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curso de cocina fusión corea-españa 

한국-스페인 퓨전요리대회 

Bases 



말라가대학교 인천대사무소에서 첫번째 “Concurso de Cocina Fusión Corea-España(한국-스페인 퓨전요리대회)” 를 개최합니

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양 국가 요리문화의 특징과 재료를 모두 이용 해야 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휘

하여 모든 관중들을 놀라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시 및 장소  

말라가대학교 인천대사무소(Bulevar Louis Pasteur 29, Jar-

dín Botánico, Universidad de Málaga, Campus de Teatinos, 

29071 Málaga)에서 4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참가 필수요건  

 대회에 상기 날짜와 장소에 실제로 참석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을 

대신해서 음식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 혹은 최대 4명의 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Concurso cocina – 참가자이름 (또는 팀의 이름)” 제목으로 하여 incheon@andaluciatech.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팀의 경우에 팀의 이름과 팀원의 이름을 이메일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요리의 이름을 함께 적어주셔도 됩니다.  

지원방식  



심사위원 

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곧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이 됩니다. 본

인의 요리 이외에 다른 참가자들의 음식을 먹어본 뒤에 사무소에 준

비된 종이에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1점이 가장 낮은 

점수이며, 10점이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기준  

 음식소개 

 독창성 

 한국과 스페인의 조화정도 

 맛 

진행방식 

1. 모든 참가자들은 완성된 음식을 사무소로 가지고 온 후에, 가장 좋은 상태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2. 만약 음식을 데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전자레인지로 각 접시를 데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회 시작시간인 5시 이전에 오시길 바랍니다.) 

3. 각 참가자들은 각 접시를 맛 본 후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4.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식이 가능합니다! 

5. 사무소에서 각 결과를 합산하고, 우승자를 발표합니다. 



결격 사유 (실격) 

만약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의 눈을 젓

가락으로 찌르거나, 대회에 네 달쯤 후에 

도착한다면, 사무소는 그 참가자를 실격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이번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 서울 안내책자 

- 아주 맛있는 한국음식 꾸러미 

- 예쁜 셰프 숟가락 

- “한국과 스페인” 셰프모자 

- 인천대사무소 홈페이지에 선정된 요리에 대하여 훌륭한 

기사 게시 

  

       



본 행사는 말라가대학교 인천대사무소에서 주최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incheon@andaluciatech.org로 연락

바랍니다. 

www.uma-ui.org 

mailto:incheon@andaluciatech.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