
일본에서 초밥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일부에게만 허락된
길고 고된 수련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도쿄 스시 아카데미는
이른바 ‘명인’의 머릿속에 든 암묵적 지식을 오랜 시간에 걸쳐
체득하는 도제식 교육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Sushi
Takeaway
The traditional path to becoming a sushi chef in Japan
is long, laborious and anything but inclusive. However,
the Tokyo Sushi Academy is rethinking sushi education,
attracting both experienced and novice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are looking to develop new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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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harsh, ultra-traditional world of Japanese sushi,
gentle, constructive feedback is the last thing you might
expect to find while training to be a chef. But as chef Otani
Tsuguyoshi looks over one of his students’ attempts to fillet
and debone a small horse mackerel, it is obvious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Tokyo Sushi Academy (TSA).
“You’ve left a few bones, there and there…and there,” Chef
Otani says, carefully using tweezers to pluck minuscule
bits of white from one of the fillets. “And these should be
cut a little flatter, more uniformly — but you’re getting
there. Let’s try it again.” If this were traditional Japanese
sushi education those fillets would very likely have been
given the Gordon Ramsay treatment and thrown across
the kitchen, followed by a few choice words from the chef.
And in old-school sushi instruction, the students definitely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초밥 업계에서,

would not be from abroad, like they are here.

장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수련 과정 동안 스승으로부터
자상하고 부드러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The latest batch of students drawn to the TSA branch

일이다. 그런데 작은 전갱이 한 마리의 뼈를 발라내어 포를 뜨는

near Tsukiji Fish Market hail from Italy, Malaysia, Mexico,

제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오타니 쓰구요시 선생의 눈길에서 		

Portugal and Taiwan. Their reasons for studying here are

이 도쿄 스시 아카데미의 분위기는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as diverse as their backgrounds. Some are chefs looking

알아챌 수 있다. “발라내지 못한 가시가 몇 개 있군. 여기와

to broaden and hone their skills. For others, the aim is

저기, 그리고 저기도.” 오타니 선생은 족집게로 생선살에 숨어

cultural immersion. For Japanese-Mexican brothers José

있는 작은 흰색 가시를 조심스럽게 뽑아냈다. “좀 더 평평하고
균일하게 포를 떴으면 좋았겠지만, 거의 성공한 셈이네.
자, 한 번 더 해보지.” 만일 일본 전통의 도제(徒弟)식 수련

도쿄 스시 아카데미 국제 분원은 쓰키지 어시장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왼쪽 위).
학생들은 생선 선별에서부터 손질법까지 두루 배운다(아래, 오른쪽 페이지).

과정이었다면, 이 생선포들은 혹평과 함께 주방 구석에

The school’s international branch is just across from the famous
Tsukiji Fish Market (above left). Students are taught how to select,
prepare and serve 20 different types of fish (below, opposite).

처박혔을 가능성이 높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 최대의 도매 어시장이자 초밥 식당만 수십 개가 밀집해
있는 쓰키지 시장 인근에 위치한 도쿄 스시 아카데미에 입학한

and Leo Koganei, it is about family traditions.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사무 관련 일을 했고,

“Our dad is Japanese, and the family owns a kappo-

레오는 바에서 일했지만, 이 학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신세계를
열어주었죠. 우리 식당에서 요리사들을 보면 일이 참 간단해

style Japanese restaurant in Monterrey, where sushi is an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초밥을 만들어보니 겉으로 보이는 것과

important part of our menu,” says José. “Dad wanted us

달리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더군요.” 호세의 말이다.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itchen part of the
business in case we want to take it over one day, so he sent

8주 과정의 교육은 재료를 선별, 준비하고 초밥을 만드는

신입생의 구성을 보면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포르투갈,

기초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us here. I’ve always worked on the administration side

타이완 등 범세계적이라 할 만하다. 가장 최근 교육 과정에

매일 생선 20종을 가지고 칼질과 포 뜨는 법을 배운다. 졸업장을

and Leo in the bar, but this has been eye-opening. When

등록한 이 동기생들이 도쿄의 이 학교를 찾은 이유는 이들

받으려면 만들어낸 결과물의 품질뿐 아니라 그 속도까지도

I watch the chefs at our restaurant they make it look so

개개인의 배경만큼이나 다양하다. 자신의 기량을 좀 더 갈고닦아

평가하는 일곱 번의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의 평가

simple, but when you actually produce sushi yourself it’s

향상시키고자 하는 전문 요리사도 있고,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항목에는 ‘니기리즈시’라 부르는 생선 초밥에 들어갈 밥을 얼마나

so different, so difficult.”

입학한 이도 있다. 일본계 멕시코인 청년 호세와 레오 고가네이

빨리, 그리고 균일하게 만들어내는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험을

형제는 가업을 이으려는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3분 안에 초밥 18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classes that take students through the rudiments of

음식의 질과 만드는 속도 사이의 균형을 잘 끌어내기가 매우

selecting, preparing and serving sushi. They are taught

몬테레이에서 초밥을 주메뉴로 하는, 일본 고급 요리의 일종인

어렵지만, 초밥의 모양을 잡는 데 10초 이상 걸리면 초밥의

how to work with 20 types of fish, each of which requires

갓포 식의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신선함과 온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죠.” 문화

a different approach when it comes to cutting and slicing.

식당을 물려받기 전에 주방일을 좀 더 이해하기를 바라셨고,

체험을 위해 수업을 신청한 호주 출신 앤서니의 말이다.

To graduate, students must pass seven practical exams

“아버지가 일본인이에요. 우리 가족은 멕시코 북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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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처음 3년간은 거의 설거지만
하며 보내죠. 스승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배우는 전부일 경우도
많습니다. 2002년 도쿄 스시 아카데미 설립 당시 우리의 목표는
이런 고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좀 더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실습 과정을 통해 누구나 초밥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 겁니다. 해외에서 온 학생들의 약 80퍼센트는
이미 요리사로 일하고 있거나 요식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지만,
일본 학생은 80퍼센트 정도가 주부나 회사원 같은 아무런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식당 개업을 꿈꾸기도 하고,
자격 취득을 통해 생계 수단이나 해외 취업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이도 있답니다.” 고토 교장의 설명이다.
도쿄 스시 아카데미 본원의 로비 벽에 걸려 있는 세계
지도는 세계 곳곳에 진출한 졸업생 현황을 한눈에 보여준다.
세계 각지에서 요식업계에 취업했거나 초밥 식당을 연 졸업생의
활동 상황은 스티커와 라벨로 지도에 표시된다. 호주, 유럽 등

SUSHI FOR ALL At the TSA’s main school in Nishi-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지역 외에 통가, 피지, 마다가스카르

Shinjuku, Executive Officer and Principal Goto Sachiko

등 전혀 초밥을 먹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

is happy to talk about the traditional world of sushi in

잠비아에서는 도쿄 스시 아카데미 여성 졸업자가 잠비아 최초의

Japan. In a country where it is customary for only men to

초밥 식당을 개점하기도 했다. 이들이 아카데미에서 배운 초밥

become sushi chefs and only young men to be taken into

기술은 철저하게 전통의 산물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본

apprenticeships, the TSA’s acceptance of both male and

초밥 전통의 완강하고 엄정한 규율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의

female students without age boundaries is unusual. You

결과물이기도 하다.

could say the same about the TSA’s decision five years ago

글 롭 고스 사진 어윈 웡

to start teaching the eight-week course in English.
“Traditionally, it takes about 10 years as an apprentice
that judge not just the quality of their work, but also

8주 동안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은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왼쪽

in a sushi restaurant to become a sushi chef, and the first

their speed. “One of the testing criteria is how quickly

페이지). 생선 초밥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맛과 시간의 균형이다(오른쪽 위, 아래).

three years of that is mostly spent dishwashing,” Goto

고 강조했다. “초밥 모양 잡는 법은 몇 시간 수업을 들으면 배울

and uniformly we can make the rice for nigiri,” explains

says. “Learning is often done by watching. Our aim when

수 있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균일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은

Anthony, an Australian lawyer who is taking the course to

The eight-week course is intensive, and students develop their skill
sets rapidly (opposite). Proper balance and harmony are important
aspects of sushi presentation (above right, below).

차원이 다릅니다. 8주는 숙련된 요리사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experience something different. “To pass that part of the

the process more practical, focused and direct, and to

않지만, 기초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course you’ve got to be able to make 18 in three minutes,

make a career as a sushi chef available to anyone.”

꾸준한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and each one, without the fish, has to weigh between 15g

Although many international students come to Japan

to 17g. Balancing quality and speed is pretty challenging,

to study, for the TSA’s Japanese students, the skills they

스시 아카데미 본원에서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8주 집중 과정과

but the rationale is that it shouldn’t take more than 10

learn at the school can also be a way to live and work

1년 과정을 운영한다. 아카데미의 교장이자 행정처장인 고토

seconds to shape a nigiri, otherwise the freshness and

abroad. The world map on the wall in the main school’s

사치코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관례적으로 남성만이 초밥

temperature of the sushi will be affected.”

lobby shows just how far the TSA students have managed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업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프랑스에서 왔다는 파스칼은 “정말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도쿄 신주쿠 역 서쪽 니시신주쿠의 뒷길에 위치한 도쿄

요리사가 될 수 있으며, 젊은이에게만 도제 수련생이 될 수 있는

“It really takes a lot of practice,” adds Anthony’s

we were founded [in 2002] was to address that — to make

to travel. Covered in stickers, the map keeps track of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남녀노소 제한 없이 학생을 받는 도쿄

bench mate, Pascal. “After a few hours, you can learn to

where Japanese graduates have gone on to work or

스시 아카데미의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나아가 도쿄 스시

shape a good nigiri, but to do it so quickly and with such

open sushi restaurants, places as far away as Tonga and

아카데미가 5년 전 8주 수업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consistency is very different. Eight weeks obviously isn’t

Zambia. The skills they take with them are traditional to

것 또한 파격적인 시도였다고 말했다.

long enough to become a good chef, but I believe it’s

the core, but in every other aspect they are helping to rip

enough to give a great grounding and learn the basics.”

up the sushi rule book.

“초밥 식당에서 도제 수업을 통해 초밥 요리사가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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