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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JEJU FOOD & WINE FESTIVAL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글로벌 셰프와 청정 제주 먹거리가 만나는
세계요리축제

미술과 미식이 만나는 Art X Gourmet의 새로운 경험도 선보였습니다. 제주 해녀를 사랑하고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의 본태박물관 작품 전시와 참가 셰프들과의 콜라보레이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개요

음악과 미식이 만나는 Music X Gourmet도 가든디너와 갈라디너에서 펼쳐졌습니다.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FWF)은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셰프 24명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고메위크 기간에 제주 지역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단의 검증을 거쳐 선정된 맛집

제주도에 모여 제주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세계요리문화축제입니다.

80곳에서 특별메뉴와 QR코드를 통한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5월의 제주 야외정원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요리와 와인이 가득한 가든디너가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여 4회째 진행되는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올 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확장 시행한 주니어셰프 요리경연에서는

제주의 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청정제주의 식재료를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제주에서 요리를

학생 셰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진행되는 스타 셰프들의 토크 콘서트인 셰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토크에서 유명 셰프들의 진솔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의 대미를 장식하는
갈라디너에서는 세계 정상급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6 코스의 미식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즐길 수 있는 미식문화축제가 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제주도를 동아시아 미식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행사명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 JFWF:Jeju Food & Wine Festival
일 시 행사 | 2019.05.02 (목) - 2019.05.11 (토)
제주고메위크 | 2019.05.02 (목) - 2019.05.11 (토)
주 최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5.2 THU - 5.11 SAT
제주고메위크

5.10 FRI
마스터셰프클래스

제주고메위크 선정단이 엄선한
제주맛집 80곳에서 맛있는 제주를 즐겨보세요.

3PM-4:30PM 에스엠쿡 요리 아카데미

주 관 제주관광공사, 제주한라대학교, (사)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90여 기업/기관
장 소 본태박물관, 메종글래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5.2 THU - 5.11 SAT
아트X고메
본태박물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에바 알머슨 화가의 그림전시와 JFWF 참가
셰프의 콜라보레이션

5.9 THU
주니어셰프요리경연
1PM-4PM 제주한라대학교
강원도와 제주도 내 미래 셰프를 꿈꾸는

제주향토식당 대상 마스터셰프의 레시피 전수
요리클래스

5.10 FRI
제주고메마켓
4:30PM-8:30PM 메종글래드 제주 야외정원
제주산 특색있는 식품과 세계 유명 와인의
할인판매행사 (무료입장)

5.10 FRI
가든디너
6PM-8:30PM 메종글래드 제주 야외정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선 학생 셰프 요리

국내외 최정상 셰프들이 야외정원에서 펼치는

경연대회

세계 요리 축제

5.9 THU
셰프토크

5.11 SAT
갈라디너

2PM-4PM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스타 셰프들의 토크 콘서트

6PM-9PM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그랜드볼륨
세계 정상급 셰프들이 선보이는 최상의 갈라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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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GOURMET WEEK BIG DATA 선정 맛집

제주의 식재료
빅데이터 선정 맛집 TOP 100

육류

경계가 뚜렷하며 지방 또한 구울수록 쫄깃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돈이 80kg 정도 밖에 되지 않아 120kg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모양을 형성하고

이상 자라는 일반 돼지보다 작고 성장속도가 늦어 경제

있다. 한라산에서 해안에 이르는 중간 지점에는 368개

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한동안 제주에서도 자취를 감추었

의 기생화산인 ‘오름’이 존재하며 이 오름과 오름사이에

다가 그 특유의 고기맛을 잊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욕

는 대부분 초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과거

구에 부응하여 최근에는 재래종 흑돼지 복원 사업으로

로부터 마소를 방목하는 최적지로 인정 받았으며 심지어

개체수를 늘려 나가고 있다,

토종 돼지까지 방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소
실제로 고려말 원나라는 삼별초를 진압 한 후 제주에 탐

인공지능 솔루션 제공기업(주)솔트룩스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맛집 애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제주 식당과 카페 100곳을 선정하
였습니다.

집들은 관가를 제외하곤 모두 초가집인데 가운데 마당을

馬)를 육성하는 목장으로 활용했으며 조선시대에도 제주

중심으로 보통 2채 또는 3채로 구성되어있었고 모든 집

는 군마를 방목 육성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방

의 구석에는 텃밭을 일구어 이를 ‘우영밭’ 또는 ‘우녘밭’

목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식품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이라 불렀다. 이 우영밭은 다른 지방의 텃밭과는 약간 개

말고기는 운동량이 많아서 내장지방 외에는 지방이 거의

념이 다르다. 일반적인 텃밭은 봄에 파종해서 여름과 가

없는 살코기로서 단백질로만 구성된 식육이다. 그로인해

을에 걸쳐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지만 제주의 우영밭은

말고기는 사후경직이 다른 육고기보다 심해서 도축 후

사시사철 매끼니마다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일종의 식

3~4일 지나면 딱딱한 느낌이 들만큼 경직되고 단백질

량창고였다고 보아야 한다.

의 특성상 가열하면 더 질겨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제

결국 다른 지방과 달리 따뜻한 기후 덕에 이런 우영밭을

주의 말고기전문점들은 말을 도축하는 날을 공지하여 신

일년 내내 가동시키며 매 끼니마다 쌈 채소를 상에 올렸

선한 말고기를 즐기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나,

던 것이다.

육회, 초밥 등 날 것으로 취식을 많이 하며 가슴살이나

이때 상에 올랐던 채소들을 보면 부르(청상추), 호박, 패

엉덩이 살 등을 구이로 제공하고 있다.

마농(실파), 세우리(부추), 물외(노각), 배추, 콩잎, 유잎(깻

2019 JFWF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 현재 가장 인기있는 제주 식당카페 100곳을 알려드립니다.

라총관부(耽羅摠管府)를 설립하고 100여년간 군마(軍

잎), 풋고추 등 그야말로 전통 채소의 집합소였고 이들
제주의 소는 원래 전통적인 ‘흑우’가 존재 했었는데 일제

채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생식으로 쌈채소로 애용되는

강점기에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며 그 명맥이 끊기게 되

것들이었다.

었는데 이 제주의 흑우가 일본 와규의 원류라는 것이 몇

빅데이터 선정 인기 제주맛집카페 TOP100에서 맛있는 제주를 즐겨보세요.
우측 상단에 QR코드를 찍으면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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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연구 결과 밝혀졌고 최근에는 옛 제주흑우를 복원

대표적인 제주도의 채소를 나열해 보면

하여 현재 소량이나마 생산되고 있다. 일반적인 한우에

부르(상추) 청상추의 일종으로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쌈채소로 즐

비해 몸집이 작고 살코기가 보습능력이 좋아서 육즙이

겼다.

풍부한 특징이 있으며 많이 구워도 일반 육우보다 질겨

양에잎(양하잎) 봄철에 돋아나는 어린 양하잎을 쌈채소나 국거리

지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 고기이다.

로 이용했고 가을 추석 즈음에는 보라색 꽃을 나물로 먹었다.

흑돼지는 제주의 모든 대소사에 빠지지 않고 주인공으로

콩잎 무더운 여름철 날콩잎을 자리젓이나 멜젓(멸치젓)과 함께

등장하는 식재료이다. 그만큼 제주사람들에게는 매우 친

생선조림 등을 곁들여 쌈채소로 즐겼다.

숙한 고기인데 일반적인 백돼지와 달리 지방과 살코기의

유잎(깻잎) 초여름 양지 바른 곳의 깻잎이 향이 좋아서 쌈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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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했고 물회에 곁들이는 채소로도 이용했다.

정각(청각) 마치 스펀지를 씹는 것 같은 독특한 식감을 가진 청

미역 초여름에 데친 물미역을 찬물에 식혀서 초된장이나 멜젓과

각은 젓갈에 찍어 먹거나 냉국의 재료로 활용하며 주로 여름 밥

곁들여 먹거나 냉국의 재료로도 활용했다.
호박잎 초가을 넓적한 호박잎을 살짝 쪄서 된장과 함께 보리밥을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자리돔과 한치는 특히 여름철
이 제철이라 물회를 만들어 먹는 인기 어종으로 특히 자

상에 청량감을 주는 식재료이다.

맛을 살려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제주도

리물회와 한치물회는 몇해전 제주사람들이 선정한 제주

풀고치(풋고추)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일조량이 풍부한 곳이다.

전체가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감에 따라 일부 개

7대 향토음식으로도 유명하다.

싸먹었고 국거리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제주는 당도가 높은 맛있는 풋고추의 생산지인데 높은

척자들에 의해 ‘애플망고’와 ‘용과’, ‘구아바’ 등도 자리를

초기(표고버섯) 표고버섯 중 가장 상품은 갓등이 많이 갈라진 ‘화

당도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서 빨갛게 익은 고추를 많이

잡아가고 있다.

고’인데 그중 ‘백화고’는 최고의 상품이다. 이 백화고와 그 다음

생산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주 음식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

등급인 흑화고가 가장 많이 자생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이다. 특

지 않았다.

으며 뉴질랜드와 견주어 결코 뒤처지지 않는 키위도 ‘그

해물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전복인데 20여년 전부터 완

히 한라산은 습도가 높은 곶자왈이 산재해 있어 버섯이 자라는

세우리(부추) 부추는 여름철 밥상에 빼놓지 않고 오르는 채소인

린키위는 물론이고, ’골드키위‘와 ’레드키위‘까지 생산하

도 등 다도해 지역에서 양식에 성공하고 10여년 전부터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의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데 쌈채소에 곁들이거나 냉국, 나물무침 등에 쪽파를 대신해서

고 있다.

대량 유통 되면서 제주의 대표해물이라는 아성이 무너졌

진상품 중의 으뜸으로 손에 꼽혔다.

사용하기도 하였다.

배추 늦여름 얼갈이배추부터 솎아먹기 시작하여 겨울철 눈 맞은

패마농(쪽파) 제주시 서쪽으로는 전통적으로 쪽파 농사를 많이

배추, 이른 봄 올라오는 꽃대까지 동지나물이라 부르며 알뜰하게

지었다. 가을에서 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되

이용했는데 김치의 재료로, 국거리, 나물무침의 재료로 다양하게

었으며 작지만 향이 좋아 김치의 재료로 활용되었고 나물로도 무

제주는 4면이 바다인 섬이다. 당연히 다양한 수산물이

활용했다. 제주사람들이 나물이라고 말하면 바로 배추를 이르는

쳐 먹었다.

존재한다. 이를 크게 나눠서 해안가나 바닷속의 갯바위

것이다.

지름나물(유채나물) 정월의 추운 밭에서 유채싹이 돋아나면 그

에 서식하는 해물류와 물속에서 유영하는 어류(생선)로

전복과 함께 해녀들이 짊어지는 태왁망사리에 많이 들어

갓낭(양배추) 해방 이후에 도입된 양채류로 전국 생산량의 60%

떡잎이 조금 크기를 기다렸다가 베어서 나물을 무쳐 먹거나 국을

나눌 수 있겠다.

찬 것은 소라이다. 제주산 소라는 거친 파도에 맞서서 현

정도를 제주에서 생산하며 데친 후 쌈채소로 이용하거나 샐러드

끓여 먹었다.

의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한다.

고사리 한라산 고사리는 특별히 먹고사리라 부르며 가격도 비싸

제주 근해에서 주로 잡히는 어류는 대부분 크기가 작다.

다. 그리고 다른 지방의 참소라처럼 전체적으로 비슷한

무 제주는 전통적으로 월동무의 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수분함량

다. 이는 한라산 전체가 습도가 높은 계곡들이 많아서 고사리가

조금 멀리 나가면 큰 고기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식감이 아니고 부드러운 부위부터 꼬들하거나 질긴 부위

이 높고 해풍을 맞으며 자라서 매운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인기

잘 자라고 대가 굵은 고사리도 속이 비어있어 매우 부드럽고 특

의 제주사람들은 먼바다로 조업을 나가는 것을 꺼려했

까지 한 마리가 다양한 식감을 제공한다.

가 있다.

유의 향이 좋아서 맛이 좋기 때문이다. 나물로 먹거나 제주 특유

다. 그런 이유에 주로 작은 생선을 낚시로 잡아 구워먹거

브로콜리 20여 년 전부터 제주의 대표 작물로 자리 잡았으며 전

의 고사리육개장을 만들어 먹거나 전을 부치는데 이용한다.

나 조려먹거나 국으로 끓여먹기도 했다. 대표적인 생선

최근에는 각 마을 어촌계에서 가장 대접받는 해물로 성

은 옥돔과 돌우럭, 고등어, 장태 등인데 돌우럭은 사실상

게가 꼽힌다. 제주성게는 그 노란 생식선이 맛이 진해서

조피볼락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금바리, 갓돔, 참

크림같다고 표현한다. 성게국이나 성게비빔밥의 주재료

돔, 뱅어돔 등 주로 횟감으로 인기 높은 생선들이 제주산

로 많이 이용 되는데 이밖에도 해물탕이나 해물뚝배기에
도 반드시 곁들여야 하는 해물이다.

콥대사니(마늘) 제주산 마늘은 난지형 마늘임에도 알이 작지만

과일

강한 맛을 내며 단맛 또한 우수하기로 유명하다. 4월부터 수확하

최근에는 친환경 작물로 블루베리가 많이 생산되고 있

이 밖에도 겨울이면 남쪽바다에서 유영하는 방어와 부시
리 등 대형 어종들도 심심치 않게 잡혀서 맛볼수 있다.

다. 그러나 지금도 자연산 전복의 최고는 주저없이 제주

수산물

산을 손꼽는다. 특히 해녀들이 직접 채취해온 싱싱한 전
복은 야생의 맛을 간직하고 있어서 터프한 먹을거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식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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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통적인 자생식물이었던 ‘백년초’가 그 특유의 신

국 유통량의 80% 가량을 제주에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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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에 이르렀다.

무암 바위에 붙어서 버텨낼 수 있도록 뿔이 많이 돋아 있

기 때문에 가장 일찍 생산되어 전국으로 팔려 나간다.

제주의 대표 과일은 누가 뭐라 해도 감귤이다. 일본산 온

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판매되고 있으나 사실상 확인할

톳 지리적 표시제로 인정받을 만큼 제주의 톳은 그 역사가 깊다.

주 밀감 묘목을 들여와 1970년대 서귀포를 중심으로 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대신에 과거에는 구경하기도

거친 바다에서 자란 톳은 다른 지역보다 억세고 꼬들꼬들하게 씹

원이 조성되면서부터 감귤은 제주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

힘들었던 광어를 대량으로 양식하고 있어 오히려 제주산

이밖에도 제주바다만의 해물로 보말, 군소, 군벗, 깅이,

히는 맛이 매력인데 냉국의 재료로 활용되거나 된장, 젓국으로

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99% 감귤이 제주에서 생산

이 아닌 광어를 찾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문어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정강이까지 물이 차는 얕은

무쳐서 나물로도 이용한다.

된다. 그러나 그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감귤산업도 다양

몸(모자반) 모자반 또한 톳과 함께 제주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

한 변화가 일어나서 다양한 감귤류가 선보여지고 있다.

제주사람들이 선호하는 좀더 전통적인 어종은 자리돔이

근한 해물이라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해물이 제주

하는 해조류인데 나물로 무쳐먹거나 특이하게도 국으로 끓여 먹

대표적으로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청견 등 껍

나 한치, 멜(멸치) 등을 고를 수 있다. 자리돔이나 멜은

사람들에게는 ‘죽’을 쑤는 재료로 많이 활용된다는 것인

기도 한다.

질이 두껍고 신맛과 당도를 겸비한 만감류들이 상품화

때로 다니는 어종이라 그물로 잡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

데 그 조리법 또한 한식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

은량을 어획하고 굽거나 조리거나 국을 끓이고도 남아서

들이어서 제주만의 음식이라 소개할 수 있다.

바다의 갯바위를 들어내면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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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식재료
육류

대표적인 강원도의 채소를 나열해 보면,

알이 굵고 튼실하며 화천의 맑은 바람 좋은 공기를 담고 있는 듯

곤드레 태백 및 정선에서 주로 재배되며, 어린 잎과 줄기를 식용

향기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예로부터 그 지리적 특성에 기인해 강원도에서는 소·돼

으로 하는데 데쳐서 우려내어 건나물, 국거리, 볶음용으로 이용

오대쌀 맑은 물, 청량한 공기, 기름진 황토 등 청정환경에서 생산

지·닭을 비롯하여 산양·사슴·말·토끼·오리·칠면

한다. 무기성분,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보기보

된 철원의 오대쌀은 쌀의 질과 밥맛을 결정하는 천혜의 기후여건

조·거위 등을 사육해 왔다. 평창군을 중심으로 산지 생

다 맛이 좋은 산채이며 빈궁기에는 구황식물로 이용되기도 한 유

을 갖추고 있어 전국에서도 최고의 밥맛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휴 산지를 활용한 방목

용한 산채이다.

감자 강원도의 기후조건이 감자를 재배하기에 원활하고 다른 작

축산은 환경친화적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찰옥수수 주로 산간 지역에서 잘 자라기에 정선의 유명 특산물

물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았기 때문에 쌀을 경작하기 어

있다.

이다. 쪄서 간식으로 이용하거나 말린 옥수수를 튀겨내어 강냉이

려웠다. 화전민을 중심으로 감자가 주식으로 재배되었고, 금바위감

뻥튀기로 즐겨 먹는다.

자, 돼지감자, 두백감자 등 현재 다양한 품종의 감자가 재배중이다.

사육에 필수인 볏짚도 충분하고, 소를 방목할 수 있는 자

문에 붙여졌다. 장뇌삼이 생겨난 것은 고려 말기 심마니들이 후

연이 넓게 펼쳐져 있어 예로부터 전통 한우로 유명한 곳

손들이 캘 수 있게 산삼의 씨를 채취하여 깊은 산속에 뿌려 놓은

이다. 쌀쌀한 기후 덕에 이 곳의 한우는 체내 지방을 많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자연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

황태 전국의 황태 생산량 70% 이상이 강원도 인제에서 생산될

이 축적해 육질이 부드럽고 향미가 뛰어나며, 감칠맛과

고 자란 자연산 산삼과 달리, 장뇌삼은 사람이 씨를 채취하여 산

정도로 이곳은 그야말로 황태 천국이다. 인제의 황태는 강원도

씹는 맛이 풍부하다. 또한 혈액순환과 성인병 예방에 탁

에 뿌린 뒤 야생 상태에서 방치한 채 시간이 흐른 후 채집한 것

지역 중에서도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어 육질과 맛 모두가 매우

월한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다. 약효 면에서는 산삼과 거의 동일하나, 가격은 훨씬 저렴하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춘천 하면 반사적으로 닭갈비와 막국수가 떠오른

다.

송어 대관령을 품고 있는 평창은 송어 양식의 최적 조건을 갖고

다. 예로부터 춘천 지역에는 도계장이 많아 양축업이 발

고랭지배추 평창, 정선에서 주로 재배되는 고랭지배추는 싱싱하

있다. 그래서 매년 송어 축제도 열리고 평창 곳곳에서 송어회를

달했고, 닭고기의 가격이 저렴해 돼지고기 대신 많이 쓰

고 맛이 달아 인기가 높다. 높은 일교차와 청정 자연환경, 비옥한

접하기가 쉬운 편이다. 연어처럼 식감이 탱글탱글하지만 훨씬 달

였다. 1970년대부터 춘천의 번화가에서 유명해지기 시

토양으로 속이 알차고 고소해 김치를 담그면, 무르지 않고 오랫

콤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작한 닭갈비 열풍은 전국적으로 번졌고 이제는 외국인들

동안 아삭함을 유지할 수 있다.

곰치 삼척시의 향토음식으로 잘 알려진 곰치는 살이 매우 보들보

도 반한 맛으로 자리 잡았다.

송이버섯 강원도의 경우 삼척, 양양, 고성 등 동해안과 접한 영동

들하다. 곰치 생김새가 별로인 데다가 살이 물러서 예전에는 잡

지방만 주요 생산지 내륙지역에서 나는 송이는 야물고 무거우면

히면 그냥 버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맛을 찾아 멀리서부터 삼

서 향이 짙은 반면 해안지방에서 나는 송이는 무르면서 큰 것이

척을 방문하기도 한다. 지방이 적고 아미노산이 풍부해 해장에도

특징이다.

좋아 바닷가 지역 최고의 해장국 재료로 꼽히고 있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에

표고버섯 양양 전 지역에서 재배되는 표고버섯은 천혜의 자연환

섭(홍합) 강원도 동해를 대표하는 조개로는 섭(홍합의 강원도 사

서 생산되는 산물이 크게 다르고, 산악지대와 해안지대

경(겨울철 따뜻한 기온과 해풍 등)으로 갓의 모양이 두껍고 균일

투리)이 있다. 일반 양식 홍합보다 훨씬 크고 속도 알차서 그 맛

에서 나는 음식재료도 다르다. 산악지대나 고원지대에서

하여 도매시장에서도 최고의 등급을 받는 최상품이라 할 수 있

의 깊이가 남다르다.

는 옥수수, 감자, 메밀이 많이 나는데, 쌀농사보다는 밭농

다.

가리비 강원도 고성은 질 좋은 가리비 양식으로 유명하다. 강원

사가 발달했다. 또한 산에서 나는 산채, 도토리, 상수리,

밤고구마 오염되지 않은 원주의 황토밭에서 생산된 무공해 자연

도 고성의 가리비는 깊은 물에서 양식하며 펄이 없는 환경 때문

칡뿌리 등은 옛날에는 구황식품이었으나, 지금은 널리

건강 식품. 고구마의 생육이 가장 알맞은 중부내륙지방에 위치해

에 맛이 깔끔하다.

이용되는 건강음식 재료이다.

있어 달고 맛있으며, 타지에서 인기가 좋다.

채소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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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WON FOOD INGREDIENT

강원도 횡성은 산간지방임에도 논농사가 발달하여 한우

장뇌삼 장뇌라는 이름은 줄기와 뿌리를 잇는 뇌 부분이 길기 때

잣 화천 잣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탄수화
물과 무기질을 골고루 갖춘 식물성 종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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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푼밥상! 그 의미와 가치

낭푼에 담긴 잡곡밥

종합해보면 도자기나 유기로 만들어진 푼주라는 그릇이

신선함은 사시사철 매 끼니마다 곁들여지는 생채소에도

제주에서는 도자기나 유기가 귀해서 나무로 만들어 사용

부여되는 가치다. ‘우영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한 겨울까

했고 ‘나무로 만든 푼주’라는 뜻으로 나무의 제주 사투

지도 자급자족 해 내는 제주사람들의 생활의 지혜는 비

리‘낭’을 접두어로 붙여서 ‘낭푼’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낭푼밥상을 차려내게 했다.

명칭이 어떻든 밥상의 중심에 밥을 가득 담은 ‘낭푼’을

신선한 채소를 늘 생식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발효음식

놓고 식구 수대로 국과 수저만 가져다 놓으면 가족의 한

인 젓갈과 생된장이 항상 함께 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

끼 식사가 차려지는 것이 낭푼밥상이다. 한 솥밥을 먹는

리젓’과 ‘멜젓’은 그 비릿함이 무미건조한 채소에 밥을 싸

다는 의미의 ‘식구’보다 한솥밥은 물론 먹기 직전까지도

먹는 제주만의 쌈밥 문화를 자리 잡게 했으며 거기에 군

한 그릇에 담겼던 밥을 같이 퍼 먹는 의미는 목숨을 함께

내나지 않는 제주의 된장은 발효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끓이지 않고 생으로 먹을 수 있어 냉국과 함께 온갖 나물

할 수 있다. 음식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생명유지의 수

무침을 해결하는 고마운 양념이었다.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둥글게 둘러앉아 식사한다는

단과 방법으로서 누가 더 먹고 덜 먹고를 따지지 않고 먹

의미로 ‘두레반상’이라고 표현 할 수도 있으나 제주사람

을 만큼의 식량을 다 같이 누리고 사는 식탁이 바로 낭푼

여기에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김치류와 더불어

들은 낭푼밥상이라 표현하기를 더 좋아할 것이라 확신한

밥상이라 할 수 있다. 얼핏 ‘다 같이 누린다’는 의미가 풍

어패류를 굽거나 졸인 반찬이 곁들여 진다. 계절에 따라

다. 그것은 이 ‘낭푼’이라는 공동의 밥을 담는 그릇이야말

요로움을 연상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척박한 농업 환

조금씩 바뀌어가는 제주의 낭푼밥상은 그렇게 거친 주

로 제주사람의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는 생활 문화의

경과 제한된 어로 환경 등으로 인한 곤궁함 속에서 귀한

식을 바탕으로 신선함과 담백함은 물론 계절까지 담아낸

단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음식일수록 다 같이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생활철

다. 그리고 동물성 음식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으며 그

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낭푼 밥상인 것이다. 행여 끼니

나마도 어패류를 통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진다. 종합 해

낭푼밥상의 중심을 차지하는 ‘낭푼’을 검색하면 ‘양푼의

때 손님이라도 온다면 국 한 사발에 수저 한 벌 가져다

보면 영양과다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균형잡힌

방언’이라고 표기 되어있다. 다시 ‘양푼’을 검색하면 ‘음

놓고 함께 하기를 권하는데 손님이라고 더 접대하거나

식단의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수백년 전부터 이어

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에 쓰는 놋그릇’ 이라고 기술되어

또는 홀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어울림을 느낄 수 있

져 온 제주의 ‘낭푼밥상’인 것이다.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놋으로 된 큰 그릇이라는 의미인

는 밥상이 바로 낭푼 밥상이다. 이렇게 어울릴 수 있었던

데 이는 정확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푼의 ‘푼’이

근간에는 어느 집에서나 거의 대동소이한 상차림을 보여

낭푼밥상의 의미는 소중한 음식 앞에 만인이 평등함

뜻하는 의미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고유의 전통적

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양반이 유배를 오는 섬

을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을 담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

인 한식문화에서는 ‘푼주’라는 그릇이 존재해 왔다. ‘아

지방이었기에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반상의 구분이 없었

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주변 사

가리는 넓고 밑은 좁은 너부죽한 사기그릇’ 또는 ‘아래는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람들과 얼마만큼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낭푼밥상 여름 상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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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GPUN TABLE

부지해 나간다는 더 짙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밥상이라
제주사람들의 일상식을 가르켜 ‘낭푼밥상’이라 부른다.

낭푼밥상 봄 상차림

낭푼밥상 가을 상차림

지 돌아보게 한다. 또한 낭푼밥상의 가치는 영양적으

뾰족하고 위는 짝 바라진 사기그릇’ 이라고 뜻이 풀이 되
어 있는데 덧붙이기를 ‘큰 대접처럼 생긴 도자기나 옹기

낭푼밥상의 차림을 살펴보면 낭푼에 담긴 ‘밥’은 보리를

로 균형잡힌 구조에 있다. 먹방이 대세인 세상에서 모

로 된 그릇으로서 주로 음식물을 담거나 간장이나 소금

주곡으로 조, 메밀, 감자, 고구마, 톳, 콩, 팥, 쑥 등 다양

두들 자극적이고 맛있는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건

으로 무침을 할 때, 겉절이·나물무침을 담아낼 때 사용

한 잡곡과 부재료가 혼합 된다. 국은 된장국이 주를 이루

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차림을 보여

하였다. 양반집이나 부유층에서는 유기·청자·백자 등,

거나 간혹 맑은 생선국이 오르는데 이는 생선의 신선함

준다. 지난 세월의 곤궁함이 오히려 현대의 풍요로움에

서민층에서는 사기·오지그릇 등으로 만든 것을 썼다.’라

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즉, 신선함이 낭

보내는 경계경보가 바로 제주사람들의 ‘낭푼밥상’이다.

고 풀어놓고 있다.

푼밥상의 기본이다.

글 ∙ 사진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 양용진 원장
낭푼밥상 겨울 상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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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MAP
제주

식재료

제주 식재료 JEJU INGREDIENTS
축산물

분포도

닭 Chicken (연중)
말고기 Horse meat (연중)
제주흑돼지 Jeju black pig (연중)
제주흑우 Jeju black cow (연중)
수산물
갈치 Hairtail (9월~11월)
겡이 Crab (1월~3월, 9월~10월)
고등어 Mackerel (10월~12월)
돌돔 Rock bream (5월~7월)
딱새우 Snapping shrimp (연중)

제주 동부권

JEJU-SI EAST SIDE

미역 Sea weed (2월~6월)
방어 Yellowtail (11월~2월)
백조기 White croaker (9월~2월)

제주 시내권

소라 Conch (11월~3월)

JEJU-SI DOWNTOWN

자리돔 Whitesaddled reeffish (5월~8월)
전갱이 Horse mackerel (6월~11월)

제주 서부권

전복 Abalone (7월~10월)

JEJU-SI WEST SIDE

서귀포 동부권

SEOGWIPO-SI EAST SIDE

2019 JFWF

JUNIOR CHEF CONTEST

옥돔 Tile fish (11월~3월)

참돔 Red sea-bream (4월~8월)
한치 Cuttlefish (9월~12월)
농산물
고사리 Bracken (4월~5월)

서귀포 서부권

SEOGWIPO-SI WEST SIDE

녹차 Green tea (4월~5월)

서귀포 시내권

SEOGWIPO-SI DOWNTOWN

당근 Carrot (7월~11월)
마늘 Garlic (6월~8월)
메밀 Buckwheat (연중)
무 White radish (10월~12월)
백년초 Prickly pear (5월~6월)
아스파라거스 Asparagus (4월~6월)
영귤 Citrus sudach (8월~10월)
제주레몬 Jeju lemon (4월~5월)
천혜향 Cheonhyehyang (12월~2월)
취나물 Chwinamul (seasoned aster) (2월~8월)
표고버섯 Shiitake mushroom (3월~5월, 9월~11월)
한라봉 Hallabong (1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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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 OF JE JU

제주를 찾은 초청 셰프들은 해녀 체험과 꿩엿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제주도의 전통 문화를 직접 느끼고 경험했

테이스트 오브 제주 2019.5.8

음식을 대접하는 셰프 웰컴 파티는 글로벌 셰프를 환영하며 제주의 맛을 오롯이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다.

다. 또한 서귀포시 본태박물관에서 김지순 명인, 문동일 셰프, 양용진 셰프, 양만배 셰프가 차려낸 제주 항토

김지순 Kim Ji Soon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낭푼밥상
제주 향토음식을 정갈한 코스 요
리 및 한상 차림으로 따뜻하게
풀어낸다.

김지순 명인은 1936년 제주에서 출생한 제주 토박이 요

Ji-Soon Kim, an expert in Jeju’s traditional

리연구가로, 1970년 유명 요리 연구가인 왕준련 선생에

cuisine, was born in 1939. She had been

게 수학하며 요리 연구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5년

taught by well-known cuisine researcher Jun-

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제주에 요리학원을 개설하여, 제

Lyun Wang and has been researching Jeju

주의 독특한 문화를 살린 요리를 본격적으로 전파했다.

dishes. She has been a director of Kim Jisoon

김지순 명인은 제주의 조리법을 ‘ 제철 식재료로 원재료

Culinary Academy since 1985 and she spreads

의 맛을 십분 살린 맛 ’으로 정의하고, 제주 특유의 간장

the dishes in earnest including unique culture

및 된장을 활용하여 향토음식을 재현해 나갔다. 이러한

in Jeju. She defined the cuisine of Jeju as ‘the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 제주도 향토음식명인 ’으로

taste of living original ingredients by season

선정되었으며, 제주 향토음식 보존 연구원을 설립하고,

food ingredients’. And she has reproduced

유관기관과 함께 문헌 및 고록을 연구해 향토음식 도록을

traditional foods using special soy sauce

작성하는 등 활발한 제주음식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and soybean paste in Jeju. Having been
acknowledged for her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image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culture of Jeju through her
Master of Traditional Food of Jeju. Kim has
been researching the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of traditional Jeju dish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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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s e a rc h , s h e w a s a p p o i n t e d t h e f i r s t

many years.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먼길 마다않고 찾아주는 셰프들에게 감사하고, 제주 식
재료의 또다른 진가를 찾아내주는 모습에서 저 또한 많
이 배웁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요리 속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함이 깃들어야 합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요리사는 쉽지않은 길입니다.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
한 먼 여정이므로 성실함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참고 견디면 그만큼 큰 성취감을 얻을테니 포기하지 마
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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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김지순 | Kim Ji Soon

제주 해초 샐러드와 한라봉 드레싱
Jeju Seaweed Salad and
Hallabong Dressing

만드는 법

재료 제주 돌미역 200g, 제주 톳 300g, 제주 한치 1/2

Ingredients Jeju wakame 200g, Jeju hijiki

마리, 제주 소라 1마리, 실한천 2g 드레싱 재료 한라봉

300g, Jeju cuttlefish 1/2 ea, Jeju conch 1ea,

300g, 꿀 90ml, 레몬즙 120ml, 홀그레인 머스터드 45ml

thread agar 2g Dressing Hallabong 300g,
honey 90ml, lemon juice 120ml, whole grain

만드는 법 1 미역과 톳은 끓는 물에 데친 후 얼음물에

mustard 45ml

담가 차게 식혀서 썬다. 한치와 소라도 끓는 물에 데치고
얼음물에 식혀서 얇게 썬다. 2 실한천은 찬물에 반나절

How to cook 1 Blanch wakame and hijiki in

이상 불린 후 4~5cm 길이로 썬다. 3 한라봉, 꿀, 레몬

the boiling water, soak them in an ice water,

즙을 믹서에 갈고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섞어서 드레싱을

and cool them and then cut. Also blanch a

만든다. 4 샐러드 그릇에 미역, 톳, 한치, 소라를 담고 드

cuttlefish and conch in the boiling water, soak

레싱을 곁들여 낸다.

them in an ice water and cool. Slice thinly. 2
Soak agar in the ice water for more than half
day, and then cut into 4-5cm length. 3 Grind
Hallabong, honey, and lemon juice using by
mixer and make dressing with mustard. 4 Put
finish with 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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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eeds, cuttlefish, conch in a bow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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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김지순 | Kim Ji Soon

고사리 잡채
Gosari Japchae (Mixed Bracken)

만드는 법

재료 삶은 고사리 100g, 돼지고기 80g, 파프리카 1/2개,

Ingredients Boiled bracken 100g, pork 80g,

피망 1개, 양파 1/4, 숙주나물 50g, 팽이버섯 1/2봉

paprika 1/2ea, green pepper 1ea, onion

양념 간장 2큰술, 다진마늘 1/2큰술, 다진파 1큰술, 설탕

1/4ea, bean sprouts 50g, paengi mushroom

1큰술, 후추 약간, 깨소금 1/2큰술, 들기름 1큰술

1/2pack Seasoning Soy sauce 2ts, minced

고기 밑간 소금 약간, 청주 1큰술

garlic 1/2ts, minced leek 1ts, sugar 1ts,
pepper a bit, sesame seeds 1/2ts, perilla oil

만드는 법 1 돼지고기는 채 썰어 밑간을 하여 10분쯤

1ts Meat base salt a bit, rice wine 1ts.

재워 놓는다. 2 고사리는 씻어 물에 담갔다가 건져 수분
을 제거하고 길면 약 5㎝로 썬다. 3 적파프리카, 피망,

How to cook 1 Julienne the pork and

양파는 채 썰고 팽이버섯은 밑등을 자르고 가로로 2등분

marinate it for 10 minutes. 2 Wash the

하여 쪼개 놓는다. 4 양념장을 만든다. 5 고사리는 양념

bracken, soak it in water, remove moisture,

장을 약간 덜어서 버무려 놓고 밑간한 돼지고기에도 양

and cut it into about 5cm long. 3 Shred red
paprika, green pepper, and onion, then cut
and split the bottom of the enoki mushroom.

넣고 볶아 덜어놓는다. 7 다시 식용유를 두르고 팽이버

4 Prepare a marinade. 5 Bracken slightly

섯과 숙주나물을 볶아 꺼내 놓고 고사리 무친 것도 볶아

mashed the sauce and puts the pork on the

둔다. 8 돼지고기까지 볶아서 먼저 볶아낸 재료들을 합

bottom with a little sauce. 6 Fry the pan,

하여 나머지 양념으로 골고루 무치고 마무리로 참기름을

cover with cooking oil, fry the onion, paprika

넣어 잘 섞는다.

and green pepper, add a little salt and r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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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약간 덜어 버무려 놓는다. 6 팬을 달구어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 파프리카, 피망을 볶으면서 약간의 소금을

7 Grease again with cooking oil and stir-fry
paengi mushrooms and bean sprouts, then
stir-fry the dried bracken. 8 After stir-frying
pork, mix the ingredients evenly with the rest
of the seasoning and add sesame oil to finish
to mix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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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야외 정원에서 국내외 유명 셰프들이 제주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가든디너가

가든디너 2019.5.10

는 눈과 입으로 즐길 수 있는 세계요리축제이다. JFWF의 시그니처 이벤트인 만큼 와인과 전통주 등 음식에

열렸다. 세계 각국의 셰프들을 가까이서 만나보며 제주산 식재료를 활용하여 요리하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
어울리는 다양한 주류와 함께 야외 행사에 어울리는 공연까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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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LIST
강길수 Kang Gil-Soo
제주 한우 타르타르
김소봉 Kim So-Bong
마제 소바
김인호 Kim In-Ho
제주 딱새우와 광어구이를 곁들인
제주보리 리조또
미카엘 아쉬미노프 Mikhal Ashminov
수죽, 샐러드
미켈레 베릴로 Michele Verrillo
사과 시금치볶음과 달콤 상큼한 소스를
곁들인 돼지고기 안심
안성현 Ahn Sung-Hyun
참돔스시, 도로스시, 고등어 시메 마끼
알레한드로 꾸에얄 Alejandro Cuellar
제주 천경 전복 김치 칵테일
양용진 Yang Yong-Jin
한라봉 지름떡과 메밀감귤크림감자범벅

42

양출 Yang Chul
천혜향 소스를 곁들인 제주 뿌리채소와
유기농 허브
에드워드 권 Edward Kwon
제주돼지 항정살과 봄 샐러드, 호박식초 소스
수비드 항정살
유현수 Tony Yoo
성게젓을 곁들인 전복장 브로컬리밥
임희원 Lim Hee-Won
뿔소라를 올린 톳 비빔국수
저스틴 리 Justin Lee
둘쎄 한라봉
카롤 오크라사 Karol Okrasa
훈제 소고기 엉덩잇살과 비트 쿨리스,
메밀 팝콘, 딱새우 드레싱의 톳 샐러드
한문승 Han Moon-Seung
제주 전통 흑돼지 고기국수, 흑돼지 돔베고기
동원F&B X 쿠첸 (by 노애리)
갈릭BBQ소스의 비욘드버거
비욘드 타코라이스(비욘드 탑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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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수 셰프는 현재 제주도의 대표 이탈리안 레스토랑

G i l - s o o K a n g i s t h e ow n e r c h e f o f t h e

<삐꼴라쿠치나>의 오너 셰프이다. <삐꼴라쿠치나>는 ‘숲

Italian restaurant, <Piccol-acucina>, in Jeju.

속 서양식당’이라고 불리는 레스토랑으로 제주도민 뿐만

<Piccolacucina> is called 'Western restaurant

아니라 관광객이 인정하는 제주 대표 이탈리안 레스토랑

in the forest', and named as a representative

표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손꼽

으로 손꼽힌다. <삐꼴라쿠치나>는 100% 사전 예약으로

famous Italian restaurant in Jeju. Not only

힌다.

만 손님을 받아 당일에 준비한 신선한 제주의 식재료로

Jeju citizens but also foreign tourists are

만드는 정성이 가득 담긴 건강한 요리를 지향하고 있다.

recognized its famous. Advanced reservation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는 소믈리에의 추천으로 구비한

is requirement to the restaurant because chef

와인도 훌륭하다. 강길수 셰프는 파크하얏트 서울의 코

uses fresh Jeju's daily ingredients to make the

너스톤 및 하얏트리젠시 인디안 웰스에서 근무하였으며,

healthy cuisines. Sommelier paired great wine

현재는 제주에 정착하여 제주 식재료에 대한 높은 이해

with foods which makes more plentiful. He

도를 바탕으로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탈리

worked at the Conerstone of Park Hyatt Seoul

안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and Hyatt Regency Indian Wells. In these

강길수 Kang Gil-Soo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삐꼴라쿠치나
'숲 속 서양식당' 이라고 불리는 조용
한 숲 속에 자리하지만 제주도를 대

days, he lived in Jeju and presented special
Italian cuisine with Jeju‘s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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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제주의 식재료와 문화에 대해 셰프와 학생, 손님이 모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체계적인 행사 진
행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셰프의 마음. 요리하는 셰프가 행복해야 손님에게도 좋
은 기운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꾸준하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만나고 접하는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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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강길수 | Kang Gil-Soo

제주 한우 타르타르
Jeju Beef Tartar Pheasant Egg and
Black Garlic

만드는 법

재료 제주 한우 우둔살 또는 홍두깨살100g, 샬럿 5g, 머

Ingredients Jeju beef rump 100g, shallot 5g,

스터드 2g, 차이브 2g,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12g,

mustard 2g, chives 2g, extra virgin olive oil

코니숑 3g, 소금, 후추, 흑마늘 10g, 래디쉬 1개, 물냉이

12g, cornichons 3g, salt, pepper, black garlic

2g, 처빌 2g, 딜 약간, 차이브꽃

10g, radish 1ea, watercress 2g, chervil 2g, dill,

꿩알 파우더 꿩알 1개, 제주푸른콩 된장 50g

chives’ flower

래디쉬 피클 래디쉬 10개, 화이트 와인 100g, 화이트 발

Pheasant egg powder pheasant egg 1ea, Jeju

사믹 식초 100g, 설탕 10g, 소금 5g

green bean paste 50g

발사믹 소스 발사믹 식초 100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

Radish pickle radish 10ea, white wine 100g,

일 300g, 소금, 후추

white balsamic vinegar 100g, sugar 10g, salt
5g

만드는 법 1 한우는 살코기만 작게 자른 후 샬럿, 머스

Balsamic sauce balsamic vinegar 100g, extra

터드, 차이브, 올리브오일, 코니숑, 소금, 후추를 넣고 잘

virgin olive oil 300g, salt, pepper

섞어준다. 2 꿩알은 노른자만 분리해 제주푸른콩된장에
5일간 덮어 둔 후 된장을 닦아내고 건조기로 건조한다.

How to cook 1 Cut Jeju beef into small

3 화이트 와인, 화이트 발사믹 식초, 설탕, 소금을 끓인 pieces, then add Charlotte, mustard, chive,
olive oil, cornichons, salt and pepper in it and

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를 블렌더로 섞

mix it well. 2 Separate only the yolk from a

어 농도를 맞춘 후 파이핑 백에 넣어준다. 5 접시에 1의

pheasant egg and cover with Jeju green bean

한우를 담은 후 발사믹 소스를 짜준다. 6 건조한 꿩알을

paste for 5 days, then wipe off miso paste and

그레이터로 갈아서 뿌린다. 7 슬라이스한 래디쉬, 래디

dry it with a drier. 3 Boil white wine, white

쉬 피클, 흑마늘, 물냉이, 처빌, 딜, 차이브꽃으로 마무리

balsamic vinegar, sugar and salt and then

한다.

poured it into radish cut in quarters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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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4등분한 래디쉬에 부어 피클을 만든다. 4 발사믹 식

pickle. 4 Mix balsamic vinegar, extra virgin
olive oil, salt, and pepper in a blender until
you get the proper consistency and put it in
a piping bag. 5 Place Jeju beef (from the step
1) on a plate and squeeze the balsamic sauce.
Grind the dried pheasant egg yolk with a
grater and sprinkle it on the dish, then finish
with sliced radish, radish pickle, black garlic,
watercress, chives, dill, and chive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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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봉 Kim So-Bong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소봉식당
제주 서귀포 산방산 인근에 자리한
일본가정식 전문 식당.

제주의 일본가정식 레스토랑 <소봉식당>의 오너셰프인

As the owner chef of Japanese homemade

김소봉 셰프는 도쿄 롯본기힐즈와 에비스의 레스토랑

cuisine restaurant <Sobong Restaurant>,

에서 경력을 쌓고, 이태원 <아자쓰>의 오너셰프로 지냈

chef So-Bong Kim has shown fine and superb

다. 가급적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조리 방식과 항상 깨

Japanese cuisine in Jeju. He could develop

끗하고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열정을 지닌 김소봉 셰프

his culinary skills by working at various

는 하루에 한 번 직접 장을 보는 소박한 셰프이기도 하

restaurants in Roppongi Hills and Ebisu in

다. 상남자스러운 외모와는 달리 정갈하고 섬세한 손길

Tokyo, Japan. After that, he was in charge

로 요리하는 김소봉 셰프는 화려함보다는 쉽고 맛있는 일

of the owner chef of <Azatsu> in Itaewon,

본 가정식을 선보이고 있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Seoul. He pursues cooking with no synthetic

OliveTV '올리브쇼', SBS Plus '셰프끼리' 등 다수의 방송

flavoring matter. Also, he pursues clean and

출연을 통해 전파중인 자신의 요리를 통해 반전 매력 뿐

f i n e i n g re d i e n t s . T h a t i s w h y S o - B o n g

만 아니라 요리 역시 더욱 대중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Kim always shops for groceries everyday.
He pursues simple and tasty Japanese
homemade cuisine rather than fanciness.
Also, he has appeared on various TV shows
show’, and SBS Plus ‘With chefs’ so that he
could beloved by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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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MBC ‘My little television’, OliveTV ‘Olive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실력있는 셰프님들을 뵐 수 있어 영광이었고, 앞으로 셰
프를 꿈꾸는 친구들을 볼수있어서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느끼고 돌아갑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진실성인것 같습니다. 좋은 식재료로 진심을 담아 요리
하고 내놓는다면 결과는 조금 아쉬울순 있어도 본인 스
스로에게 만큼은 떳떳하고 값진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다른 셰프님들도 말씀을 주셨었지만 하루 아침에 셰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요, 그러니 하
나하나 차분히 그리고 꼼꼼하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오셨
으면 합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요. 응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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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김소봉 | Kim So-Bong

마제 소바
Maje Soba

만드는 법

재료 (70인분 기준) 중화면, 돼지고기 다짐육 5kg, 마늘

Ingredients (70 servings) Chinese noodle,

20개, 양파 4개, 생강 1개, 베트남고추 30개, 물 1350g,

minced pork, garlic 20 pcs, 4 onions, 1 ginger,

산초 5숟가락, 간장 1,050g, 설탕 405g, 청주 750g, 굴

30 Vietnam chilies, water 1,350ml, Chinese

소스 350g, 소금 150g, 고춧가루 275g, 부추 반 단, 실

pepper 5 spoons, soy sauce 405g, rice wine

파 반 단, 옥수수콘 조금, 마요네즈 조금, 후추, 가쓰오부

750g, oyster sauce 350g, salt 150g, chili

시, 계란 노른자

powder 275g, chives, green onion, grains of
corn a bit, mayonnaise a bit, black pepper,

만드는 법 1 준비한 중화면을 삶는다. 2 준비한 간장,

katsuobushi a bit, egg yolk

설탕, 청주, 굴소스, 소금, 고춧가루를 함께 섞으며 소스
를 준비한다. 3 토핑을 위한 부추와 실파 반 단을 썰고,

How to cook 1 Boil Chinese noodle. 2 Mix

옥수수콘, 마요네즈, 후추를 섞는다. 4 베트남고추는 손

soy sauce, sugar, rice wine, oyster sauce, salt,

으로 으깨고, 생강과 마늘을 다지고, 양파를 썬다. 5 삶

and chili powder in order to make a sauce.

아진 면 위에 소스를 얹고 준비한 토핑인 부추, 실파, 옥

3 Chop chives and green onion for topping.

수수콘, 마요네즈, 후추 섞은 것을 올린다. 6 마지막으로

Then mix grains of corn, mayonnaise, and

김, 가쓰오부시가루, 계란노른자를 올린다.

black pepper. 4 Crush Vietnamese chili by
onions. 5 Put the sauce on boiled Chinese
noodle, and put chopped chives, onions,
and put the mixture of grains of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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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mince garlic and ginger, and chop the

mayonnaise, and black pepper on it as a
topping. Lastly, put laver, katsuobushi, and
egg yo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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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Kim In-Ho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의 자연이 주는 소중한 재료에
가장 제주답고도 세계적인 요리를 선
보이는 호텔

김인호 셰프는 현재 메종글래드 제주 총 주방장이자, 제

In-Ho Kim is the executive chef at the Maison

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제주

Glad Jeju and adjunct professor of the Jeju

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그는 홀리데이

University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호텔을 시작으로 호텔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메종

Nutrition. He went to graduate school at Jeju

글래드 제주의 대표 뷔페 레스토랑인 <삼다정>, Banquet,

International University and majored in food

Bakery, 야외 업장 등을 책임지고 있다. 김인호 셰프는 제

Science and Nutrition. He started hotel work

주향토음식 명인 1호이자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 함

with Holiday Hotel and now he is charged

께 참가하는 김지순 셰프의 제자로서 제주 식재료에 대

of Maison Glad Jeju’s representative buffet

한 뛰어난 이해력을 바탕으로 향토적인 조리법으로 재해

<Samdajeong>, Banquet, and Bakery. He is a

석하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고 있다. 또

pupil of the first Master of Traditional Food of

한 셰프로서의 요리의 맛 뿐만 아니라 영양사로서의 영양

Jeju, Ji-Soon Kim who participated in the Jeju

학적인 밸런스까지 중요시하는 요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

Food and Wine Festival together. He tried a

고 있으며, WACS대회에서의 금메달 수상과 더불어, 제주

variety of trendy dishes based on remarkable

의 통과의례음식과 제주향토음식 등 제주의 식문화를 알

understanding about Jeju’s ingredients. Also,

리는 다양한 저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he set a high value on not only flavor but
proactively informed Jeju’s dietary culture,
Jeju’s traditional foods, and rite-of-passage of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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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nutrition balance. In addition, he has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최고의 행사에 최고의 셰프들과 참여해 영광이었고, 이
런 행사에 셰프를 꿈꾸는 소외계층 청소년에게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취지와 맞을 듯 합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식재료에 대한 이해.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면 최
상의 맛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그 식재료 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서 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식재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지요?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먼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셰프의
모습만을 보는게 아니라 정말 요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
어야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을 걷다보면 남들과 경쟁
할수있는 자기만의 무기가 저절로 생겨요. 스스로 끊임
없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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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김인호 | Kim In-Ho

만드는 법

제주 딱새우와 광어구이를 곁들인
제주보리 리조또

재료 딱새우살 15g, 광어 필렛(냉동) 30g, 새우 15g, 그

Ingredients Snapping shrimps 15g, flatfish

린홍합 15g, 관자살 15g, 제주보리 30g, 잡곡 10g, 생

30g, shrimp 15g, green mussel 15g, scallop

크림 80ml, 파슬리 3g, 바실 1잎, 버터 15g 그라나다파

15g, barley rice 30g, grain 3g, whipping cream

Barley Risotto with Roasted Jeju Snapping
Shrimps & Flatfish

다노치즈 20g, 거위간무스 7g, 컬리플라워 30g, 닭가슴

80ml, parsley 3g, basil 1 leaf, butter 15g,

살 50g, 시금치 20g, 계란 1티스푼, 건해초모듬 15g, 적

Granada Padano cheese 20g, goose liver 7g,

고장초 15g, 청고장초 15g, 토마토 페이스트 20g, 양파

cauliflower 30g, chicken breast 50g, spinach

20g, 샐러리 20g, 당근 30g, 양송이 45g

20g, egg 1ea, assorted dried seaweed 15g,
red wild rice 15g, green wild rice 15g, tomato

만드는 법 1 광어는 뼈와 살을 분리한 다음 뼈는 스톡을

paste 20g, onion 20g, celery 20g, carrot 30g,

끓인다. 2 딱새우 15g, 관자살 15g, 계란흰자 1/2개, 크

mushroom 45g

림 40ml 를 넣고 곱게 갈아 무스를 만든다. 3 닭가슴살
50g, 컬리플라워 30g, 계란흰자 1/2개를 크림 40ml를

How to cook 1 Separate bone and flesh

넣고 곱게 갈아 소금 후추 양념한다. 4 양송이와 양파는

of flatfish and broth the bone. 2 Blend 15g

곱게 다져 버터에 볶아 거위간 무스를 넣고 닭 가슴살 무

of snapping shrimp, 15g of scallop, 1/2 egg

스와 섞어준다. 5 시금치 20g을 데쳐서 물기를 짜서 준

white, 40ml of cream and make it a mousse.

3 Blend 50g of chicken breast, 30g of

에 불려두고 잡곡은 씻어 준비한 후 냄비에 올리브오일

cauliflower, 1/2 of egg white, 40ml of cream

을 두르고 마늘과 양파를 넣어 향을 낸 후 준비된 재료를

and season it with salt and pepper. 4 Mince

넣고 광어 육수를 넣어 2/3정도 익혀 보관한다. 7 그린

mushrooms and onions, fry it with butter,

홍합, 관자살, 딱새우살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리조또 재

and put goose liver mousse and mix them

료로 사용한다. 8 건해초와 고장초는 물에 불려두고 간

with chicken breast mousse. 5 Boil 20g of

장,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준비하여 음식 위에 뿌려준다.

spinach and squeeze the water out, and mix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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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딱새우관자 무스와 섞어준다. 6 제주보리는 물

9 그릇에 리조또를 넣고 광어를 올린 후 해조샐러드 가 with snapping shrimp mousse. 6 Soak barley
니쉬하여 마무리한다.

in the water and wash the grain. Put olive oil
on the pot and put garlic and onion to enrich
the savor. Put the prepared ingredients and
flatfish stock and heat it until it’s 2/3 cooked.

7 Chop green mussel, scallop, snapping
shrimp as bite size and use them for risotto.

8 Prepare soaked seaweed and wild rice,
and sprinkle them with soy sauce, olive oil
dressing on the food. 9 Serve risotto in a bowl
and put the flatfish on top and finish it with
seaweed gar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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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아쉬미노프 Mikhal Ashminov
불가리아
BULGARIA

RESTAURANT 젤렌
국내 유일의 불가리아 레스토랑. 동
유럽의 미식 대국인 불가리아의 가정
식을 현지 모습 그대로 맛볼 수 있다.

He was born in Sofia, Bulgaria and began his

고등직업학교를 졸업하고 불가리아 셰라톤 소피아 호텔

culinary career at Sheraton Sofia Hotel Balkan.

에 요리사로 커리어를 시작하였다. 이후 웨스틴 조선호

Then he moved to Westin Chosun Hotel in

텔을 거쳤다. 불가리아 정통 조리법을 익혔으며 바텐더

Korea and learnt how to cook Bulgarian

교육까지 이수하였다. 불가리아 현지의 맛을 한국인들에

traditional barbecue, a vegetarian meal,

게 보여주고자 2007년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을 오

Bulgarian yogurt and lamb. He completed

픈하여 메인셰프로 지내오며, 음식을 한국에 맞게 현지

bartender training as well. He has opened

화 하는 대신 불가리아 가정에서 맛볼 수 있는 전통식을

a traditional Bulgarian restaurant <Zelen>,

고수하여 선보였다. 불가리아어로 녹색이란 뜻의 <젤렌>

located in Itaewon, Seoul. Zelen means ‘green’

은 그에 걸맞게 자연주의 건강식의 음식을 선보이고 있

in Bulgarian which he declares his aim: ‘to

다. 또한 정화예술대학교 특임교수로 임명되어 학생들

offer fresh green Bulgarian dishes to Korean

앞에 설 예정이다. 한편 JTBC ‘ 냉장고를 부탁해 ’, JTBC

people’. He prefers traditional dishes that you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can get just in Bulgarian home instead of the

대중에게 불가리아 음식을 알렸고 최근에는 tvN ‘ 수미네

dishes localized to fit Korean taste. He is also

반찬 ’을 통해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

currently a cast member in Korean TV shows

고 있다.

such as JTBC ‘Sumi’s side-dish’, ‘Please Take
Care of My Refrigerator’, and ‘Where is my
friend’s house’ so he introduces Bulgarian
food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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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셰프는 불가리아에서 호텔경영과 요리를 배우는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최고의 축제입니다. 준비과정이 녹록치 않지만 그만큼
기쁨도 큽니다. 그리고 셰프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행복합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자신감, 그리고 미소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셰프가 되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압박이 정말 심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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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미카엘 아쉬미노프 | Mikhal Ashminov

수죽, 샐러드
Sujuk, Salad

만드는 법

재료 [수죽] 돼지고기 안심, 어깨살, 비계, 돈장, 양파, 파

Ingredients [SUJUK] pork tenderloin, pork

슬리, 소금, 후추, 바질, 마저럼, 오레가노, 고추, 큐민가루

shoulder, pork fat, casing, onions, parsleys,

[샐러드] 토마토, 빨간 파프리카, 올리브유, 고추, 당근,

salt, black pepper, basil, marjoram, oregano,

가지, 파슬리, 소금, 흰 강낭콩

red chili, cumin powder
[SALAD] Tomatoes, red bell peppers, olive oil,

만드는 법 [수죽] 1 모든 고기를 돼지 비계와 함께 두

red peppers, carrots, eggplants, parsley, salt,

번씩 그라인딩 한다. 2 소금, 후추, 마저럼, 바질, 큐민가

white beans

루, 고추가루, 파슬리, 양파와 잘 섞는다. 3 잘 씻은 돈장
에 고기를 넣는다. 4 소시지를 최소 24시간동안 냉장보

How to cook [SUJUK] 1 Grind all meats

관 후 바비큐할 준비를 한다. [샐러드] 1 토마토 껍질을

plus the pork fat twice. 2 Mix it well with salt,

벗긴다. 2 파프리카를 그릴에 탈 때까지 구운 뒤 껍질을

pepper, marjoram, basil, cumin powder, chili

벗긴다. 3 큰 냄비에서 올리브 오일과, 썰린 토마토, 그

powder, oregano, fresh parsley, and fresh

릴에 구운 고추, 당근, 가지, 파슬리, 소금과 함께 섞는다.

onion. 3 Stuff the meat in well washed pork

4 2시간 반에서 3시간동안 중불로 익힌 후에 식힌다. 5

casings. 4 Keep the sausage refrigerated

끓인 뒤 식힌 콩과 파슬리를 올린다.

for at least 24 hours and then be ready to
Grill bell peppers until they are burned and
peel them. 3 Mix chopped tomato, grilled
pepper, carrot, eggplant, parsley and sal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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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eque. [SALAD] 1 Peel the tomato skin. 2

olive oil in a large pot. 4 Simmer it for 2.5~3
hours over medium heat and cool it down. 5
Add boiled bean and chopped parsley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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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레 베릴로 Michele Verrillo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 출신 Michele Verrillo 셰프는 1981년 나폴리의

Michele Verrillo started his culinary journey

<Parco Svedese> 레스토랑에서 셰프의 길을 걷기 시작

as a professional chef in Italy, in 1981, when

했다. 그리고 이후 38년 동안 그는 배움에 대한 갈망을

he worked in <Parco Svedese> in Naples,

멈추지 않고, 호텔, 관광, 음식 분야에서 끊임없는 경험을

and for the next 38 years, he never stopped

쌓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호텔관광 관련

learning. His massive experience related to

각종 학위와 자격증, European Institute for Tourism에서

pizzeria, food industry, advanced level of

호텔관광학 학사, 식음료 매니지먼트 석사 학위를 취득

fruit sculpture and international cuisine has

하고 이후 명문 요리학교인 르 꼬르동 블루에서 Second

been built up consistently. In Jeju Island,

Level Degree를 취득하는 등 요리에 조예가 깊다. 또한

he has been teaching Culinary Arts in the

로마의 다양한 호텔과 레스토랑 셰프 경험, 자신의 레스

Gastronomy course in Cheju Halla University

토랑 운영 등을 통해 얻은 현장 감각도 출중하다. 2018

in 2018. Chef Verrillo never rested on his

년부터는 제주한라대학교에서 미래 셰프를 꿈꾸는 학생

laurels because his mission is to preserve

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요리전문학교

culinary legacy generation after generation,

Pellegrino Artus에서도 13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후

and cross the ocean to make people happy all

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over the world. That’s the reason why Michele
last 13 years in Pellegrino Artus secondary
school in Rome. In this way, his magical and
utterly fascinating Italian recipes will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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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rillo has been, humbly, teaching for the

forever through the hands of tomorrow’s
master chefs.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제가 가진 요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제주와 같이
아름다운 섬의 식재료를 결합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
회였습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다양한 식재료들을 조화로운 방식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재료들의 감각과 향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
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레시피를 계속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항상 새로운
솔루션을 시도하세요. 음식의 아이덴티티를 벗어나지는
말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진화시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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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레 베릴로 | Michele Verrillo

사과 시금치볶음과
달콤 상큼한 소스를 곁들인 돼지고기 안심
Pork Fillet and Apple with Saute Spinach
and Sweet & Sour Sauce

만드는 법

재료 (4인분 기준) 돼지고기 안심 600g, 시금치 600g,

Ingredients (4 servings) Fillet of pork 600g

올리브오일 1L, 버터 100g, 간장 50g, 꿀 50g, 레몬 1

spinach 600g, olive oil 1l, butter 100g, soy

개, 밀가루 50g, 소금 50g, 후추 20g, 마늘 2조각, 사과

sauce 50g, honey 50g, 1lemon, flour 50g, salt

2개, 로즈마리 50g

50g, pepper 20g, 2 garlic cloves, 2 apples,
rosemary 50g

만드는 법 1 돼지고기 안심을 3cm두께로 준비하고, 푸
드 트와인을 이용하여 묶는다. 로즈마리와 오일을 뿌려

How to cook 1 Prepare the pork tenderloin

서 5분 정도 식힌다. 2 시금치를 데치고, 건져서 기름과

with 3cm thickness and tie it with food twine.

마늘과 함께 빠르게 볶는다. 3 사과 껍질을 벗겨내고 얇

Sprinkle with rosemary and oil to cool off

게 슬라이스 한다. 4 들러붙지 않는 팬에, 버터와 올리브

for about 5 minutes. 2 Blanch spinach, and

오일을 두르고 고기를 한 쪽당 2분씩 굽는다. 5 간장 2

stir-fry it quickly with oil and garlic. 3 Peel

스푼과 꿀 2스푼을 붓고, 소금을 뿌린 후 양쪽 각각 2분

off the skin of the apples and slice them
thinly. 4 Coat the pan with butter and olive

를 덮어 열을 식힌다. 총 8~10 분 정도 구워야 고기 속

oil and roast the meat for 2 minutes per

이 부드럽고 분홍빛이 난다. 7 안심을 옮겨 따뜻하게 보

side. 5 Pour in 2 spoons of soy sauce and 2

관한다. 같은 펜에서 사과를 뜨거운 불에 그을린다. 소스

spoons of honey, then sprinkle with salt and

가 충분하지 않다면 따뜻한 육수를 1/2스푼을 붓는다. 8

roast 2 more minutes on each side. 6 Pour

플레이팅 순서는 사과, 메달리온(소스를 곁들인), 시금치

in soy sauce and honey and after a minute

순이고, 파슬리로 장식한다.

or so, cover the upper side to cool off. Roast

2019 JFWF

GARDEN DINNER

씩 더 굽는다. 6 간장과 꿀을 부어내고 1분 정도 후, 위

a total of 8 to 10 minutes to make the meat
tender and pink. 7 Keep tenderloin warm.
Burn apples over hot heat in the same pen.
If the sauce is not enough, pour 1/2 spoonful
of warm broth. 8 The plating order shall be
apple, medullion (with sauce), spinach, and
par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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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현 Ahn Sung-Hyun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스시호시카이
별과 바다를 품은 스시라는 뜻으로,
스시 오마카세가 유명한 제주 로컬
스시야.

Sung-Hyun Ahn, who is currently executive

셰프를 맡고 있는 안성현 셰프는 처음 문을 연 2014년부

chef of <Sushi Hoshikai> which is the first

터 지금까지 진귀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주 식재

high-end sushi restaurant in Jeju Island,

료의 독창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해오며 제주 최고

has been challenging culinary arts by using

의 스시야로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스시선수> 등

rare and unknown ingredients of Jeju since

국내 최고의 스시야에서 11년 이상의 스시 조리 경력을

<Sushi Hoshikai> opened in 2014. Based

바탕으로, 스시호시카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아까스 (장

on his culinary career including working

기 숙성한 적초)를 사용한 검붉은 빛깔의 샤리를 선보였

experience at the best sushi restaurant in

으며, 일본으로만 수출되던 제주산 금태, 백옥돔 등 국내

Korea such as <Sushi Sunsoo>, he was the

스시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제주만의 진귀한 식재

first chef who demonstrated dark red shari

료를 활용한 스시로 국내 스시 트랜드의 큰 변화를 불러

by using Akatsu(long term ripening vinegar).

일으킨 주역이다. 스시호시카이의 오픈 5주년을 맞이하

Also, he has changed Korean sushi trend

여, 국내 최초로 일본 최고의 스시야에만 납품하는 일본

by using rare and unique fishes which were

최고 장인의 수작업으로 제작된 숙성용 빙장고를 도입하

only used in Japan. Celebrating the 5th

는 한편, 예술가 및 장인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내부 리뉴

anniversary of <Sushi Hoshikai>, he adopted

얼 공사를 통해 제주를 찾는 미식가들에게 더욱 특별한

handcrafted high class refrigerator from

만족을 드리고자 한다.

Japan and renovated restaurant interior
with masterpiece of artists and masters so
that he can provide customers with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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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초의 하이앤드 스시야, <스시호시카이>의 총괄

satisfaction.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세계 각국의 셰프님들과 JFWF 관계자분들, 그리고 찾아
주신 수많은 손님들로 인해 너무나도 성공적인 행사였
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으며, 제주의 식재료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게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
음가짐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도 달라질 수 있습니
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식재료에 대한, 요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요리는 끝없는 배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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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현 | Ahn Sung-Hyun

참돔스시, 도로스시, 고등어 시메 마끼
Red Sea Bream Sushi, Toro Sushi,
Mackerel Shime Maki

만드는 법

재료 (4인분 기준) 고등어 1마리, 차조기잎 6장, 소금

Ingredients (4 servings) Mackerel 1ea, shiso

90g, 영양부추 또는 실파 40g, 식초 200ml, 통깨 약간,

leaves 6ea, salt 90g, chives or green onion

스시용김 1장, 와사비 약간, 초생강 50g

40g, vinegar 200ml, sesame a bit, 1 laver for
sushi, wasabi a bit, ginger 50g

만드는 법 1 고등어는 3장뜨기한 후 소금에 2시간 절인
다. 2 물에 씻은 후 갈비뼈와 가운데 가시를 제거한다. 3

How to cook 1 Cut the mackerel into 3

고등어를 식초에 30분 담가둔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pieces for sushi, and then preserve it in salt

4 고등어를 2mm간격으로 썰어둔다. 5 김을 반으로 자 for 2 hours. 2 Wash them and get rid of ribs
른 뒤 김발 위에 김을 얹고 손질한 고등어를 넓게 김 위

and middle bone. 3 After soaking them in

에 편다. 6 고등어 가운데 와사비를 바르고 차조기잎 초

vinegar for 30 minutes, strain it. 4 Slice the

생강 영양부추 통깨를 넣고 말아준다.

mackerel to a thickness of 2mm.5 Cut laver
into half, and spread the dressed mackerel
on it. 6 Apply wasabi on the middle of sliced
mackerel and place shiso leaf, pickled ginger,
chives and sesame on the fish and then rol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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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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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한드로 꾸에얄 Alejandro Cuellar
콜롬비아
COLOMBIA

RESTAURANT 5 Sentidos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아방가르
드 케이터링 레스토랑.

Alejandro Cuellar, a young promising chef

알레한드로 꾸에얄은 콜롬비아 요리를 세계 무대에서 성

with creativity for the enrichment of the

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기농 요리가 전문이기에, 그

culinary world, successfully enters the

의 레스토랑에서는 순 친환경 제품들로 식기를 만들고,

Colombian gastronomy scene, bringing

밭에서는 채소, 꿀벌, 닭, 송어 등 요리를 위한 재료를 재

avant-garde trends with Columbian roots

배한다. 또한 요리를 통한 사회공헌에도 힘써온 그는 콜

and flavors. As a spokesperson for Save the

롬비아 Save The Children의 대변인이자, Don Juan 잡

Children Colombia, he has contributed to

지 선정 2016년 올해의 콜롬비아인 100인으로도 선정

social responsibility and nominated one of

되었다. 현재 케이터링 회사인 <5 Sentidos>의 총괄 셰프

the 100 most outstanding Colombians in

를 담당하고 있으며, ‘ Master Chef Colombia ’ 3시즌 연

2016 by Don Juan magazine. He is currently

속 심사위원과 ‘ Master Chef Poland ’의 초청요리사 등

the executive chef of the catering company,

여러 나라의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특히, 보고타 와인

<5 Sentidos> where he specializes in

앤푸드페스티벌의 총괄셰프, 스페인 미쉐린 1스타 레스

events of high-class cuisine. He was former

토랑 새해 축하 만찬 초청요리사 등 미식 축제에서의 경

executive chef of Bogota Wine & Food

험은 제주에서도 그를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창의력을

Festival, and invited as a judge of ‘Master

바탕으로 시각예술과 조화예술을 혼합하는 것이 특징인

Chef Colombia’ and invited chef in ‘Master

그의 요리는 다채로운 색상과 미적 구성을 지닌 향과 맛

Chef Poland’. He has successfully combined

을 자아낸다.

Columbian culinary culture with the visual
and harmonious arts which are perceiv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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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전통과 풍미를 대표하는 전도유망한 셰프,

textures, ingredients, aromas and flavors that
with not only the palate, but all the senses of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the most demanding diners.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고, 저의 모국 콜롬비
아의 미식을 한국의 다재다능한 셰프들과 공유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습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요리하는 것에 정직해지고, 마음을 담아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료를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죠.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르는 커리어
입니다. 또 꾸준히 스스로의 역량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면 뒤쳐지게 되죠. 그럼에도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충
분히 가치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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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한드로 꾸에얄 | Alejandro Cuellar

제주 천경 전복 김치 칵테일
Jeju Citric Abalone Kimchi Cocktail

만드는 법

재료 전복 껍데기 하나, 활전복 반 개, 레몬 한 조각, 오

Ingredients Abalone shell 1ea, abalone

렌지 주스, 양파, 파프리카, 케첩, 고수, 셜롯, 우스터소

1/2ea, Lemon 1pc, orange juice, onion,

스, 고수, 성게알 30g, 검은 콩

paprika, ketchup, coriander, shallot,
Worcestershire sauce, sea urchin 30g, black

만드는 법 1 파프리카와 김치, 양파를 네모 반듯하게 자

bean, Jeju Hallabong 1/2ea, Jeju tangerine

른다. 김치국물을 섞고, 1시간 동안 냉장실에서 재운다.

1/2ea

2 모든 물기를 제거한 후, 레몬 주스, 썬 고수, 우스터 소
스, 브랜디, 케첩을 추가한다. 레몬 조금, 한라봉 반 개

How to cook 1 Cut the peppers, the kimchi

와 제주감귤 반 개를 넣은 후 1시간 동안 놔둔다. 3 성게

and the onion in burnoise, mix all with the

알을 코코넛 밀크, 소금 조금과 함께 블렌딩 한다. 4 아

kimchi brine and wait for one hour at room

보카도와 레몬 주스, 소금을 블렌딩 한다. 5 전복의 검

temperature. 2 Drain everything and add

은 부분을 칼로 제거한 후, 흰 부분을 떼어내 세로로 썰

the juice of the lemons, chopped coriander,

은 뒤, 냉장고에 보관한다. 6 셜롯을 자르고, 강판에 갈

the Worcestershire sauce, the brandy, the

은 비트, 물 3/4컵과 섞는다. 물기를 제거하고 소금과 설

ketchup, then add the rest of one lemon, 1/2

탕을 넣어 끓이며, 식초와 양파를 추가하며 더 끓인 후

hallabong and 1/2 jeju tangerine. Let it rest
for 1 extra hour. 3 Blend the sea urchin with

씻은 후, 튀긴다. 소금을 넣고, 키친 타올 위에 놔둔다. 8

the coconut milk and a pinch of salt 4 Blend

전복을 올리브유, 소금, 감귤주스 조금으로 간한다. 9 전

the avocado with the juice of one lemon and

복 껍데기에 케첩 한 소스를 올리고, 전복, 아보카도 소

a pinch of salt 5 Clean all the dark parts of

스, 튀긴 플랜테인, 절인 양파를 추가한다. 고수를 올리고

the abalone with a knife, then cut the white

접시에 콩을 부어 데코레이션 한다.

part in very thin stripes, reserve cove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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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게 놔둔다. 7 플랜테인을 얇은 동전처럼 잘라 찬 물에

the fridge. 6 Cut shallot in thin wheels. Grate
the beet and mix with 3/4 cups of water,
drain and boil the beet water with salt and
sugar, add the vinegar and the onions, boil
and reserve until cold. 7 Cut the plantains in
thin coins, clean them with cold water and
deep fried them, put some salt and put them
in absorbing paper. 8 Season the abalone
with olive oil, salt and a few drops of the
jeju tangerine juice. 9 Place ketchup sauce
on abalone shell, and add abalone, avocado
sauce, fried plantain, pickled onion. Decorate
them by putting coriander and pouring beans
into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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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진 Yang Yong-Jin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낭푼밥상
제주 향토음식을 정갈한 코스 요리 및
한상 차림으로 따뜻하게 풀어낸다.

Yong-Jin Yang has endeavor to pass down

명인과 함께 제주 향토음식의 권위자로서, 전통 식문화

Jeju traditional cuisine and food culture with

를 후대에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탈리아 아따볼

his mother, Ji-Soon Kim, the first Master of

라콘로셰프(A Tavola Con Lo Chef)의 피자, 파스타, 리

Traditional Food of Jeju. As expert of Jeju

조또 과정을 수료했고 동경제과학교, 일본과자전문학교

traditional food culture, he finished Pizza,

등에서 전문가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1996년부터 제과

Pasta, Risotto course at ‘A Tavola Con Lo

제빵학원을 운영해왔으며 현재는 김지순요리제과학원장

Chef’ in Italy, and expert course at Tokyo

으로 재직중이다. 특히 2000년부터 제주향토음식보전연

Confectionery School and Japan Professional

구원을 설립하여 제주 음식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제주

Confectionery College. He has operated

산 식재료 연구를 통한 제주음식문화 발전방향에 대한

confectionery academy since 1996, and now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쿠킹클래스

he is in charge of Principal of Ji-Soon Kim’s

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파 방송에서 요리프로그램 '양

Culinary and Confectionery Academy. He

용진의 로컬푸드'를 진행하는 한편, 향토음식 파인다이닝

established Jeju Local Cuisine Preservation

<낭푼밥상>으로 제주 향토음식을 대중에 가까이 선보이

Institute in 2000, has endeavor to preserve

고 있다. 모친 김지순 명인이 옛 맛을 되찾기 위해 기록

the original form of Jeju food culture and

을 모았다면, 양용진 원장은 기록을 바탕으로 맛을 경험

research local ingredients of Jeju in order to

하게 하고, 제주의 토종 식재료를 살리는 운동과 식재료

develop Jeju traditional cuisine He appears on

에 사회문화적 의미를 부여한다.

TV show ‘Yong-Jin Yang’s local food’ in public
TV networks, and he makes Jeju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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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의 양용진 원장은 모친 김지순

food much public by he and her mother’s
restaurant <Nangpoon Bapsang>.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해를 거듭할 수록 정리되는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요리는 좋은 재료와 요리를 먹을 사람과 요리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일단 재료가 중요합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셰프는 자신보다 남을 위해 요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갖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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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진 | Yang Yong-Jin

만드는 법

한라봉 지름떡과
메밀감귤크림감자범벅

재료 (2인분 기준) 찹쌀가루 1컵, 소금 3g, 물 20cc, 한

Ingredients Sticky rice powder 1 cup, salt 3g,

라봉착즙쥬스 80ml, 황설탕 30g, 식용유 약간, 메밀가루

water 250cc, hallabong extraction juice 80ml,

30g, 물 50g, 생크림 50ml, 설탕 20g, 연유 10g, 고구마

brown sugar 30g, cooking oil a bit, buckwheat

Hallabong Rice Cake,
Buckwheat Tangerine Cream Potato Pudding

칩 2장, 고구마 150g, 감귤쥬스 200ml, 데코스노우 약간

powder 30g, fresh cream 50ml, sugar 20g,
condensed milk 10g, sweet potato chip 2

만드는 법 1 물에 소금을 넣고 끓인다. 2 찹쌀가루에

slices, sweet potato 150g, tangerine juce

끓인 물을 부어 반죽하고 모양틀로 찍어낸다. 3 팬에 식

200ml, deco snow a bit

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앞뒤로 굽는다. 4 떡을 조금 식힌
후 한라봉 쥬스에 담갔다가 건져서 설탕을 묻힌다. 5 물

How to cook 1 Boil water with salt. 2 Pour

과 메밀가루를 혼합하고 생크림을 섞어서 약한 불에 올

boiled water into sticky rice powder, knead

려 휘저으며 가열한다. 6 메밀이 익으면 설탕과 연유를

it, and shape it by mold. 3 Oil the pan, and

혼합하여 크림을 완성한다. 7 고구마는 껍질 벗기고 얇

roast dough back and forth. 4 Cool down the

게 썰어 냄비에 담고 감귤쥬스를 부어 삶는다. 8 잘 익

rice cake, soak it in Hallabong juice, and then
smear sugar to it. 5 Mix water and buckwheat

구마를 펴 바르고 메밀크림을 짜 넣고 그 위를 다시 으

powder, then heat it with cream on low heat.

깬 고구마로 덮은 후 냉동고에 넣어 굳힌다. 10 메밀크

While heating, stir them. 6 If buckwheat is

림감저범벅 옆으로 지름떡을 기대고 고구마칩을 꽂은 후

cooked, finish the cream by mixing it with

데코 스노우를 뿌린다.

sugar and condensed milk. 7 Peel the sweet
potato, cut them into thin slices, place i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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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구마는 건져서 곱게 으깬다. 9 반구형 틀에 으깬 고

pot, and boil with tangerine juice. 8 Scoop out
well-ripen sweet potato, and mash it well. 9
Spread mashed sweet potato on hemispheric
mold, put buckwheat cream, cover it with
mashed sweet potato, and then harden them
in refrigerator. 10 Place rice cake aside from
buckwheat cream potato pudding, put sweet
potato chip, and then scatter deco snow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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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출 Yang Chul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양출쿠킹
좋을 양(良), 나오다 출(出), '좋은 음식
을 내놓는다.' 라는 뜻을 가진 서울 신
사동에 자리한 일본 가정식 전문 식당.

Yang Chul, who had dreamed of being an

력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일본 도쿄 핫토리 영양전문학

actress, unexpectedly attracted by cooking

교에 입학하며 요리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졸업 후 한

when she was in Japan. After graduated

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좋을 양(亮) 나올 출(出) 이라는 이

from Hattori Nutrition College in Tokyo, she

름 하에 좋은 것을 내어준다는 마음으로 신사동 작은 골

opened a small bistro called <Yang Chul

목 작은 밥집인 <양출쿠킹>의 문을 열어 5년째 운영 중

Cooking> which means ‘presenting good

이다. 정갈하고 맛있는 그녀만의 일본 가정식과 더불어,

things’ in Sinsa, Seoul, and has managed it

손님들에 먼저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이어

for 5 years. Since people who attracted by not

나가는 <양출쿠킹>만의 편안한 분위기에 매료된 사람들

only tasty and neat dishes but comfortable

이 쿠킹 클래스를 요청해 양출키친 또한 새롭게 오픈할

atmosphere of her bistro asked cooking

수 있었다. 현재 외국인 대상의 Cooking Trip을 통해 한

class, she could open ‘Yang Chul kitchen’ as

국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있으며, 농장과의 협업을 통한

well. She introduces the excellence of Korean

건강한 식문화 만들기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SBS드라

culinary culture to foreigners by managing

마 <사랑의 온도> 출연자 요리연습진행, 나 혼자 산다 쿠

Cooking Trip, and also endeavors to make

킹클래스 진행 등 왕성한 방송 활동과, SK행복도시락 아

healthy dietary culture by collaborating with

동공급메뉴, 아침식사메뉴 개발 등 사회공헌에도 힘쓰며

local farm. Currently, she is active in various

그녀가 갈망하던 요리사의 길을 착실히 걷고 있다.

area. She appeared on Korean TV shows
such as ‘I live alone’ and ‘The temperature of
love’ as cooking director, and she contributes

2019 JFWF

GARDEN DINNER

연기자를 꿈꾸던 양출 셰프는 돌연 일본에서 요리의 매

to public welfare by developing menu
of ‘SK happiness lunch box’ which is for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disadvantaged.

JFWF 에서 국제적인 셰프님과 만날수 있어 영광이었어요,
콜롬비아에서 온 알레한드로 셰프와는 연이 닿아 페스티
발 이후 양출쿠킹에서 함께 팝업을 기획하기도 했답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끈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끈기가 중요하지만 요리는 체
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인내를 필요로하는 직업입니
다. 끈기가 없다면 버틸 수 없어요.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셰프라는 직업은 정말 힘듭니다. 요리를 사랑하지 않으
면 힘들어요, 과정이 너무 힘들기에 본인 스스로 즐길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어떠한 과정
도 견딜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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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출 | Yang Chul

천혜향 소스를 곁들인 제주 뿌리채소와
유기농 허브
Jeju Root Vegetables and Organic
Herbs with Cheonhyehyang Sauce

만드는 법

재료 천혜향 2개, 크림치즈10g, 레몬즙1T, 펜넬씨드, 알

Ingredients Cheonhyehyang 2ea, cream

감자1개, 비트1/4개, 딜, 처빌, 쏘렐, 경수채, 땅콩, 소금,

cheese 10g, lemon juice 1Tb, fennel seed,

후추

potato 1ea(small),beet 1/4ea, dill, chervil,
sorrel, mizuna, peanut, salt, pepper

만드는 법 1 천혜향은 껍질을 벗긴 후 착즙기에 넣고 쥬
스를 만든다. 2 냄비에 1과 크림치즈, 레몬즙, 펜넬씨드,

H ow t o c o o k 1 P e e l o f f t h e s k i n o f

소금, 후추를 넣고 끓여준다. 3 2를 블렌더로 갈아준 후

Cheonyehyang and put it in the juicer and

체에 내려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한다. 4 감자는 찜기에

make juice. 2 Add 1, cream cheese, lemon

부드러워 질 때까지 쪄준다. 5 비트는 뜨거운 물에 부드

juice, fennel seed, salt and pepper to the

러워 질 때까지 삶아준 후 잘라 준비한다. 6 각종 채소와

pot and boil. 3 2 to a blender and then sieve

허브는 물에 살려 준비한다. 7 땅콩은 곱게 다져준다. 8

down and keep cool in the refrigerator. 4 The

준비해둔 감자는 튀김기에 바삭해질때까지 튀긴다. 9 접

potatoes are steamed until they are softened

시에 준비해둔 채소와 허브, 감자, 비트를 올리고 1를 부

in the steamer. 5 Boil the beets until softened

어준다. 10 9에 7를 뿌려 마무리한다.

in hot water and cut them. 6 Prepare various
fresh vegetables and herbs. 7 Grind the
the fryer. 9 Put vegetables, herbs, potatoes,
and beets and pour 1.10 Sprinkle 7 to 9 to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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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nuts. 8 Fry potato until they are crisp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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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권 셰프는 샌프란시스코 리츠칼튼호텔, 서울 W

Chef Edward Kwon has been a chef at

호텔, 텐진 쉐라톤 그랜드호텔, 두바이 버즈 알 아랍 호

the Hotel Ritz Carlton and the W Hotel in

텔에서 요리 경험을 쌓았다. 그는 프랑스 요리를 전공하

San Francisco, the Sheraton Grand Hotel

였지만 한식 스타일을 본인의 요리에 녹여내며 세계화에

in Tianjin, China, executive chef of the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컨템포러리 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행사의 만찬 자문

Fairmont Hotel in Dubai, and executive chef

스토랑.

을 맡았고 2015년 평창올림픽 특선메뉴 총괄 셰프로 선

of the famous Hotel Burj Al Arab in Dubai.

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프랑스 관광청 미식 가이드인 『라

Although he specializes in French cuisine, he

리스트』선정 ' 세계 100대 레스토랑 '에 3년 연속으로 등

is interested in globalizing Korean cuisine,

재된 <랩 24>와 <엘리멘츠>의 오너셰프로 있다. 최근에

so infuses his dishes with Korean flavors and

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외식업과 음식 문화에 대한 새로

styles. He has been appointed consultant to

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김해의 <에스키

various national banquet events and recently

스>라는 복합다이닝 문화공간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become the executive chef for the 2018

셰프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끊임 없는 연구와 도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or which he

전을 이어가는 에드워드 권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표

has developed 10 special menus. As CEO of EK

셰프이다.

Foods, he runs <Lab XXIV>, and <Elements>.

에드워드 권 Edward Kwon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LAB24, 엘리먼츠
'하루 24시간 동안 요리를 연구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가장 현대적이고

1000Restaurants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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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XXIV> has been on the La Liste World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4년째 참가하면서, 행사가 자리를 잡아감에 있어서 누구
보다 뿌듯하고,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 국내 미식의 식문
화와 다이닝의 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요리를 대하는 셰프와 고객의 자세. 마음가짐이라 생각
합니다. 좋은 식재료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고 처음으로 접하는 그 본연의 자세야 말로 진
정으로 음식을 통해 이루어잘수 있는 소통의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이지만, 인간의 삶을 영위
하는 가장 기본적 문화를 창출해 내는 사람으로서의 사
명감이 있다면 노동이 아닌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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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권 | Edward Kwon

제주돼지 항정살과 봄 샐러드, 호박식초 소스
수비드 항정살
Jeju Pork Jowl, Spring Garden, Pumpkin
Vinegar Glaze Sous Vide Pork Jowl

만드는 법

재료 [수비드 항정살] (5인분 기준) 제주돼지 항정살

Ingredients [SOUS VIDE PORK JOWL] Pork

600g, 소금, 후추, 포도씨유 50ml [가든 샐러드] 꽃상추

jowl 600g, salt, pepper, grapeseed oil 50 ml

2개, 미니코스 3개, 허브류 20g [태국고추 트러플 드레

[GARDEN SALAD] 2 endives, 3 mini romaines,

싱] 태국 고추 5g, 피쉬 소스 100ml, 레몬 즙, 양파 썰은

herbs 20g [THAI CHILI TRUFFLE DRESSING]

것 1/4, 썰은 레몬그라스 1/4, 종려당 100g, 물 150ml,

Thai chili 5g, fish sauce 100ml, fresh lemon

올리브유 30ml, 트러플 오일 [호박식초 소스] 호박식초

juice 1/2, chopped onion 1/4, chopped

50ml, 설탕 30g

lemongrass 1/4, palm sugar 100g, water
150ml, olive oil 30ml, truffle oil [PUMPKIN

만드는 법 [수비드 항정살] 1 항정살의 지방을 제거한

VINEGAR GLAZE] Pumpkin vinegar 50ml,

뒤, 포도씨유와 약간의 간을 한 다음 진공 포장한다. 2

sugar 30g

58도에서 80분 저온조리한다. [가든 샐러드] 1 상추를
먹기 좋게 자른다. 2 얼음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하여

How to cook [SOUS VIDE PORK JOWL]

둔다. [태국고추 트러플 드레싱] 1 중불로 달구어진 팬에

1 Get rid of fat of jowl, and season it

올리브 오일을 두른다. 2 양파, 레몬그라스를 볶아준 뒤

with grapeseed oil and salt, and then get
it vacuum packed. 2 Cook it over a low

1/2로 졸여 준 다음 체에 걸러 식힌다. 3 졸인 글레이즈

temperature (58 degrees) for 80 minutes.

를 블랜더에 넣고 트러플 오일을 넣으며, 농도를 맞춰준

[GARDEN SALAD] 1 Cut endive into bite sizes.

다. [호박식초 소스] 1 호박식초가 물엿의 농도가 나올

2 Put them in iced water and squeeze water

때까지 졸여준다.

out. [THAI CHILI TRUFFLE DRESSING] 1 S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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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죽으면, 팜슈가와 피쉬소스, 칠리를 넣고 물을 부어

fry onions and lemongrass on olive oiled pan
with medium heat, and then put palm sugar,
fish sauce and chili into pan. Then pour water
and boil until it reduces by half. Then strain
it and cool it down. 2 Blend boiled glaze and
adjust to the right thickness, adding some
truffle oil. [PUMPKIN VINEGAR GLAZE] 1 Boil
the pumpkin vinegar until its concentration
becomes similar with that of starch sy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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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수 셰프는 전통에서부터 이어지는 한식을 다이닝 스

Tony Yoo is one of the most acclaimed

타일로 풀어내는 모던 코리안 퀴진의 대표셰프다. 현재

chefs of Modern Korean dining. He had

는 한식 다이닝 <두레유>의 오너셰프로, 한국 최초로 『미

opportunities to experience diverse styles

쉐린 가이드』에서 1스타을 받으며 ' 국내 최초 미쉐린 스

of cuisine in a variety of restaurants. As an

는 채집 코스 등 현대적으로 재해

타셰프 '로 이름을 알렸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다양한 레

executive chef in the Embassy of South Korea

석한 한식을 선보이는 식당.

스토랑에서 여러 종류의 요리법을 익히는 과정을 거쳤으

in the U.K, he was in charge of luncheon &

며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주영한국대사관 총괄셰프를

dinner for the London 2012 Olympics and

역임하였다. 또한 올림픽 관련 오찬 및 만찬을 총괄하며

introduced the beauty of Korean cuisine to

한식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축제의 현장

the world. He learned Korean temple food

에서 선보였다. <D6>, <키친플로스>, <이십사절기> 등 모

and Korean traditional spice at ‘Sun-Jae

던 코리안 레스토랑의 총괄셰프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

Temple Food & Culture Research Institute’ and

며 한국 슬로푸드협회 정책위원을 역임하였다. 선재사찰

he has successfully launched modern Korean

음식연구소를 거치며 한국 사찰음식을 전수받아 사찰음

restaurants like D6, Kitchen-Flos, 24Seasons

식의 깊이 있는 전통 한식양념과 채집요리법을 기반으로

based on these various experience. He

하는 그 만의 독특한 한식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is currently owner chef at Korean dining

유현수 Tony Yoo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두레유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사찰
음식 바루 코스, 산나물로 조리하

dong, Seoul. He has received Korea’s first
Michelin star and won Award of Ministry of
Agriculture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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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Dooreyoo> located in Gahoe-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이번이 세번째 참가이지만 매 번 색다른 느낌입니다. 또
제주의 새로운 식재료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
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마음, 진정성. 왜냐하면 그것이 음식을 통해서 드시는 분
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요리가 비싸고 싸
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드는 가
가 중요합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누구에게나 고비는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자신
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슬럼프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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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수 | Tony Yoo

만드는 법

성게젓을 곁들인
전복장 브로컬리밥

재료 전복 1kg, 솔잎, 청주1컵, 성게알 200g, 소금, 다시

Ingredients Abalone 1kg, pine needles, rice

마가루 1작은술, 브로컬리, 제주녹차가루, 참기름, 흑임

wine 1 cup, sea urchin 200g, salt, kelp powder

자가루, 어린잎, 밥

1t/s, broccoli, Jeju green tea powder, sesame

Marinated Abalone & Broccoli Rice Bowl
Topped with Sea Urchin

[전복장용 채수] 제주푸른콩간장 2컵, 물 5컵 ,매실액1

oil, black sesame powder, baby greens

컵, 설탕1컵, 양파1개, 사과1/2개, 대파1뿌리, 건표고 2

[Vegetable stock for abalone soy sauce]

개, 청양고추3개, 마늘1통, 생강2쪽, 청주1컵, 레몬1개,

Jeju green bean soy sauce 2 cups, water 5

통후추 약간

cups, plum liquid 1 cup, sugar 1 cup, 1 onion,
1/2 apple, 1 green onion, 2 dried shiitake

만드는 법 1 전복용 솔로 전복을 껍질까지 깨끗이 닦는

mushrooms, 3 Chung-yang chilies, 2 garlics,

다. 2 찜솥에 솔잎을 넣고 물이 끓으면 찜기에 전복을 넣

ginger 2 pieces, rice wine 1 cup, 1 lemon,

고 청주를 뿌리고 솔잎과 함께 10분정도 쪄준다. 3 쪄낸

pepper

전복에서 이빨과 식도를 제거한다. 4 전복장용 채수재료

How to cook 1 Clean abalones and their

른 후 찜솥에 쪄낸 전복에 부어준다. 5 준비된 성게알에

shells with the brush. 2 Put the pine needles

는 소금(성게알 무게의 5%)과 다시마가루 1t를 넣고 버

in the hot pot. When the water boils, put the

무려서 15일 저온 발효숙성 시킨 후 사용한다. 6 제주녹

abalone in the steamer, rice wine, and steam

차가루와 브로컬리를 넣고 조리한 밥 위에 먹기 좋게 손

it with pine needles for about 10 minutes.

질한 전복장과 성게알젓을 올린다. 7 참기름과 흑임자가

3 Remove the teeth and throat from the

루, 어린잎을 올려 완성한다.

steamed abalone. 4 Put vegetabl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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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냄비에 넣고 중불에서 40~50분간 푹 끓여 체에 거

stock in a pot, boil it for 40 ~ 50 minutes in a
medium heat, and strain it. And then pour it
on the steamed abalone. 5 Add sea salt (5%
of the sea urchin weight) and 1 teaspoon of
kelp powder to the sea urchin and ferment it
for 15 days at a low temperature. 6 Put Jeju
green tea powder and broccoli on top of the
cooked rice and seafood sauce (abalone, sea
urchin). 7 Complete with sesame oil, black
sesame powder, and baby g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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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원 Lim Hee-Won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부토
한식 바앤다이닝. 흙에서 나는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이름에 맞게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식당.

임희원 셰프는 현재 모던 한식바 <부토>를 운영하고 있

Chef Hee-Won Lim is currently the owner

으며 <모모제인>, <마릴린>, <잇탤리> 헤드셰프를 역임하

chef of <Buto>, a modern Korean cusine

였다. 그가 2015년 부터 3년간 이끈 홍콩의 <모모제인

bar. Before that, he was a former head chef

>은 모던한식 레스토랑으로 현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

of <Momojein>, <Marilyn>, and <Eataly>.

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2018 미쉐린 가이드』 더 플레이

<Momojein> which is in Hong Kong headed

트 에 등재되었다. 홍콩을 뒤로하고 국내로 들어와 새로

by Hee-Won Lim has been attracting a variety

운 레스토랑을 오픈하였다. 퓨전 한식을 선보이는 바 스

of tourists as well as Hong Kong local people

타일의 이 레스토랑의 이름은 <부토>로, 아비 부(父)에 흙

and was nominated on ‘The Plate’ for the

토(土)를 써서 아버지의 흙처럼 좋은 흙에 품어 키워낸

first time among 2018 Hong Kong 『Michelin

식재료로 요리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와 동시에 LOY

guide』. In addition, <Momojein> was selected

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의 초빙교수로 임명되는 등 활발

as the Best Casual Restaurant announced by

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OliveTV ‘ 올리브쇼 ’, ‘

Foodie Hong Kong. He has recently opened

셰프의 야식 ’ 등의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스타 셰프

his new restaurant called <Buto> which

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means dishes made by excellent ingredients.
In addition, he was invited visiting professor
various TV shows such as OliveTV ‘Olive Show’
and <Late Night Meal of Ch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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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OY College of Design and appears on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아름다운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을 참가하게 되어 아
주 기쁘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셰프님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요리를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손님이 즐
거울 수 있는 요리를 하는거예요. 직관적으로 맛있고 편
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를 하는 것.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당장 원하는 요리를 할 수 없지만, 수련을 하고 인
내해서 당당하게 셰프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간다면 멋진
요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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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원 | Lim Hee-Won

뿔소라를 올린 톳 비빔국수
Hijiki Noodle,
Topped with Murex

만드는 법

재료 제주 뿔소라, 산초, 고추가루, 귤껍질, 고추기름, 카

Ingredients Jeju murex, Chinese pepper,

펠리니, 간장, 청어알젓갈

chili powder, tangerine peel, chili oil, capellini,
soy sauce, salted herring roe

만드는 법 1 제주 뿔소라를 끓는 물에 5분간 삶아준다.

2 180도 기름에 산초, 고추가루, 진피를 넣고 고추기름 How to cook 1 Boil murex in boiling water
을 만든다. 3 카펠리니를 뜨거운물에 3분간 삶아 찬물로

for 5 minutes. 2 Put brown pepper, chili

헹궈준다. 4 미싱볼에 고추기름 간장소스를 넣고 비벼주

powder, and tangerine peel in 180 degrees oil

고 청어알젓갈과 뿔소라를 올려 완성한다.

to make chili oil. 3 Boil capellini in hot water
for 3 minutes and rinse it with cold water.

4 Mix capellini with chili oil and put salted
herring roe and murex on top.

2019 JFWF

GARDEN DINNER
90

91

저스틴 리 Justin Lee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JL 디저트바
서울에 국내 최초 바와 디저트가 결
합된 컨셉의 식당.

디저트 분야에서 꾸준한 내공을 쌓아온 저스틴 리 셰프

Developing his culinary competence steadily,

는 셰프 커리어를 시작한 이래로 다수의 국내 유명 레

Justin Lee worked at a number of well-known

스토랑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호주 브리즈번 <Il Centro

restaurant in Korea. After that, he decided

Restaurant>에서 근무한 뒤 뉴질랜드로 무대를 옮겨 뉴

new challenge at Australia. After he worked at

질랜드 최고의 레스토랑에 선정된 <Clooney>에서 Head

<Il Centro Restaurant> in Brisbane, moved to

Pastry Chef로 활동하는 한편, 2015년에는 미국 최고의

New Zealand and served as head pastry chef

패스트리 셰프인 Antonio Bachour 주최 패스트리 대회

in <Clooney> which was nominated as the

우승, 뉴질랜드 최고의 패스트리 샵으로 선정된 <Miann>

best restaurant in Australia. Trying to develop

의 오픈 멤버, 파크 하얏트 부산 패스트리 셰프 역임 등

his skill, he won a pastry championship held by

패이스트리 분야에서 독보적 커리어를 이어왔다. 이후

Antonio Bachour who is the best pastry chef

2016년 10월, 국내 최초 레스토랑바와 디저트가 결합된

in United States in 2015. Also, he contributed

컨셉의 <JL 디저트바>를 오픈하였다. 이후에도 도전을

to open of <Miann> which was nominated

멈추지 않고 『2018 발로나 C3 초콜릿대회』 아시아 결승

as the best pastry shop in New Zealand and

에 진출하는 등 역량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온 저스틴 리

served as pastry chef at Park Hyatt Hotel

셰프는 디저트에서 최대한의 맛을 이끌어내는 셰프이다.

in Busan. In 2016, he opened <JL Dessert
restaurant bar and dessert. Even though he
opened his own dessert bar, he persistently
try to develop his culinary skills and got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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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whose concept is the combination of

the final of <2018 Valrhona C3 Chocolate
Competition>. He is the chef who can draw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maximum flavor of dessert.

항상 꿈꾸던 제주도에서 제가 좋아하는일 디저트만드는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른 셰프들과 그리고
많은 고객들과 다이렉트로 교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디저트의 꽃이라고 할수있는 초콜릿이나 다양한 제철 식
재료를 폭넓게 사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다른 직업과는 달리 셰프는 겉모습만 화려할뿐입니다.
요즘 추세처럼 편하게 일할려고만 하면 나중에 더 힘들
어 질것이 분명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때 돈이나 복지
생각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하고싶은 요리나 일하고
싶은 곳을 찾아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이 가장 빠른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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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리 | Justin Lee

둘쎄 한라봉
Dulcey Hallabong

만드는 법

재료 [둘쎄 초콜릿 나멜라카] (32인분 기준) 우유 200ml,

Ingredients [DULCEY CHOCOLATE NAM

둘쎄 초코렛 340g, 젤라틴파우더 4g, 물 20ml, 레스큐어

ELAKA] (32 servings) Milk 200ml, Dulcey

크림 400g. [둘쎄 초콜릿 브라우니] (80인분 기준) 둘쎄

chocolate 340g, gelatin powder 4g, water

초콜릿 160g, 무염버터 102g, 설탕 193g, 계란 227g,

20ml, Lescure cream 400g. [DULCEY

간 아몬드 120g, 소금 3g. [진저크럼블] (40인분 기준)

CHOCOLATE BROWNIE] (80 servings) Dulcey

무염버터 100g, 설탕 100g, 페스트리 플로어 100g, 생

Chocolate 160g, unsalted butter 102g, sugar

강 7g, 아몬드 100g. [카다몸 파우더] 코코넛오일 1병,

193g, egg 227g, ground almond 120g, salt 3g.

카다몸 1통, 졸빗 400g

[GINGER CRUMBLE] (40 servings) Unsalted
butter 100g, sugar 100g, pastry flour

만드는 법 [둘쎄 초콜릿 나멜라카] 1 젤라틴을 분량의

100g, ginger powder 7g, Almond 100g.

물에 불린다. 2 우유를 끓여 살균한 뒤 녹인 초콜릿에 부

[CARDAMOM POWDER ] Coconut oil 1 bottle,

어 유화시킨다. 3 크림도 같이 잘 유화 시킨 뒤 하룻밤

cardamom 25g, zorbit 400g.

굳혀 사용한다. [둘쎄 초콜릿 브라우니] 1 블렌더에 달
걀, 설탕, 녹인 초콜릿, 녹인 버터 순으로 믹스를 잘 만들

How to cook 1 Soak gelatin powder in
the water. 2 Boil milk, sterilize it and pour

높이와 넓이의 팬에 펴주어 170도 오븐에 20-25분 구

it into melted chocolate for emulsification.

워준다. 3 잘 식혀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사용한다. [진

3 Emulsify cream for overnight. [DULCEY

저크럼블] 1 블랜더에 모든 재료를 넣고 크럼블 형태로

CHOCOLATE BROWNIE] 1 Blend egg, sugar,

만들어 준다. 2 170도 오븐에 뒤집어 가며 15분 구워준

melted chocolate and melted butter in order,

다. [카다몸 파우더] 1 60도 정도까지 코코넛오일을 데

mix almonds and salt well. 2 Bake in a pan

워준 뒤 거칠게 부순 카다몸을 우려낸다. 2 말토 덱스트

of the desired height and width and bake it

린을 섞어 원하는 텍스쳐 원하는 강도의 향으로 파우더

for 20-25 minutes in the 170 degrees heated

를 만들어준다.

oven. 3 Cool it down and cut into siz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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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준 뒤 아몬드 간 것과 소금을 잘 섞어준다. 2 원하는

desire. [GINGER CRUMBLE] 1 Put all the
ingredients in a blender and make them
crumble. 2 Turn the oven to 170 degrees and
bake for 15 minutes. [CARDAMOM POWDER ]

1 Heat coconut oil up to 60 degrees and brew
roughly-cut cardamom. 2 Mix maltodextrin
to make the desired texture and scent of th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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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나이대 셰프 중 가장 재능있는 셰프 중 한 명으로 꼽

Karol Okrasa, the polish star chef, is

히는 폴란드 출신의 Karol Okrasa 셰프는 호텔 인터컨티

considered as the most talented chef among

넨탈 바르샤바의 <Platter by Karol Okrasa>의 총괄셰프

coeval chefs. He is currently executive

이다. 그의 레스토랑은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되었을 뿐

chef of <Platter by Karol Okrasa> in Hotel

Best Restaurants Contest』 에서 ‘The

아니라, 『100 Best Restaurants Contest』 에서 ‘The Best

Intercontinental Warsaw. His restaurant was

Best Hotel Restaurant’으로 선정.

Hotel Restaurant’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요리뿐 아니

chosen as <Michelin Guide 2019> ‘The Plate’

라 제과에 관한 내공도 풍부해 World Chocolate Masters

as well as <100 Best Restaurants Contest>‘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방송

The Best Hotel Restaurant’. He is famous for

출연을 통해 그의 요리 스타일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렸

not only his culinary skills but confectionary.

다. 요리만큼 여행을 사랑하는 셰프이기도 하다. 여행지

He was appointed judge in World Chocolate

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폴란드 요리와 문화를 알리는 것

Masters competition, and let the public know

을 마다하지 않아, 폴란드 국무부로부터 폴란드 문화를

his cuisine by appearing on TV shows. He is

세계에 전파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 BENE MERITO ' 훈

also known as travel-lover. He never minds

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spreading Polish culture and cuisine during

카롤 오크라사 Karol Okrasa
폴란드
POLAND

RESTAURANT Platter
호텔 인터컨티넨탈 바르샤바에 위치.
미쉐린 가이드 '더 플레이트' 및 『100

his travel. This is the reason why he could be
State of Poland on account of his contribution
for spreading Polish culture and 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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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ed ‘BENE MERITO’ medal by Secretary of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주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었
고, 다른 셰프들과 영감을 교류할 수 있엇습니다. 항상
본태박물관에 방문했던 것과 해녀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문화 축제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환대에 감사합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열정과 책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줄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요리할 때,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고, 문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모든 셰프가 셰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셰프는 반드시 훌륭한 전문가여야
합니다. 또 영감을 줄 스승을 찾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지
역의 역사를 배우세요. 문화와 관습을 더 잘 이해하는 것
은 요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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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 오크라사 | Karol Okrasa

훈제 소고기 엉덩잇살과 비트 쿨리스, 메밀
팝콘, 딱새우 드레싱의 톳 샐러드
Smoked Beef Loin with Beet Coulis,
Buckwheat Popcorn, Hijiki Salad with
Snapping Shrimp Dressing

만드는 법

재료 [훈제 소고기 엉덩잇살] 소고기 엉덩잇살 1.5kg

만드는 법 [훈제 소고기 엉덩잇살] 1 엉덩잇살을 씻어

(세척), 소금 600g, 설탕 400g, 건초 한 줌, 위스키

막과 힘줄을 제거한다. 행궈내고 키친타올로 말린다. 2

100ml. [비트 쿨리스] 비트 1kg, 잔탄 5g, 올리브유

약간의 건초를 추가하고, 등심의 각 면에 건초를 채운다.

100ml, 생강 20g, 라임 2조각, 감귤 1조각, 소금, 후추,

3 위스키를 뿌리고 무거운 용기로 누른다. 4 냉장고에

건초 한 모둠. [메밀팝콘] 메밀(구운 것), 100g, 식용유

24시간 재운다. 5 마리네이드한 소고기를 꺼내 헹구고

200ml, 소금, 김 가루(선택). [톳 샐러드] 콜라비 1개, 톳

건조시킨다. 6 가능하다면, 이 과정을 한번 더 진행한 이

200g (마른 톳은 40g), 견과류 20g, 당근 1개, 파 50g.

후 물기가 없는 건초로 훈제한다.

[딱새우 드레싱] 딱새우 0.5kg, 양파 1개, 마늘 1쪽, 화이

[비트 쿨리스] 1 부드러워 질 때 까지 비트를 오븐에 굽

트와인 100ml, 토마토페이스트 1ts, 올리브오일 100ml,

는다. 2 잔탄, 라임 주스, 생강, 감귤 주스를 갈고, 소금과

소금, 설탕 1ts, 라임 2조각, 잔탄 2g

후추로 간을 한다. 3 건초에서 10분간 훈제한다.
[메밀팝콘] 1 메밀을 마른 팬에 한 층으로 깔아 2분동안
둔다. 2 기름을 달구고, 메밀을 2-3분 정도 굽는다. 종이
타월에서 물기를 뺀다. 3 소금으로 간을 하고 김가루를
뿌린다.
[톳 샐러드] 1 당근과 콜라비를 채 썬다. 2 견과류를 갈
15분 담궈둔다. 4 드레싱을 뿌려 15분 둔다.
[딱새우 드레싱] 1 양파와 당근, 마늘을 작은 사각형을
썬다. 2 새우 껍데기를 자른다. 3 야채를 새우와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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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빛이 날 때까지 굽는다. 3 톳을 따듯한 물에 헹구거나

소스에 볶는다. 생강을 더하고 화이트와인으로 묽기를
조절한다. 4 물을 붓고 1시간 끓인다. 5 채에 내려 식힌
후, 라임 제스트와 라임즙, 올리브오일, 잔탄 파우더와 섞
는다. 6 소금으로 간을 한다. (새우 속살을 샐러드 재료
로 써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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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법

Ingredients [SMOKED BEEF LOIN] Beef loin

How to cook [SMOKED BEEF LOIN] 1 Clean

(about 1.5kg)(cleaned), salt 600g, sugar 400g, 1

loin with membrane and tendons. Rinse and

handful of hay, whiskey 100ml [BEET COULIS]

dry with a paper towel. 2 Use cash, add a

Beet 1kg, xanthan 5g, olive oil 100ml, ginger

portion of hay and fill the sirloin exactly on

20g, lime 2pcs, tangerine 1pc, salt, black

each side. 3 Sprinkle the whole whiskey and

pepper, a portion of hay. [BUCKWHEAT

press down with a heavy container 4 Leave in

POPCORN Buckwheat (roasted) 100g, oil

the fridge for 24 hours 5 After this time take

200ml, salt, optional seaweed powder. [HIJIKI

out from the marinade, rinse and dry. 6 If

SALAD] Kohlrabi 1ea, fresh hijiki 200g (40

it is possible, you can put it in this form and

g of dry one), nuts 20g, carrot 1ea, green

once again set it on fire. By means of nicely

onion 50g. [SNAPPING SHRIMP DRESSING]

wringing and sowing it with hay.

Snapping Shrimps 0.5kg, onion 1ea, garlic

[BEET COULIS] 1 Roast the beet in the oven

clove 1ea, fruit liquor 100ml, tomato paste

until will be tender 2 Peal and blend with

1ts, olive oil 100ml, salt, sugar 1ts, lime 2 pcs,

xantan, lime juice, ginger, and tangerine

xanthan 2g.

juice. Season with salt and pepper. 3 Smoke

GARDEN DINNER

with hay for 10 minutes.
[ B U C K W H E AT P O P C O R N ] 1 T o s s t h e
buckwheat on dry pan in one layer for 2 min.

2 Warm the oil, and roast the buckwheat for
2-3 second. Automatically strain and drain on
paper towel. 3 Season with salt or seaweed
powder.
[HIJIKI SALAD] 1 Cut the carrot and kohlrabi in
julienne. 2 Roast the nuts for golden colour.

3 Rinse the hijiki or soak them for 15 min
in warm water 4 Toss with the dressing set
aside for 15 min.
[SNAPPING SHRIMP DRESSING] 1 Chop
onion, carrot, garlic in small cubes. 2 Chop
the shrimps shells. 3 Fry vegetable with
shrimps with tomato paste, add ginger and
deglaze it with white wine 4 Pour water, and
cook slowly for 1 hour. 5 Strain it and cool
it down and mix it with lime zest, lime juice,
olive oil, xanthan powder. 6 Season with salt.
(You can use peeled shrimps as the salad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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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eung Han is a passionate young man

려온 제주 청년 한문승 셰프는 제주 조천읍 북촌의 작은

who have always dreamed of becoming a

대한민국

해안가 마을에서 태어나, 도내 다수의 유명 레스토랑에

chef. He was born in nothern Jeju’s small

서 쌓은 탄탄한 조리실력을 바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KOREA

coastal village, Jocheon. After building

제주의 전통 고기국수와 돔베고기를

스시 전문점 <스시호시카이>에 입사하여 그 꿈을 이어갔

culinary skills by working in many well-known

재현.

다. 2017년 자신의 고향인 조천읍으로 돌아와 자신의 성

restaurants in town, he joined Jeju’s most

을 건 <제주한면가>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주한면가>를

famous sushi restaurant, <Sushi Hosikai> and

통해 한문승 셰프는 제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기

pursued his career as a chef. In 2017, he came

시작하며 다소 변색되고 퇴색되어 가던 제주 전통음식을

back to his hometown, Jocheon and started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어릴 적 마을 잔치에서 어르신들

his own restaurant <Jeju Hanmyeonga>,

이 돼지 한마리를 잡아 통째로 삶고 그 뼈를 푹 고아 진

which was named after his last name. He

국을 내어 정겹게 나눠먹던 ‘ 고기국수 ’와 ‘ 돔베고기 ’를

aims to promote Jeju’s true traditional food

재현하고자, 최상급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여 12시간

that has been modified and faded as tourists

이상 정성들여 고아 깊고 구수한 맛을 살려낸 제주의 진

in Jeju increased. Recreating the warm and

정한 전통 ‘ 고기국수 ’와 흑돼지 ‘ 돔베고기 ’를 선보이고

affectionate taste of ‘Meat noodle’ and

있다. 제주 청년 셰프 한문승의 진심과 열정이 담긴 한

‘Dombae meat’ that the old villagers used to

그릇의 고기국수는 가장 제주다운 한 그릇의 국수일거라

cook in village festival in his childhood, he

자신한다.

meditates his heart and passion when he had

RESTAURANT 제주한면가
조천읍에 자리한 제주 전통음식 전문
점. 최상급 제주산 흑돼지를 사용해

GARDEN DINNER

in his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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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그리던 셰프의 꿈을 향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달

한문승 Han Moon-Seung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여러 유명 셰프님들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좋은 식재
료와 그 식재료를 이용한 제주전통음식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맛'은 역시나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식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드는 요리가 최고 아닐까요?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 멀리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보도록 노력하세요.
셰프는 단순히 요리만 잘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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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승 | Han Moon-Seung

제주 전통 흑돼지 고기국수, 흑돼지 돔베고기
Jeju Traditional Black Pork Noodle and
Dombe Meat

만드는 법

재료 (150인분 기준) 흑돼지 사골 40kg, 양파 20kg 소

Ingredients (150 servings) Black pig bone

주 6병, 견면

40kg, onion 20kg, 6 bottles of Soju, dried
noodle.

만드는 법 1 사골을 물에 담궈 피를 하루동안 뺀다.

2 담근 사골을 꺼내어 큰 양동이에 넣어 1번만 끓을 때 How to cook 1 Draw blood out of pig
까지 넣어 삶는다. 3 흐르는 물에 하나 하나씩 씻는다.

bones by putting them in water for a day. 2

4 양파를 깐다. 5 육수통에 물을 채운 후 끓이고, 끓는 Pull out the pig bones and put them in a big
물에 사골을 넣는다. 6 7시간후. 양파를 넣고 소주 6병

bucket, and then boil them once. 3 Wash

을 넣고 3시간을 더 끓인다. 7 불을 끄고 큰 양동이나 냄

them in the running water one by one. 4 .

비에 덜어 넣어 담는다. 8 하루 동안 냉장실에서 식힌다.

Peel the onions. 5 Fill a bucket with water,

9 식힌 후 윗부분에 굳은 기름을 거른 후 사용한다. 10 and then boil it. When it boils, put pig bones
into boiling water. 6 After 7 hours, put

운 물에 잘 헹군 후 삶은 물에 한번 더 담갔다가 그릇에

onions, 6 bottles of Soju, and boil them again

담는다. 11 끓여진 육수를 그릇에 붓고, 얇게 썬 양파 토

for 3 hours. 7 Turn off the fire and transfer

핑을 올린다.

them into big pot or a bucket. 8 Keep them
in a refrigerator for a day 9 Strain out the
solidified oil. 10 Boil dried noodle in water,
and put it in cold water. Then, put it in boiling
water again before placing it in a bow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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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면(대면 9분, 중면 6분)을 물에 잘 삶아 건져낸 후 차가

Pour the broth in the bowl, and add onion
topp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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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X 쿠첸 (by 노애리)

갈릭BBQ소스의 비욘드버거
Beyond Burger with
Garlic BBQ Sauce

만드는 법

재료 비욘드버거 1개, 모닝빵(또는 햄버거번) 1개, 슬라

Ingredients 1 Beyond Burger, 1 morning

이스치즈 1장, 토마토 1/5개, 아삭이 상추 2장, 피클 슬

roll(or hamburger bun), 1 sliced cheese, 1/5

라이스 2쪽, 갈릭바베큐소스 (마늘(슬라이스) 3쪽 분량,

tomato, 2 lettuce slices, 2 pickle slice , Garlic

양파(채) 1/6개, 레드와인 1큰술, 시판 BBQ소스 1큰술,

BBQ Sauce(3 garlic slices, 1/6 onion(sliced),

후추 약간), 소스 양념(홀스레디쉬 2작은술, 마요네즈 2

red wine 1 table spoon, BBQ sauce(product),

작은술)

pepper, Sauce∙seasoning(Horseradish 2 tea
spoon, mayonnaise 2 tea spoon

만드는 법 1 비욘드버거는 냉장실에서 해동해 준비한
다. 2 갈릭바베큐소스의 마늘은 얇게 납작 썰고, 양파는

How to cook 1 Unfreeze Beyond Burger.

채 썰어 준비한다. 3 토마토는 0.3cm 두께로 얇게 납작

2 Slice garlic and onion for garlic barbeque

썬다. 4 팬을 쿠첸전기레인지 [가열모드5]에 올리고 식

sauce. 3 Cut tomato into thin slice(about

용유(1큰술)를 두른 뒤 해동한 비욘드버거를 올려 앞뒤

0.3cm). 4 Put frying pan on Cuchen Electric

로 2분씩 구워 건진다. 5 [가열모드3]으로 온도를 낮추

Range [heating mode 5] and put some oil to

고 비욘드버거를 굽고 남은 기름에 마늘과 양파를 볶아

grill Beyond Burger for 3 minutes for each
side. Put out the burger from the pan when
it’s done. 5 Lower the temperature to [heating

바글 끓으면 1차로 구워 둔 비욘드버거를 넣고 윤기나게

mode 3] and fry garlic and onion with the oil

조린 뒤 슬라이스치즈(1/2장)를 얹고 불을 끈다. 8 모닝

left from the burger for savor. 6 Boil red wine

빵을 반으로 가르고 바닥면 안쪽에는 홀스레디쉬, 윗면

to eliminate alcohol and put barbeque sauce

안쪽에는 마요네즈를 바른다. Tip. 햄버거번을 사용한다

and keep boiling. 7 Once it boils again, add

면 빵 안쪽을 버터를 발라 노릇하게 토스트해 사용해요.

the cooked Beyond Burger, boil it until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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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낸다. 6 레드와인을 붓고 바글바글 끓여 알코올을
날린 뒤 바베큐소스를 넣고 끓인다. 7 다시 한 번 바글

9 상추-슬라이스치즈를 올린 비욘드버거-토마토-피클 glossy and add a 1/2 slice of cheese before
순으로 얹고 버거번으로 덮어 마무리.

turning off the range. 8 Split the morning
roll. Spread butter on the upper part of the
roll and on the bottom part of the roll, put
horseradish. Tip If you use hamburger bun,
put butter on the inside and toast it until
it’s crispy. 9 Put lettuce-Beyond Burger with
cheese on the top-tomato-pickle on the bread
-and put the rest of the bread on the top.

동원F&B가 국내에 단독 공급하는 비욘드미트는 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해 고기의 맛과
형태, 육즙까지 재현하는 '대체 고기'다. 비욘드미트는 식물
성 고기로 알려진 기존 콩고기보다 맛, 향, 즙 등의 측면에서
더욱 고기에 가까운 '최고의 대체 식품'으로 평가받는다. 실
제 육류에 비해 철분, 단백질이 많으면서도 포화지방과 콜레
스테롤은 매우 낮아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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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X 쿠첸 (by 노애리)

비욘드 타코라이스(비욘드 탑밥)
Beyond Taco Rice (Beyond Topbap)

만드는 법

재료 양상추 2장, 어린잎채소 1컵, 슈레드 믹스 치즈(체

Ingredients Lettuce slice 2ea, baby greens

다&모짜렐라) 6큰술, 밥 2공기, 비욘드칠리토마토소스

1cup, shredded cheese mix(cheddar &amp;

(비욘드버거 1개, 다진 마늘 0.5큰술, 다진 양파 1/2개

mozzarella) 6ts, rice 2 bowls, Beyond Chilly

분량, 맛술 1.5큰술, 토마토 페이스트 0.5큰술, 홀토마

Tomato Sauce(Beyond Burger 1ea, crushed

토 1컵 = 200ml, 다진 청양고추 1개 분량, 크러쉬드페퍼

garlic 1ts, chopped onion 1/2ea, cooking

0.5작은술, 파프리카가루 1작은술, 우스터소스 1큰술, 후

wine 1.5Tb, tomato paste 0.5ts, whole tomato

추 약간, 월계수잎 1/2장), 아보카도살사(아보카도 1/2

1cup(200ml), chopped Cheongyang pepper

개, 토마토 1/2개, (다진)적양파 4큰술, 라임 1/2개(=라

1ea, crushed pepper 0.5ts, paprika powder 1ts,

임즙 2큰술 분량), 올리브유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

Worcester sauce 1Tb, pepper, bay leaf 1/2ea,

간)

Avocado Salsa(avocado 1/2ea, tomato 1/2ea,
red onion(chopped) 4Tb, lime juice 2Tb, olive

만드는 법 1 비욘드버거는 냉장실에서 해동해 준비한

oil 1Tb, salt, pepper)

다. 2 아보카도와 토마토는 속씨를 제거한 뒤 굵게 다지
고, 라임은 즙을 낸다. 3 아보카도살사 나머지 재료와 고

How to cook 1 Unfreeze Beyond Burger
in the fridge. 2 Remove seed from avocado

인지 [가열모드5]에 올리고 식용유(1큰술)를 두른 뒤 양

tomato and chop them roughly, and juice

파를 넣고 갈색이 나도록 볶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 가볍

the lime. 3 Mix the rest of the ingredients of

게 볶는다. 6 [가열모드3]로 불을 줄인 뒤 비욘드버거를

avocado salsa. 4 Slice lettuce in big pieces. 5

넣고 주걱으로 잘게 부숴가며 1분 정도 볶다가 토마토페

Put frying pan on the Cuchen Electric Range

이스트를 넣고 30초 정도 볶는다. 7 맛술을 부어 바닥의

and put oil (1 table spoon) and fry onion until

눌러 붙은 재료를 긁어내고, 홀토마토, 월계수잎을 넣고

it’s brown. Add crushed garlic in to the pan

덩어리를 부숴가며 끓인다. 8 다진 청양고추, 크러쉬드

and stir it gently. 6 Lower the temperature

페퍼, 파프리카가루, 우스터소스를 넣고 저어가며 5분 정

to [heating mode 3] and put Beyond Burger.

도 끓인 뒤 마지막에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춘다. 9 그릇

Crush it with a spatula while frying it for about

에 밥을 담고 비욘드칠리토마토소스와 양상추, 어린잎채

1 minute. Add tomato sauce and cook for

소, 슈레드믹스치즈, 아보카도살사를 올려 마무리.

30 seconds more. 7 Pour cooking wi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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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섞는다. 4 양상추는 굵게 채 썬다. 5 팬을 쿠첸전기레

remove the ingredients stuck on the pan. Put
whole tomato and bay leaf and crush the pieces
while boiling. 8 Put chopped Cheongyang
pepper, crushed pepper, paprika powder and
Worcester sauce and boil for 5 minutes stirring.
Season it with salt and pepper. 9 Put rice in
the bowl and add Beyond Chilly tomato sauce,
lettuce, baby green, shredded cheese mix and
avocado salsa on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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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상급 셰프들이 6가지의 정찬코스를 준비하여 미식의 향연이 펼쳐졌다. 공연과 행사를 포함한 다채

갈라디너 2019.5.11

티벌의 마지막 행사였던 갈라디너는 2019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로운 이벤트와 더불어 코스에 페어링되는 와인은 갈라디너의 품격을 더욱 높여주었다. 제주푸드앤와인페스
상징적인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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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LIST
임서형 Lim Seo-Hyung
제주 반(돼지수육, 두부, 순대) 바삭한 메밀빙떡
우영팟(돼지고기엿을 얹은 감자구이), 광어된장물회
폴 셈보시 Paul Semboshi
캐비어, 마리네이드한 도미를 곁들인
유기농 그린 아스파라거스
에드가 케사다 피사로 Edgar Quesada Pizarro
에스까베체 딱새우
타츠히로 타카야마 Tatsuhiro Takayama
물냉이 소스를 얹은 옥돔, 찰보리,
누에 콩 리조또
김선옥 Kim Sun-Ok
40시간 서서히 조리한 한우 갈비, 표고버섯 퓨레,
표고버섯 피클, 튀긴 메밀
최규성 Choi Kyu-Sung
제주의 밤
우도 땅콩 비스퀴, 제주 금귤 마멀레이드
다크 초콜릿 크레므, 제주 금귤 꽁피
다크 초콜릿 크럼블

임서형 Lim Seo-Hyung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차롱
제주 한림읍에 자리한 모던 제주 음
식을 내는 원테이블 레스토랑 겸 스
튜디오.

Seo-Hyung Lim, who is the owner chef of

는 원테이블 레스토랑 겸 스튜디오 <차롱>의 오너 셰프

<Charong>, modern Jeju cuisine restaurant

로, 최근 제주의 미식 씬에서 뜨겁게 회자되는 인물이다.

with single table in Hallim, Jeju, is recently

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의 자연, 환경, 문화를 누구보

most talked-about person within Jeju

다 잘 아는 그녀이기에 제주음식을 마음에 두고 요리 공

gourmets. Since she was born and raised in

부를 시작했다. 배화여자대학에서 한식을 전공한 뒤, 궁

Jeju, she knows nature, environment, and

중음식연구원과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 몸담으며 한식

culture of Jeju more than anyone well, and

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이후 런던의 WKC, 뉴욕

finally she decided to study Jeju cuisine. After

의 ICE에서 유학하며 유명 셰프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

majoring Korean cuisine from Baehwa

험을 하면서 셰프마다 본연의 색을 가진 음식을 요리한

Women’s College, she constantly explored

다는 것에 크게 매료된 후, 제주 음식의 재해석이라는 자

Korean cuisine by attending Institute of

신만의 요리관을 정립할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 KBS

K o re a n R oy a l C u i s i n e a n d I n s t i t u t e o f

‘ 요리인류 쿠킹 스튜디오 ’ 셰프 겸 푸드 디렉터를 맡은

Traditional Korea Food. She met famous chefs

후, ‘ 제주음식담기 ’라는 테마를 가진 원테이블 레스토랑

and had diverse experience while studying in

차롱 레스토랑을 제주에 열었다. 제주 향토음식을 그녀

London WKC and New York ICE, and she could

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음식으로 제주의 이야기를 들려

establish her own values for cuisine. Coming

주는 임서형 셰프는 제주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셰프라고

back to Korea, she was in charge of chef

할 수 있다.

and food director of KBS cooking studio and
opened her own restaurant with a singl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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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형 셰프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모던 제주 음식을 내

<Charong> in Jeju whose theme is traditional
Jeju cuisine. She represents identity of Jeju by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interpreting culinary value in her own way.

국내 외 다양한 음식문화를 가진 셰프님들과 제주라는
주제로 소통할수 있어서 즐거웠고 갈라디너에서 제주이
야기를 담은 음식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식재료입니다.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는 요리의 기본요소
라고 생각합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요리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게 중요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질수 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고민
해 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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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임서형 | Lim Seo-Hyung

만드는 법

제주 반(돼지수육, 두부, 순대)
바삭한 메밀빙떡
우영팟(돼지고기엿을 얹은 감자구이)
광어된장물회

제주 반(돼지수육, 두부, 순대)

Jeju Ban(Boiled Pork Slices, Tofu, Korean

재료 오겹살 300g, 대파 1/2대, 마늘 1쪽, 통후추 5알,

Sausage)

Jeju Ban(Boiled Pork Slices, Tofu, Korean Sausage)
Crispy Buckwheat Pancake
Wooyoungpat(Grilled Potato with Pork Taffy)
Cold Flatfish Soybean Paste Soup

두부 50g, 삶은 푸른콩 30g, 소금 약간

Ingredients Pork belly 300g, green onion

[제주피순대] 돼지창자 100g, 돼지고기 35g, 돈혈 100g , 메

1/2EA, a piece of garlic, Black pepper 5 grains,

밀가루 50g, 실파 30g, 마늘 40g, 소금 약간, 생강가루 3g

tofu 50g, Boiled green bean 30g, a bit of salt [Jeju

[쌀눈볶음] 쌀눈 20g, 표고버섯 20g, 마늘 4g, 양파 18g,

Sundae] Pig intestine 100g, Pork meat 35g, Pork

식용유 18g

blood 100g, Buckwheat flour 50g, green onion

[두부칩] 감자 100g, 두부 30g, 올리고당 10g

30g, garlic 40g, salt a bit, Ginger powder 3g [Rice

[간장소스] 양파장아찌간장 50g, 푸른콩간장 10g, 채소

fried] Bud of rice 20g, Shiitake 20g, Garlic 4g,

육수 50g, 식초 10g, 설탕 10g, 한천가루 약간, 피슛(완

Onion 18g, Cooking oil 18g [Tofu Chip] Potatoes

두콩 어린잎) 4개

100g, Tofu 40g and Oligosaccharide 10g [Soy
sauce] Onion 50g, soy sauce, Green soy sauce

만드는 법 1 [수육] 오겹살은 대파, 마늘, 통후추를 넣어

10g, Vegetable stock 50g, Vinegar 10g, Sugar

진공한 뒤 70도의 물에 16시간 수비드 한뒤 모양을 반

10g, a little bit of agar powder, and 4 pea leaves

듯하게 굳힌다. 링 몰드로 모양을 찍는다. 2 [순대 볶음]

How to cook 1 Boiled pork meat: After

돼지 창자에 담은후 삶아서 식힌다. 잘게 으깬 뒤 다진

vacuuming the pork belly with green onions,

양파장아찌, 쌀눈크런치 소금을 넣어 팬에 볶는다. 3 [쌀

garlic and red pepper, protect it for 16 hours

눈 크런치] 표고버섯, 양파, 마늘은 잘게 다진다. 팬에 식

in water at 70 degrees and solidify its shape.

용유를 넣고 양파, 마늘을 볶다가 표고버섯을 넣어 볶는

Shape with ring mold. 2 Fried sundae: Mix pork

다. 쌀눈을 넣고 볶다가 100도 오븐에 2시간 굽는다. 4

blood, buckwheat flour, green onion, garlic, and

[간장소스] 냄비에 간장소스 재료를 넣고 끓인 뒤 굳힌

salt in a bowl. Put it in the intestines of the pig

다음 곱게 간다. 5 [두부칩] 감자를 삶아 두부, 올리고당

and boil it to cool it. Mash it into small pieces

을 넣고 간다. 오븐 팬에 얇게 편뒤 오븐에 말린다. 6 [두

and stir-fry it in a pan with minced onions,

부퓨레] 두부와 삶은 콩을 믹서에 간뒤 소금으로 간한다.

rice-eyed crunches, and salt. 3 Bud of rice

7 접시에 두부칩, 순대볶음, 수육, 두부퓨레, 간장소스,

crunch: Chop shiitake, onion, and garlic. Stir-

피슛 순으로 올린다.

fry onion and garlic in a pan, then put shiitake

2019 JFWF

GALA DINNER

볼에 돈혈, 메밀가루, 실파, 마늘, 소금을 넣어 잘 섞는다.

mushrooms. Stir-fry bud of rice, then bake for
2 hours in a 100 degrees of oven. 4 Soy sauce:
Boil soy sauce ingredients in a pot, harden, and
then blend finely. 5 Tofu Chip: Boil the potatoes
and add tofu and oligosaccharide. Spread thin
in oven pan and dry in oven. 6 Tofu puree:
Season tofu and boiled beans in a blender
and season with salt. 7 Place tofu chips, fried
sundae, boiled pork, tofu puree, soy sauce, and
pea leaves on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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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법

바싹한 메밀빙떡

Crispy Buckwheat Pancake

우영팟(돼지고기엿을 얹은 감자구이)

Wooyoungpat(Grilled Potato with Pork

재료 건옥돔 1/4마리, 무 50g, 실파 10g, 볶은참깨 3g,

Ingredients Dried sea bream 1/4EA, reddish

재료 알감자(지름 1.5cm) 4개, 양파 100g, 발사믹식초 5g,

Taffy)

참기름 2g, 콜라비 100g, 다시마 육수, 식용유 약간, 소

50g, green onion 10g, Fried sesame 3g,

돼지감자 100g, 우유 60g, 어린잎채소 8개, 소금, 식용유

Ingredients Potatoes 4ea(diameter

금 약간

Sesame oil 2g, Kohlrabi 100g, Kelp stock,

[돼지고기엿] 차조 500g, 돼지 등심 200g, 엿기름 250g

1.5cm), Onion 100g, Balsamic vinegar 5g,

[메밀반죽] 메밀가루 50g, 라드 100g, 소금 1.5g, 설탕

Cooking oil, Salt a bit

[우엉소일] 우엉 50g, 빵가루 50g, 소금 약간

pig potatoes 100g, milk 60g, Young leaves

8g, 달걀(흰자) 60g

[Buckwheat dough] buckwheat flour 50g, lard

[참기름 파우더] 말토덱스트린 100g, 참기름 25g

100g, salt 1.5g, sugar 8g, egg (whites) 60g

만드는 법 1 [돼지고기엿] 차조는 밥을 지어 한김 식힌

[Pork meat malt] Foxtail millet 500g, Pork

[Sesame oil powder] maltodextrin 100g,

후 불린 엿기름 물을 부어 9시간 삭힌다. 돼지고기는 삶

sirloin 200g, malt 250g

sesame oil 25g

은 후 고기는 잘게 찢어 놓고 육수는 삭힌 엿물에 섞어

[Burdock Soil] Burdock 50g, Bread powder

끓인다. 거의 졸여지면 찢은 돼지고기를 넣어 졸인다. 2

50g, salt a bit

만드는 법 1 볼에 메밀가루, 라드, 달걀흰자를 넣고 반
죽을 한다. 원형틀에 맞게 반죽을 편다. 200도 오븐에 3

vegetables 8EA, salt, cooking oil

분 구운 뒤 바로 링에 만 다음 다시 3분 굽는다. 2 무는

How to cook 1 Put buckwheat powder,

[돼지감자 퓨레] 돼지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우유를 넣고

채를 썬 뒤 데친다. 송송 썬 실파(초록부분), 소금, 참깨,

lard and egg whites in the bowl and knead.

푹 익힌 후 곱게 간다. 3 [양파퓨레] 양파는 채썰어 약불

How to cook 1 Pork meat malt: After

참기름으로 간을 한다. 3 실파 흰 부분은 약불에서 부드

Spread the dough into the mold. Bake for

에서 갈색이 날때까지 오랫동안 볶는다. 믹서에 볶은 양

cooking rice, cool it down and pour the

러울 때 까지 볶은 후 닭육수, 소금을 넣어 푹 끓인 다음

three minutes in the oven at 200 degrees,

파, 발사믹식초, 소금을 넣어 곱게 간다. 4 [우엉소일] 우

soaked sesame oil water into it and cut it for

then bake for only three minutes. 2 Chop the

엉은 슬라이스해서 말린 뒤 믹서기에 빵가루와 함께 넣

9 hours. After boiling the pork, tear the meat

radish and blanch it. Season it with chopped

어 간다. 5 [구운감자] 감자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소금,

into small pieces and boil the broth by mixing

뼈를 바른 뒤 그릴에 노릇하게 구운뒤 으깬다. 6 콜라비

green onion (green part), salt, sesame,

오일을 바른뒤 180도 오븐에 25분 굽는다. 6 접시에 돼

it in the dried shavings. When it is almost

는 얇게 썰어 다시마 육수에 익힌 다음 곱게 간다. 7 접

sesame oil. 3 Stir-fry the white portion of the

지감자퓨레, 우엉소일, 구운감자, 양파퓨레, 돼지고기엿,

boiled, add shredded pork and boil it down.

시에 콜라비퓨레를 깔고 무숙채, 건옥돔, 메밀전병을 올

green onion over low heat until it is tender

어린잎채소를 올린다.

2 Potato puree: Peel off potatoes, add milk,

린다. 실파 퓨레를 얹고 송송썬 실파, 참기름파우더를 올

and then blend finely. 4 Put maltose dextrin in

cook thoroughly, and blend finely. 3 Onion

린다.

a food processor and slowly pour sesame oil

puree: Julienne the onions and stir-fry them

and rotate it. 5 Get rid of bones of sea bream

over low heat for a long time until browned.

and grill them until they are golden brown. 6

Put stir-fried onions, balsamic vinegar, and

Cut a thin slice of Kohlrabi into the kelp stock,

salt in a blender and blend finely. 4 Burdock

then blend finely. 7 Place a kohlrabi puree

Soil: Slice the burdock, dry it, and put it in a

on a plate and top with vegetables, dried sea

blender with bread crumbs. 5 Roasted potato:

bream, and buckwheat fries. Top with a green

Wash potatoes clean, apply salt and oil, and

onion puree and top with a pine needle.

bake them in a 180 degrees of oven for 25

Sprinkle with sesame oil powder.

2019 JFWF

GALA DINNER

믹서기에 곱게 간다. 4 푸드프로세서에 말토 덱스트린을
넣고 참기름을 서서히 부어가면서 돌린다. 5 건옥돔은

minutes. 6 Place pork potato puree, burdock
soil, roasted potato, onion puree, pork malt
and young leaf vegetables on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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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된장물회

Cold Flatfish Soybean Paste Soup

재료 광어(횟감) 100g, 홍고추 1/2개, 오이 1/2개, 무

Ingredients Flatfish 100g, Red pepper 1/2EA,

30g, 레디쉬 1개, 제피오일, 파파야 멜론 1/2개, 레몬즙

cucumber 1/2EA, White Radish 30g, Radish

15g식용꽃, 프리제 약간

1EA, Papaya melon 1/2EA, Lemon juice 15g,

[금귤된장양념] 푸른콩된장 50g, 금귤즙 40g, 식초 15g,

Cooking flower a bit, Frisee a bit, Sichuan

설탕 6g, 미림 6g, 참기름 2g, 청양고추 1/2개[다시마육

pepper oil

수] 물 15L, 대파 30대, 양파 3kg, 뿌리다시마 300g, 디

[Citrus miso seasoning] green bean soybean

포리 400g, 마른고추 20개, 통후추 5큰술

paste 50g, Kumquat juice 40g, vinegar 15g,

[다시마육수] 물 1L, 대파 1/2대, 양파 1/2개, 다시마

sugar 6g, rice wine 6g, sesame oil 2g, pepper

(5x5) 3장, 디포리 5마리, 마른고추 1개, 통후추 1/2큰술

1/2EA

[레몬그라니타] 배 50g, 파파야멜론 50g, 레몬즙 15g,

[Kelp broth] water 1L, Green onion 1/2EA,

채소육수 50g

Onion 1/2EA, Kelp 3EA, dried bald 5EA, dried
chili 1EA, Black pepper 1/2 TS

만드는 법 1 볼에 금귤된장양념을 섞고 다진 청양고추,

[Lemon granita] Pear 50g, Papaya melon 50g,

다진 홍고추를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2 파파야 멜론은

Lemon juice 15g, Vegetable stock 50g

GALA DINNER

동그랗게 모양을 낸다. 3 다시마 육수는 끓여서 차갑게
식힌다. 4 배, 남은 파파야멜론, 레몬즙, 채소 육수를 넣

How to cook 1 Mix the citrus soybean

어 곱게 갈아 거른 뒤 얼린다. 5 오이, 무, 래디쉬는 얇게

paste in a bowl and add minced red pepper

채썬다. 6 광어는 1cm두께로 깍뚝썰기 한다. 된장 양념

to make the sauce. 2 Slice the papaya melon

을 버무린다. 7 그릇에 육수얼음, 무채, 오이채, 래디쉬

into circular shape. 3 Boil kelp broth and then

채, 파파야 멜론, 광어회를 올린다. 프리제, 꽃잎, 제피오

cool it down. 4 Blend pear, papaya melon,

일, 레몬그라니타를 올린다.

lemon juice, and vegetable stock, and strain
them. And ice them. 5 Julienne cucumber,
radish, white radish. 6 Dice the flatfish into
1cm thickness, and then mix them with soy
paste. 7 Add the broth, cucumbers, flatfish
sashimi, and radishes, papaya melon to the
bowl. And garnish with Frisee, petal, Sichuan
pepper oil, lemon gra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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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Semboshi, who was born in 1980 at

스 파리에서 셰프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방돔광

Osaka, started his culinary career at Paris.

일본

장의 리츠호텔을 시작으로 미식의 중심지, 5성급보다 상

After worked at The Ritz Hotel in Vendome

위 등급의 팔라스급 호텔들인 르 브리스톨 호텔, 포 시

JAPAN

Place as his first workplace, he served as chef

해산물과 제철 로컬 식재료로 특별한

즌즈 호텔에서 셰프 드 파티와 수셰프를 지냈고, 미쉐린

de partie at <Le Bristol Paris> and as sous

메뉴를 선보이는 식당.

1스타 레스토랑인 <안느 소피픽 레스토랑>에서 수셰프

chef at <Four Seasons Paris>. Also, he served

로 일하면서 고급 파인다이닝의 세계를 연마하게 되었

as sous chef at <Anne-Sophie Pic>, Michelin

다. 특히 포 시즌즈 호텔에서 <르 조르쥬 레스토랑>의 오

1-starred restaurant in Paris, polishing up

프닝 멤버이자 수셰프로 일하며, 미쉐린 1스타를 획득하

high end fine dining skills. Especially, he

였고, 한국으로 건너와 2018년부터 해비치호텔앤드리조

gained Michelin 1 star while worked as

트의 <밀리우>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셰프로 일해오고 있

founding member and sous chef at Le George

다. 폴 셈보시 셰프의 요리세계는 테루아(terroir)다. 먼저

Restaurant of Four Seasons Hotel. After

지역의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찾아 프랑스 요리 테크닉

2018, he came to Korea and has worked at

을 통하여 요리의 풍미와 향기와 레제르떼(가벼움)가 어

<Milieu>, Fine Dining Restaurant, of Haevichi

우러진 플레이트를 선보이고 있다. 소금, 버터, 마늘 그

Hotel and Resort, showing dishes which

리고 꽃을 통해 요리의 풍미를 한 격 더하는 데에 능숙한

is in harmony with flavor and scent with

정통 프렌치 다이닝을 추구하며 그를 찾은 미식가들을

his culinary specialty. His authentic French

만족시키고 있다.

cuisine which adds flavor by salt, butter,

RESTAURANT 밀리우
품격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밀리
우는 제주 인근해에서 잡히는 싱싱한

GALA DINNER

garlic and flower has successfully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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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폴 셈보시 셰프는 프랑

폴 셈보시 Paul Semboshi

gourmets throughout Korea.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감동적이고 만족스럽습니다. 국가도 다른 셰프들과 협력
하여 유쾌하게 성공시키는데 노력한 것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먹어주는 사람을 생각해 사랑을 담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번 페스티벌과 같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
다면 많이 참여하고 즐긴다면 좋은 셰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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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셈보시 | Paul Semboshi

만드는 법

캐비어, 마리네이드한 도미를 곁들인
유기농 그린 아스파라거스

재료 캐비어 3g, 유기농 아스파라거스 85g, 도미 150g,

Ingredients Caviar 3g, organic asparagus

컬러 방울토마토 100g, 완숙토마토 200g, 이태리파슬리

85g, sea bream 150g, colored cherry tomato

조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100cc, 잔탄 소량, 참기

100g, grown tomato 200g, parsley a bit, extra

Bio Green Asparagus with Cavier, Marinaded
Sea Bream

름 1.5cc, 바질 조금, 한련잎 조금, 식용장미 1/3송이

virgin olive oil 100cc, xanthan a bit, sesame
oil 1.5cc, basil a bit, tropaeolum leaves a bit,

만드는 법 1 도미는 휠렛을 떠서 올리브오일과 토마토,

1/3 rose

소금으로 마리네이드해 도미 카르파치오를 만든다. 2 아

How to cook 1 Make sea bream carpaccio

물에 식혀서 보관한다. 3 완숙토마토의 껍질을 벗긴 후

by slicing sea bream into fillet, and marinade

4등분하여 바질, 잔탄을 넣고 갈아서 마리네이드용 토마

it with olive oil, tomato, salt. 2 Peel the

토워터를 만든다. 4 컬러 방울토마토도 껍질을 벗겨서

asparagus, blanch it with salty water, and

준비해 토마토주스에 함께 마리네이드 한다. 5 파슬리와

then coot it with iced water. 3 Peel the grown

올리브오일을 함께 갈아서 체에 받쳐서 파슬리 오일을

tomato and cut it in 4 pieces. Make tomato

만든다. 6 마리네이드한 도미, 파슬리 오일, 토마토 오일,

water by blending basil and xanthan. 4

아스파라거스를 플레이팅 한다.

Marinade colored cherry tomatoes by peeling
its skin and adding into tomato water. 5 Make
Parsley oil by blending parsley and olive oil
and straining it. 6 Plate marinated sea bream,
parsley oil, tomato oil, and aspara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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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라거스는 껍질을 제거한 뒤, 소금물에 데친 후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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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가 케사다 피사로 Edgar Quesada Pizarro
스페인
SPAIN

RESTAURANT Sobremesa
'식사를 마치고 즐겁게 이야기하며 시
간을 보낸다'는 의미의 소브레메사는
스패니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서울 서초에 위치한 레스토랑 <소브레메사>의 오너 셰프

Edgar Quesada Pizarro is a food lover who

인 에드가 케사다 피사로 셰프는 스페인의 지로나에서

likes to taste and experiment with flavors.

요리와 요식경영을 수학했다. 졸업 후 <el Emporda>에

Started his career as a chef in <el Emporda>

서 셰프로서의 첫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 바스크의 산 세

after graduating in culinary arts in Gerona,

바스티안에 위치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Akelarre>에

with mentors like Salvador Bruguers, Toni

서 3년 간 경력을 쌓으며 파인 다이닝에 대한 내공을 넓

Saez and Juan Roca. Moved to the Basque

혀갔다. 그 후 프랑스, 호주, 캐나다를 거쳐 그의 고향 스

Country and worked at <Akelarre> which

페인으로 돌아와 El Fort, Fonda Xesc, Hotel Empuries

is Michelin 3-starred Restaurant to endure

등 유수의 호텔에서 근무한 후, Hotel Aiguablava의 <La

his knowledge in the fine dining cuisine.

Rocalla> 레스토랑에서 총괄 셰프를 지냈다. 이후 한국으

After going through France, Australia and

로 건너와 미식적 경험과 동시에 스페인의 전통과 문화

Canada went back to his home land, to be

를 자신의 레스토랑 <소브레메사>에서 고객들에게 전파

the impeller of the slow food in Restaurants

하고 있다.

and Hotels such as El Fort, Fonda Xesc, and
Hotel Empuries. And he became the Head
Chef in <La Rocalla> in Hotel Aiguablava and
him to South Korea, started his restaurant
<Sobremesa> and since then, his passion
is mixing the roots of traditional Spanish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제주의 풍성한 식재료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전통까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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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hef of Hotel Garbi. His live made

gastronomy with Korean ingredients and
culture, giving them a touch of evolution and
imagination.

아볼 수 있었던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셰프
들과 교류하며 서로 영감을 주고 받는 정말 특별하고 또
고마운 경험이었습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요리의 플레이팅이 사람들의 감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식재료의 퀄리티와 음식의 맛입니다.

"나는 맛있고 훌륭한 음식을 맛봄으로써 사람들이 행복
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요리에 관한 세계적인 유행에 따르지 않을 것을 말하고
싶네요. 먼저 기본을 배우고, 식재료, 전통을 존중하며,
모든 것을 마스터할 때 비로소, 요리에 자신만의 상상력
을 발휘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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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가 캐사다 피사로 | Edgar Quesada Pizarro

에스카베체 딱새우
Escabeche Style Snapping Shrimp

만드는 법

재료 표고버섯 100g, 올리브오일 530ml, 콜라비 1개, 제

12 아스파라거스, 당근, 콜라비, 그리고 준비된 3종류의

주 청견 2개, 설탕 220g, 물 380ml, 마른 홍고추 10g, 토

파프리카를 작은 정육면체로 반듯하게 커팅한다. 13 렌

마토 4개, 마늘 5개, 아몬드 200g 파슬리 50g, 건조된

틸콩을 끓이고(렌틸콩은 하루 전 물에 넣어 불려서 보관

빵 50g, 꽃상추 300g, 마른 렌틸콩 50g, 당근 150g, 아

한다) 네모 반듯하게 준비된 각종 야채들과 섞어 약간의

스파라거스 400g, 옐로우 파프리카 50g, 레드 파프리카

표고버섯오일과 소금, 그리고 한방울의 스패니시 쉐리와

50g, 그린 파프리카 50g, 쉐리 식초, 소금, 그린티 소금,

인 식초를 넣어준다. 14 아스파라거스를 1분간 끓는물

15-20 cm 크기의 딱새우 두마리 또는 크기가 작은 경

에 데치고 얼음물에 넣은 후 말린다. 그리고 끓였던 물

우 4마리, 양파 100g, 리크 100g,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

과 같이 넣고 갈아주어 소금간을 한 후 상온에 보관한다.

150 ml, Pimenton de la Vera 1 티스푼, 메밀 30g, 두유

15 딱새우의 몸통과 머리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오일 500ml

하면서 꼬리 부분 껍질을 제거한다. 16 준비된 당근, 양
파, 생강 그리고 대파를 모두 줄리안으로 썰어서 오일과

만드는 법 1 표고버섯을 2 mm 얇기로 썬 후 70도씨의

함께 볶아준다. 반정도 조리된 후 준비된 화이트 와인을
넣고 1/3 정도 양이 될때까지 조린다. 그리고 준비된 청
견 쥬스를 넣고 역시 1/3 정도 양이 될때까지 조리고, 설

까지 조리한다. 그리고 면보를 통해 걸러낸 후에 표고버

탕을 넣고 마지막으로 피멘톤(스페니쉬 고추 파우더) 으

섯 오일과 섞어서 농도를 퓨레 농도로 맞추어 플레이팅

로 30초간 조리한 후 신속하게 나머지 올리브 오일을 첨

하기전까지 보관 한다. 3 준비된 청견의 껍질을 벗기고,

가한다. 준비된 소스를 끓여 딱새우에 부어준 후 상온에

껍질의 흰색 부분을 잘라낸다. 그 후에 설탕 4: 물 1의

서 식힌다. 17 메밀을 10분간 끓여 50%의 시럽을 만든

설탕 시럽을 만든다. 시럽에 청견 껍질을 넣고 반정도로

후 콩 오일과 함께 볶는다. 18 12cm 스테인레스 몰드

줄어들때까지 같이 끓인다. 남은 시럽을 버리고 카라멜

원통을 검정색 디쉬 한 가운데에 준비 후 살피콘 샐러드

라이즈 된 껍질을 오븐에 넣고 170도씨에서 4분동안 조

를 주변에 플레이팅 한다. 19 아스파라거스 가스파쵸를

리 후 식으면 으깬다. 4 청견의 알맹이만 잘라내주어(세

가운데 쪽에 넣고 카라멜라이즈된 메밀과 3개의 작은 콜

그먼트) 마지막 플레이팅을 위해 보관한다. 그리고 남은

라비, 그리고 표고버섯 오일 퓨레를 올린다. 20 중앙에

재료들을 이용해 쥬스를 만든다. (위쪽의 에스카베체 준

살비차다 드레싱으로 무친 프리세를 올리고, 그 위에 알

비과정에서 사용) 5 준비된 마른 고추를 뜨거운 물에 넣

맹이만 골라낸 청견을 올리고 그 위에 새우를 가지런히

고 보관한다. 1시간 후 씨를 제거하고 스푼을 이용해서

올려준다. 21 마지막으로 딱 새우 위에 오렌지 가루를

살만 발라내서 사용한다. 6 토마토와 마늘은 오븐에서

뿌려 마무리 하고 딱새우 머리를 장식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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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오일에서 1시간동안 우려낸다. 2 껍질을 제거한
콜라비를 줄리안으로 커팅 후 탄산수에서 부드러워질때

180도씨로 10~20분 가량 부드러워질 때까지 조리한다.
그리고 토마토는 껍질을 벗기고 보관한다. 7 아몬드를
약 1분간 데친 후 얼음물에 넣어 식힌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후 말린다. 8 마지막으로 아몬드를 약간의 오일과
함께 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낸다. 9 약간의 표고버섯
오일과 함께 파슬리를 볶는다. 10 5번 단계에서 준비된
모든 재료들을 올리브오일, 건조된 빵과 함께 갈아준다.

11 프리세를 노란색 잎들만 골라내어서 깨끗이 한 후
노란색 잎들을 36도씨의 따뜻한 물에 2분간 넣었다 다
시 얼음물에 넣은 후 탈수기를 이용하여 물기를 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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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법

만드는 법

13 Boil the lentils(put the dry lentils in water

oil 530ml, Kohlrabi 1ea, Jeju Cheonggyeon

millimeters slices and worm it in Olive Oil

the night before to hydrate) and mix with the

2ea, sugar 220g, water 380ml, dried red

at 70 Celsius for 1 hour. 2 Peel and cut the

cube shaped vegetables, shitake mushroom

pepper 10g, tomato 4ea, garlic 5ea, almond

kohlrabi in slices and cook it in sparkling

oil, salt, and Spanish sherry wine vinegar. 14

200g, parsley 50g, dried bread 50g, endive

water until soft. Then Strain with the cotton

Boil the asparagus for 1 min in boiling water

300g, dried lentils, carrot 150g, asparagus

cloths. Finally it mix with shitake oil to make

and after that, put them in iced water and dry

400g, yellow paprika 50g, red paprika 50g,

it into puree concentration and reserve

them. Reserve the boiling water and blend it

green paprika 50g, Sherry vinegar, shitake

until plating. 3 Peel off the skin of the

together and add salt and keep it in a room

oil ,salt, green tea salt, 15-20cm snapping

Cheonggyeon removing the white part. Make

temperature. 15 Peel off the tails of the

shrimp 2ea(4ea if they are small), onion 100g,

a syrup (1 sugar : 4 water) and put the skin

snapping shrimp carefully not to brake the

leek 100g, Chardonnay white wine 150ml,

and boil it all together until reduced into

body or the head. 16 Sautee the julienned

Pimenton de la Vera 1 ts, buckwheat 30g, soy

half. Drain the remain syrup and cook the

carrot, onion, ginger and leeks all together,

bean oil 500ml

caramelized skin in the oven for 4 minutes at

when half cocking, pour the white wine and

170 degrees. Cool it down and smash it. 4 Cut

reduce it until 1/3; then add the Cheonggyeon

the inner part of the Cheonggyeon, reserve

juice reducing it also to 1/3; add the sugar

them for the final plaiting. Make juice with the

and finally the “Pimenton” (smoked Spanish

left overs (we will use it for the “Escabeche”

paprika powder) mixing for 30 seconds and

preparation). 5 Put the dry Chili in hot water

quickly pour the rest of the Olive Oil. Bring it

to hydrate. After 1 hour take the seeds, out,

to a boil and pour it on top of the snapping

and with a spoon take the meat out of the

shrimps. Let cool down at room temperature.

chilies. 6 Roast the tomatoes and garlics in

17 Boil the buckwheat in 50% syrup for 10

the oven at 180 degrees for 10 ~ 20 minutes

min and after fry them in soy bean oil. 18

until they are soft, then, peel them and

Put 12cm mold in the middle of the black

reserve. 7 Boil the almonds for 1 minute and

dish and put salpicon salad around it. 19

put them in ice water to cool it down. Then

Put asparagus gazpacho in the middle and

peel and dry them. 8 Toast the almonds in a

put caramelized buckwheat, 3 little kohlrabi,

pan with little oil until it turns golden brown.

and shitake mushroom oil puree. 20 Put

9 Fry the parsley with a bit of the shitake oil.

frisee with Salbichada dressing and add

10 Mix all the ingredients of step number

Cheeonggyeon fruit and on the top, put

5, add Olive Oil, dry bread and blend all

shrimps. 21 Finally, orange powder on the

together. 11 Clean Frisee by separating the

shrimp and decorate with shrimp head.

2019 JFWF

GALA DINNER

Ingredients Shitake mushroom 100g, olive How to cook 1 Cut the shitake in 2

yellow leaves from the green. Pour the yellow
leaves into warm water for 2 minute (36
Celsius) and then put it in iced water. Strain it
and drain them. 12 Chop asparagus, carrots,
kohlrabi, and the three paprika into c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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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위치한 Tsuji Culinary Institute's school을 졸업

After graduated from Tsuji Culinary Institute's

한 이후, 이 전도유망한 일본 출신의 셰프는 요리 실력

school in France, Tatsuhiro Takayama went

을 더욱 갈고 닦기 위해 리츠 칼튼 호텔 오사카에 위치

on to build up his culinary skills at the French

한 프렌치 레스토랑인 <Calendrier>와 <La Baie>에서 근

restaurant <Calendrier>, as well as <La

유의 식재료를 프렌치 파인다이닝으

무하였다. 이후 그는 26살의 나이에 <Tout Le Monde>

Baie>, which is the main restaurant at the

로 풀어내는 레스토랑.

를 오픈하였고, 2010년에는 미쉐린 1스타까지 획득하게

Ritz-Carlton, Osaka then he opened <Tout

된다. 때문에 <Tout Le Monde>는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

Le Monde> at the age of 26, which earned 1

과 미디어의 센세이션을 불러왔지만, 정작 그는 묵묵히

star from Michelin in 2010. <Tout Le Monde>

자신만의 미식의 길을 걸어왔다. 2014년에는, <Ad Hoc>

garnered lots of attention and became a

레스토랑을 타 지역에 오픈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고

media sensation. In 2014, he started up at

미쉐린 1스타를 획득할 수 있었다. 타캬아마 타츠히로

another location with a new restaurant called,

셰프는 아직 젊지만 이미 레스토랑을 오픈한 이래로 수

<Ad Hoc> which is also Michelin 1 starred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고, 항상 세간의 관심에 실

restaurant. Chef Takayama is still young

력으로 부응해 온 셰프이다.

but he has already managed to pick up the

타츠히로 타카야마 Tatsuhiro Takayama
일본
JAPAN

RESTAURANT Ad Hoc
일본 오사카 우메다에 자리한 미쉐린
1스타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일본 고

spotlight after opening up his own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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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on in life.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재료, 환경,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경험까지 모든 것이
충실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식재료를 지켜보고 엄선하며 자신의 이미지와 생각을 요
리에 얹기.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자신을 믿고 정성을 들여서 일
을 한다면 길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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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히로 타카야마 | Tatsuhiro Takayama

물냉이 소스를 얹은 옥돔, 찰보리,
누에 콩 리조또
Red Sea Bream Bennier, Sticky Barley and
Broad Bean Risotto with Watercress Sauce

만드는 법

재료 옥돔, 건조 파래김, 박력분 100g, 베이킹 파우더

Ingredients Red sea bream, dried algae,

10g, 캬놀라유 66cc, 달걀 흰자위 20g, 물 140g, 소금

weak flour 100g, baking powder 10g, canola

3g, 죽탄 적당량, 떡보리, 포도콩, 조개껍데기, 물냉이, 조

oil 66cc, egg white 20g, water 140g, salt 3g,

개껍데기, 딜, 올리브 오일

a portion of muddy coal, sticky barley, beans,
shells of clam, dill, olive oil

만드는 법 1 옥돔을 50g의 크기로 자른다. 2 건조 파
래김은 푸드 프로세서로 가루로 만든다. 3 베니에 반죽

How to cook 1 Chop red sea bream into

을 맞춘다. 난백을 살짝 섞어 그 안에 분량의 재료를 모

size of 50g 2 Make dried algae powder by

두 넣는다. 4 물냉이 소스를 만든다. 크레송은 소금물로

using food processor 3 Make beignet. Mix a

끓여 얼음물에 넣는다. 물냉이의 물기를 잘라, 조개죽과

slight of white part of an egg into it. 4 Make

합해 믹서기에 뿌린다. 그것을 뒤집어서 퓌레로 만든다.

cresson sauce. Boil cresson sauce with salty

5 찹쌀 보리와 콩 리조또를 만든다. 떡보리 두 배 분량

water then put into iced water. Drain cresson

의 조개를 내놓는다. 콩의 절반은 끓이고 얼음물에 넣는

and mix with clam soup by using mixing
machine. And this will be used for purée 5

째 믹서기에 갈아서 퓌레로 만든다. 냄비에 부침과 조개,

Make sticky barley and bean risotto. Put out

그리고 완두콩과 완두콩 퓨레를 넣고 소금으로 맛을 낸

clams which is twice amount of sticky barley.

다. 6 올리브오일을 약한 불에 뿌리고, 딜을 적당량 넣어

Boil half of beans and put into iced water.

수분을 없앤다. 그것을 찬 상태로 하루 두어 둔다. 이후

The other half of beans are mixed with shells

믹서로 섞어서 걸러내 허브 오일을 만든다. 7 자른 옥돔

of clam and make a purée. Put clam, bean,

에 박력분을 묻힌다, 베니에 옷감을 입히고 알맞은 온도

bean purée into pot and season it with salt.

의 기름으로 튀긴다. 8 접시에 물냉이 소스를 펼치고 주

6 Oil the pan and put dills to drain. Keep this

위에 허브 오일을 친다. 소스 위에 리조또를 얹고 그 위

in refrigerator for one day. Then mix it and

에 옥돔 베니에를 놓는다. 주위에 기왓조각과 돌의 파우

make herb oil by filtering it. 7 Cover red sea

더를 뿌려 완성.

bream with weak flour, and dredge bei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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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절반은 조개껍질로 밥을 지으며 조개껍질 액체

and fry it. 8 Fill a plate with cresson sauce
and put herb oil around the plate. Put risotto
and red sea bream beignet onto sauce. By
scattering stone powder, it is completed.

136

137

김선옥 Kim Sun-Ok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META
싱가포르에 위치한 미쉐린 1스타
퓨전 스타일의 레스토랑.

싱가포르에 위치한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메타>를 이

Sun-Ok Kim, who is currently owner chef

끄는 수장인 오너 셰프 김선옥은 아시아 미식 씬에서 가

of <Meta>, which is located in Singapore

장 떠오르는 샛별 중 하나다. 동양과 서양의 맛과 풍미를

is promising chef in Asia. He has a natural

융합하는 데에 천부적 소질이 있는 그는, 요리에 대한 정

flair for melding Eastern and Western

교함과 쇼맨십까지 갖춘 그야말로 만능 퓨전아시안 셰프

flavors, and he does it with finesse and great

다. 어릴 적 혈혈단신 호주로 건너가 요리를 배웠고, 시

showmanship. He moved to Australia to study

드니의 르 꼬르동 블뤼를 졸업하였다. 시드니에 위치한

culinary skills and graduated from Le Cordon

레스토랑 <테츠야>에서 근무한 후, 그는 미식의 중심지

Bleu Sydney. After working at <Tetsuya’s>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이

in Sydney, he decided to move to Singapore

후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인 <Waku Ghin>에서 근무하

w h i c h i s h u b o f A s i a n g a s t ro n o m y. I n

며 내공을 쌓아온 김선옥 셰프는 마침내 자신의 레스토

Singapore, he worked at <Waku Ghin> which

랑 <Meta>와 <Kimme>를 오픈할 수 있었고 오너 셰프로

is Michelin 2-starred restaurant in Singapore.

서 그의 레스토랑 <Meta>를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이자,

And finally, he could open his own restaurant,

싱가포르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으로 만들어 냈다.

<Meta>, and <Kimme> and as an owner chef
of <Meta>, he made his restaurant Michelin
French 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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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arred restaurant with his specialty of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제주에서 다양한 나라의 셰프들이 한마음으로 요리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영감을 얻
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저는 요리에서 '조화'를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식재료
각각의 특성을 극대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식재료
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셰프가 된 이래 저는 끊임없이 요리에 대해 생각합니다.
휴가를 떠나서도 음식에 대한 영감을 끊임없이 탐구하
고, 식기류들을 조사합니다. 요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과 열정을 어디서든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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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 Kim Sun-Ok

만드는 법

40시간 서서히 조리한 한우 갈비, 표고버섯 퓨레,
표고버섯 피클, 튀긴 메밀

재료 (30인분 기준) [소갈비] 소갈비 10kg, 당근 1.2kg,

만드는 법 1 소갈비를 뼈대로 잘라 물에 담궈 핏기를

양파 1.4kg, 샐러리 700g, 마늘 400g, 건고추 25g, 땡초

제거 해준다음 끓는 물에 데쳐준다. 2 갈비양념의 재료

25g, 통후추 10g

를 넣고 곱게 갈아 양념을 준비한다. 3 마늘, 당근, 양파,

40 Hours Slow Cooked Korean Beef Short
Rib, Shitake Puree, Pickled Shitake, Fried
Buckwheat

[다시육수] 물 2L, 간장 10g, 미림 20g, 사케 30g, 가쓰

샐러리를 적당한 크기로 썬 뒤, 기름에 볶아준다. 4 큰

오부시 한 줌

냄비에 1) 2) 3)의 재료와 고추, 통후추, 월계수잎을 넣고

[갈비양념] 간장 400g, 미림 200g, 황설탕 200g, 양파

물 3L 를 넣어준다. 5 알루미늄 호일을 4)의 씌운 뒤 90

100g, 배 100g, 사과 100g

도의 오븐에서 12시간 동안 조리한다. 6 표고버섯을 잘

[표고버섯 퓨레] 표고버섯 3kg, 버터 1kg

게 썬 뒤, 버터를 넣고 160도 오븐에서 1시간 정도 구워

[표고버섯 장아찌] 표고버섯 1kg, 간장 200g, 물 200g,

준다. 7 6) 의 재료를 냄비에 옮긴 뒤, 다시 육수를 넣어

식초 200g, 설탕 100g [가니쉬] 통메밀 1kg, 케일 3kg,

가며 은근히 끓여 준다. 8 표고버섯이 부드럽게 익으면,

애기양파 1kg, 타임 200g, 올리브오일 500g

믹서기로 곱게 갈아 준뒤, 소금으로 간을 맞춰준다. 9 간
장,물,식초,설탕을 넣고 끓여 만든 짱아찌 소스에 표고버
섯을 같이 넣어 한 소큼 끓인 뒤, 식혀준다. 10 애기양파
는 껍질을 제거한 뒤, 타임과 올리브오일을 넣고 진공 포
장후 88도의 스팀에서 20분 익혀준다. 11 메밀은 끓는

12 케일은 물에 살짝 데쳐 준뒤, 간 마늘, 올리브오일로
양념을 한다. 13 5)가 준비되면 100G 크기로 잘라 준다.

14 8)의 퓨레를 접시에 담은 뒤, 13)의 고기를 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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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20분 정도 삶은 뒤 건조기에 넣어 건조 시켜 준다.

15 9)의 짱아찌를 곁에 두고, 10)의 양파를 센 불에 구
워 곁들여 준다. 16 마지막으로 11)의 메밀을 210도 기
름에 튀겨 올려주고, 케일은 센 불에 구워 마지막을 장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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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30 Servings) [Beef short rib]

How to cook 1 Put beef ribs which is cut

beef rib 10kg, carrot 1.2kg, onion 1.4kg,

into skelete into water to remove the blood

celery 700g, garlic 400g, dried pepper 25g,

and blanch it in boiling water. 2 Prepare

hot chili 25g, whole pepper 10g

sauce by mixing all the ingredient for rib

[Stock] water 2L, soy sauce 10g, rice wine

sauce. 3 Stir fry chopped garlic, carrot, onion,

20g, sake 30g, a bunch of katsuobushi

and salary. 4 Put 1), 2), 3), chili, pepper,

[Rib sauce] soy sauce 400g, rice wine 200g,

bay leaf and 3L of water into big pot. 5

brown sugar 200g, onion 100g, pear 100g,

Cover aluminum foil onto 4), and roast it

apple 100g

in 90 degrees of oven for 12 hours. 6 After

[Shitake Puree] shitake 3kg, butter 1kg

chopping shitake, roast it with butter in 160

[Pickled shitake] shitake 1kg, soy sauce 200g,

degrees of oven for an hour. 7 Move 6) to the

water 200g, vinegar 200g, sugar 100g

pot, and boil it slowly while adding stock 8

[Garnish] buckwheat 1kg, kale 3kg, onion

Grind finely after shitake is ripen mildly. And

1kg, thyme 200g, olive oil 500g

seasoning it with salt. 9 Put shitake into pickle
sauce which is made from boiling soy sauce,

GALA DINNER

water, vinegar, and sugar. And boil them.
Then cool them. 10 Peel the onion, and roast
it in 88 degrees oven for 20 minutes with
thyme and olive oil after vacuum packing. 11
After boiling buckwheat for 20 minutes, make
them dry by using food dry machine. 12
Blanch kale in water, and then season it with
garlic, olive oil. 13 After 5) is prepared, chop it
into the size of 100g. 14 After plate the Puree
of 8), serve the meat of 13).15 Prepare Pickle
of 9) and onion which grilled with strong fire.

16 Lastly, Serve fried 11), and grill the kale
with strong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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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Choi Kyu-Sung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세드라
셰프가 선별한 재료에 11년간 프랑
스에서 익힌 기술을 접목해 프랑스식
디저트를 선보이는 디저트 카페

Kyu-Sung Choi is currently owner pastry chef

(Cédrat)>의 오너 파티시에 셰프다. 유럽 본고장의 제과

of <Cédrat> which is located in Seolleung,

를 배우기 위해 2004년 프랑스로 떠나 2015년 한국으

Seoul. To acquire advanced confectionary of

로 돌아오기까지 11년간 제과점,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Europe, he moved to France in 2004, and has

을 넘나드는 근무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제과를 경험

experienced various styles of confectionary

했다. 2011년 파리의 Hotel Royal Monceau에 근무하게

by working at bakeries, restaurants, and

되면서 ‘ 피에르 에르메 ’ 팀의 일원으로서 경력을 쌓게

hotels in Paris for 11 years. When he worked

되었고, 이를 바 탕으로 동양인 최초로 ‘ 피에르 에르메

at the <Hotel Royal Monceau>, he was part

셰프 ’라는 타이틀을 받아 서울 청담동 Christian DIOR의

of Pieere Herme team member. Based on

<Cafe DIOR> 오픈 및 운영 책임자로서 근무하였다. 이후

this experience, he got the title of ‘Pieere

서울 종로에 위치한 아라리오 공간 신사옥 <카페인스페

Herme Chef’ as the first Asian so that he

이스(cafe in space)>를 책임지는 업무를 맡았고, 현재 본

could opened <Café DIOR> by Christian Dior

인만의 매장을 오픈 후 운영중이다. 최규성 셰프는 각 재

in Cheongdam-dong branch and worked as

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중요시하며 서로 다른 재료의 알

Chief Operating Officer, Seoul. After that, he

맞은 조화를 찾아 디저트 안에 담아내는 스타일로서 본

was in charge of managing <Café in Space>

인의 디저트를 표현한다. 또한 본인이 파티시에로서 성

which is located in Jongno, Seoul. He thought

장한 프랑스의 클래식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재료를 활

that natural flavor is the most important part

용한 모던함을 만들어내는 파티시에다.

of gastronomy. That is why he considers his
desserts as harmony of different ingredients.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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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셰프는 서울 선릉에 위치한 제과점 <세드라

Also, he is the best pâtissier in Korea who

작년 올해 연속으로 참가하게 되어 의미가 깊은 시간이

made modernity with Korean ingredients

었습니다. 국내 외 훌륭한 셰프님들과의 작업은 좋은 기

based on classic French style.

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스티벌을 주최해주
시고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신 주최측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기술적인 음식이 아닌 입을 통해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맛'이 존재하는 음식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첫번째로 시작되어야
하는 건 '재료'입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느 직업을 갖든 힘든 건 마찬가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갖으셨으면 좋겠고, 또 스스로도 자신이 택한 직
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도 필요합니다. 묵묵
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경험을 쌓고, 내적인 가치를 쌓으
시길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빛이 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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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 Choi Kyu-Sung

우도 땅콩 비스퀴, 제주 금귤 마멀레이드,다크 초콜릿
크레므, 제주 금귤 꽁피, 다크 초콜릿 크럼블
Udo Peanut Biscuit, Jeju Kumquat Marmalade
Dark Chocolate Cremeux, Jeju Kumquat Semi
Confit, Dark Chocolate Crumble

만드는 법

우도 땅콩 비스퀴

Udo Peanut Biscuit

재료 버터 200g, 흑설탕 250g, 우도 땅콩 분말 250g,

Ingredients Butter 200g, black sugar 250g,

전란 250g, 밀가루 25g, 천일염 2g

Udo peanut powder 250g, whole egg 250g,
flour 25g, bay salt 2g

만드는 법 1 믹서기에 버터, 흑설탕, 천일염을 넣고 섞
는다. 2 (1)에 전란을 조금씩 넣어가며 섞는다. 3 (2)에

How to cook 1 Mix butter, black sugar,

우도 땅콩 분말을 넣어 섞고, 모든 재료가 유화가 되어

and bay salt. 2 Mix whole egg and (1). 3 Mix

볼륨이 오르도록 섞는다. 4 마자믹으로 밀가루를 섞는다.

(2) and Udo peanut powder, and whip until all

5 60x40 철판에 1400g 계량을 하고 균일하게 펴준 후 the ingredient become rising. 4 Mix with flour
170도 오븐에 15분간 굽는다.

as a last step. 5 Spread it(1400g) on 60x40
iron plate and roast it with 170 degrees oven

제주 금귤 마멀레이드

for 15 minutes.

재료 제주 금귤 500g, 물 500ml, 설탕 500g
Jeju Kumquat Marmalade
Ingredients Jeju kumquat 500g, water

2 냄비에 물과 설탕을 함께 계량해 시럽을 끓이고, 준비

500ml, sugar 500g

된 금귤과 함께 다시 약불에 30분 가량 조심스럽게 끓인
다. 3 끓인 금귤은 시럽과 함께 용기에 담아 1~2일 동
안 금귤에 시럽이 잘 스며들도록 냉장 숙성을 한다.

How to cook 1 Cut the kumquat in half
and remove the seeds. 2 Measure wa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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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법 1 금귤을 반을 잘라 씨를 걷어낸다.

sugar together in a pot to boil syrup, and
then carefully boil over low heat for about 30
minutes again with the prepared kumquats.

3 Put the boiled kumquat in a container with
syrup and refrigerate it for 1 to 2 days to
allow syrup to perm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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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법

다크 초콜릿 크레므

Dark Chocolate Cremeux

다크 초콜릿 크럼블

Dark Chocolate Crumble

재료 생크림 300 g, 우유 300ml, 난황 180g, 설탕 60g,

Ingredients Fresh cream 300 g, milk 300ml,

재료 버터 250g, 설탕 250g, 밀가루 125g, 카카오 분말

Ingredients Butter 250g, sugar 250g, flour

다크 초콜릿 300g

vitellus 180g, sugar 60g, dark chocolate 300g

125g, 다크 초콜릿 750g

125g, kakao powder 125g, dark chocolate
750g

만드는 법 1 냄비에 생크림과 우유를 함께 가열한다. 2

How to cook 1 Boil fresh cream and milk

만드는 법 1 함께 계량한 버터, 설탕, 밀가루, 카카오 분

난황과 설탕을 함께 계량하고 거품기를 이용해 잘 섞는

together in the pot. 2 Measure vitellus and

말을 믹서기에 넣고 덩어리 반죽이 되지 않도록 부슬부

How to cook 1 Put butter, sugar, flour, and

다. 3 냄비가 끓기 시작하면 (1)과 (2)를 잘 섞고, 앙글레

sugar together, and mix it well by using

슬하게 섞는다. 2 부슬부슬하게 완성된 반죽은 오븐용

kakao powder which are measured together

즈 크림 방식으로 84도까지 끓인다. 4 완성된 앙글레즈

whisk. 3 Mix (1) and (2) after pot starts

철판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뿌려주고 170도 오븐에 10분

into blender, and blend it lest it becomes

크림은 미리 준비된 다크 초콜릿에 부어주고, 핸드믹서

boiling, boil it until it becomes 84 degrees by

~ 15분 가량 굽는다. 3 완성된 크럼블은 냉동실에서 넣

mass. 2 Spread completed dough on the iron

Crème Anglaise method. 4 Put completed

어 차갑에 온도를 내린다.4 미리 녹여둔 다크 초콜릿을

plate evenly and roast it with 170 degrees

Crème Anglaise into dark chocolate, then mix

냉동된 크럼블에 조금씩 부어가며 크럼블에 초콜릿 막이

oven for 10-15minutes. 3 Make completed

them with blender.

생기도록 잘 혼합한다.

crumble cold by putting into freezer. 4 By

Jeju Kumquat Semi Confit

마무리

만드는 법 1 금귤을 반을 잘라 씨를 걷어낸다. 2 냄비

Ingredients Jeju Kumquat 500g, Water 500g,

1 우도땅콩 비스퀴를 56x36 사이즈 무스틀에 맞게 재단 in crumble.

에 물과 설탕을 함께 계량해 시럽을 끓인다. 3 시럽을 준

Sugar 500g

후, 틀 안에 준비한다. 2 무스 틀 안에 비스퀴 위로 금귤

인다. 4 끓인 금귤은 시럽과 함께 용기에 담아 1~2일

How to cook 1 Cut the kumquat in half

멀레이드 위로 900g의 다크 초콜릿 크레므를 계량하고

Completion
1 Cut the Udo peanut biscuits into 56x36

동안 금귤에 시럽이 잘 스며들도록 냉장 숙성을 한다.

and remove the seeds. 2 Measure water and

균일하게 펴 바른다. 4 냉장고에서 충분히 굳힌 후 무스

sized Molds and prepare them in a mold. 2

sugar together in a pot and boil to make

틀을 걷어내고, 폭 3.5cm 길이 12cm 재단한다. 5 카카

Measure 1800g of the kumquat marmalade

syrup. 3 Boil them carefully with prepared

오 분말을 디저트에 조심스럽게 뿌리고, 준비된 금귤 꽁

and spread them evenly over the biscuits

kumquat with low heat for 30 minutes. 4 Put

피와 쇼콜라 크럼블로 데코 작업하여 마무리한다.

기로 곱게 유화시키며 갈아준다.
제주 금귤 꽁피

pouring dark chocolate into frozen crumble,

재료 제주 금귤 500g, 물 500g, 설탕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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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멀레이드를 1800g 계량 후 균일하게 펴 바른다. 3 마

비된 금귤과 함께 다시 약불에 30분 가량 조심스럽게 끓

mix them well so that chocolate film is formed

in a moose frame. 3 Measure 900 grams

the boiled kumquat and syrup in a container

of dark chocolate creme and spread evenly

and refrigerate it for 1 or 2 days to make

over the marmalade. 4 Make them hardened

syrup to permeate in kumquat.

enough in the refrigerator, and cut it into
pieces with a width of 3.5 cm and a length
of 12cm. 5 Sprinkle cacao powder carefully
on dessert, and finish by decorating with
prepared kumquat confits and chocolate
crum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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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토식당 셰프들을 대상으로 JFWF 2019에 참여하는 마스터셰프의 쿠킹클래스가 개최되었다. 제주 식

마스터 셰프 클래스 2019.5.10

사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재료로 간단히 조리 가능한 밑반찬 등의 요리 시연을 통하여 마스터셰프의 레시피를 전수 받을 수 있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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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LIST
조희숙 Cho Hee-Sook
브로컬리 찜
제주 당근 생채
타츠히로 타카야마 Takayama Tatsuhiro
물냉이 소스를 얹은 옥돔, 찰보리, 누에콩 리조또

2019 JFWF

문동일 Moon Dong-Il
샐러드용 참깨드레싱
마늘 고추장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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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숙 Cho Hee-Sook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한식공간
셰프들의 셰프, 한식의 대모 조희숙
셰프가 운영하는 미쉐린 1스타 한식
당으로, 서울 삼성동에 자리한다.

조희숙 셰프는 30여년 동안 한식의 기본과 틀을 만들어

Hee-Sook Cho is a living legend of Korean

온 한식의 거장이자 살아있는 전설이다. ‘ 셰프들의 셰프

cuisine who has established the basic

’라고 불리며, 후배 셰프들에게 한식의 기본을 아낌없이

standard for Korean cuisine for 30 years. She

전하는 스승이기도 하다.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서

is also a master of many Korean star chefs

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신라호텔 등 다수의 호텔

who has passed down the basic standard of

에서 한식부를 담당하며 경험과 연륜을 쌓아왔으며 주미

Korean cuisine. She built up her experience by

한국대사관의 주방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조

leading Korean food department at Novotel

리전문학교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주최 '2007

Gangnam,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국제 음식 컨퍼런스 '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였고 2006년

Shilla and worked as an executive chef in the

부터 2008년까지는 우송대 전임교수로 재직하는 등 후

Embassy of South Korean in the United States.

학양성에 매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아름지기

She participated as a Korean representative

의 식문화 연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한식의 미와 멋

in ‘Rising Asia’ by CIA. In 2019, Korean fine

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식 세계화운동에 앞장서기도

d i n n i n g re s t a u ra n t < H a n s i k g o n g g a n > ,

하였다. 조희숙 셰프의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 <한

helmed by her, awarded Michelin Star.

식공간>은 2019년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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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성과를 얻었다.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축제의 회를 거듭해 갈수록 제주 지역사회에 자리매김
되어지는 부분과 새로이 시도되는 행사들이 페스티발의
완숙도를 높여가리라 생각합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위생과 좋은 식재료 선
택이라고 봅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평생 타인을 위한 음식을 만들며 살기로 작정한 자신에
게 왜 요리를 하고자 하는지 어떤 요리를 하고 싶은지,
꾸준히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하고 공부를 쉬지 않아
야 하는 전문직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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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숙 | Cho Hee-Sook

브로컬리 찜
Steamde Broccoli Dish

만드는 법

재료 브로컬리 3송이, 포도씨유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Ingredients Broccoli 3ea, grape-seed oil 2Tb,

멸치육수 1리터, 감자 1~2개, 보리가루 1/2컵, 국간장,

minced garlic 1Tb, anchovy stock 1L, potato

소금, 참기름, 새우살 200g

1~2EA, barley powder 1/2 cup, Korean style
soy sauce a bit, salt a bit, sesame oil a bit,

만드는 법 1 브로컬리는 한 입 크기로 자른다. 2 감자

shrimp 200g

는 깍둑썰기 한다. 3 보리가루는 멸치 육수에 풀어둔다.

4 브로컬리를 파랗게 데친다. 5 멸치육수에 감자를 삶 How to cook 1 Slice broccoli into bite아 으깨고 보리가루물을 풀어 농도를 맞춘다. 6 2의 국

sized pieces. 2 Chop the potatoes. 3 Dissolve

물에 간을 맞춘다. 7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마늘을 볶

barley powder into anchovy stock. 4 Blanch

다가 브로컬리와 새우를 볶는다. 8 국간장과 소금으로

the broccoli until it becomes green. 5 Boil the

간을 맞추고 2를 붓고 어우러지도록 끓여서 최종 간을 확

potatoes in anchovy stock and mash them.

인한다.

Then, dissolve barley powder water to adjust
concentration. 6 Season 2’s broth. 7 Oil
the pan with grape-seed oil, fry the garlics,
broccoli and shrimps. 8 Season them with salt
them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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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orean style soy sauce, pour 2, and b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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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숙 | Cho Hee-Sook

제주 당근 생채
Jeju Carrot Salad

만드는 법

재료 제주당근 5개, 무 1/3개, 쪽파 70g, 된장, 액젓, 2배

Ingredients Jeju carrot 5ea, radish 1/3ea,

식초, 설탕, 물엿, 깨, 고춧가루, 참기름, 포도씨유

chive 70g, soy bean paste, aekjeot(fish sauce),
vinegar, sugar, starch syrup,sesame, red

만드는 법 1 제주당근은 가는 채로 썰어 찬물에 행구어

pepper powder, sesame oil, grape-seed oil a

물기를 뺀다. 2 무는 가는 채로 썰어 찬 물에 행구어 물

bit

기를 뺀다. 3 쪽파는 송송 썬다. 4 양념장 재료르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5 최대한 아삭함을 살린 당근과 무채

How to cook 1 Slice Jeju carrot in a thin

를 그릇에 담고 된장소스를 얹는다. 6 송송 썬 쪽파와 고

layer and drain the water by washing it in cold

춧가루를 살짝 뿌려낸다.

water. 2 Slice radish into thin slices and rinse
it in cold water to drain. 3 Slice the chive. 4
Mix the seasoning sauce ingredients to make
the marinade. 5 Put carrots and radishes in a
bowl and put soy bean paste sauce on top. 6
Sprinkle sliced chives and chili powder lightly
and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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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위치한 Tsuji Culinary Institute's school을 졸업

After graduated from Tsuji Culinary Institute's

한 이후, 이 전도유망한 일본 출신의 셰프는 요리 실력

school in France, Tatsuhiro Takayama went

을 더욱 갈고 닦기 위해 리츠 칼튼 호텔 오사카에 위치

on to build up his culinary skills at the French

한 프렌치 레스토랑인 <Calendrier>와 <La Baie>에서 근

restaurant <Calendrier>, as well as <La

유의 식재료를 프렌치 파인다이닝으

무하였다. 이후 그는 26살의 나이에 <Tout Le Monde>

Baie>, which is the main restaurant at the

로 풀어내는 레스토랑.

를 오픈하였고, 2010년에는 미쉐린 1스타까지 획득하게

Ritz-Carlton, Osaka then he opened <Tout

된다. 때문에 <Tout Le Monde>는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

Le Monde> at the age of 26, which earned 1

과 미디어의 센세이션을 불러왔지만, 정작 그는 묵묵히

star from Michelin in 2010. <Tout Le Monde>

자신만의 미식의 길을 걸어왔다. 2014년에는, <Ad Hoc>

garnered lots of attention and became a

레스토랑을 타 지역에 오픈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고

media sensation. In 2014, he started up at

미쉐린 1스타를 획득할 수 있었다. 타캬아마 타츠히로

another location with a new restaurant called,

셰프는 아직 젊지만 이미 레스토랑을 오픈한 이래로 수

<Ad Hoc> which is also Michelin 1 starred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고, 항상 세간의 관심에 실

restaurant. Chef Takayama is still young

력으로 부응해 온 셰프이다.

but he has already managed to pick up the

타츠히로 타카야마 Tatsuhiro Takayama
일본
JAPAN

RESTAURANT Ad Hoc
일본 오사카 우메다에 자리한 미쉐린
1스타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일본 고

spotlight after opening up his own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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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on in life.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재료, 환경,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경험까지 모든 것이
충실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식재료를 지켜보고 엄선하며 자신의 이미지와 생각을 요
리에 얹기.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자신을 믿고 정성을 들여서 일
을 한다면 길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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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히로 타카야마 | Tatsuhiro Takayama

물냉이 소스를 얹은 옥돔, 찰보리, 누에콩 리조또
Red Sea Bream Bennier, Sticky Barley and
Broad Bean Risotto with Watercress Sauce

만드는 법

재료 옥돔, 건조 파래김, 박력분 100g, 베이킹 파우더

Ingredients Red sea bream, dried algae,

10g, 캬놀라유 66cc, 달걀 흰자위 20g, 물 140g, 소금

weak flour 100g, baking powder 10g, canola

3g, 죽탄 적당량, 떡보리, 포도콩, 조개껍데기, 물냉이, 조

oil 66cc, the white of an egg 20g, water 140g,

개껍데기, 딜, 올리브 오일

salt 3g, a portion of muddy coal, sticky barley,
beans, shells of clam, dill, olive oil

만드는 법 1 옥돔을 50g의 크기로 자른다. 2 건조 파
래김은 푸드 프로세서로 가루로 만든다. 3 베니에 반죽

How to cook 1 Chop red sea bream into

을 맞춘다. 난백을 살짝 섞어 그 안에 분량의 재료를 모

size of 50g. 2 Make dried algae powder by

두 넣는다. 4 물냉이 소스를 만든다. 크레송은 소금물로

using food processor. 3 Make beignet. Mix a

끓여 얼음물에 넣는다. 물냉이의 물기를 잘라, 조개죽과

slight of white part of an egg into it. 4 Make

합해 믹서기에 뿌린다. 그것을 뒤집어서 퓌레로 만든다.

cresson sauce: Boil cresson sauce with salty

5 찹쌀 보리와 콩 리조또를 만든다. 떡보리 두 배 분량의

water then put into iced water. Drain cresson

조개를 내놓는다. 콩의 절반은 끓이고 얼음물에 넣는다.

and mix with clam soup by using mixing
machine. Make purée with them. 5 Make

믹서기에 갈아서 퓌레로 만든다. 냄비에 부침과 조개, 그

sticky barley and bean risotto: Put out clams

리고 완두콩과 완두콩 퓨레를 넣고 소금으로 맛을 낸다.

which is twice amount of sticky barley. Boil

6 올리브오일을 약한 불에 뿌리고, 딜을 적당량 넣어 수 half of beans and put into iced water. The
분을 없앤다. 그것을 찬 상태로 하루 두어 둔다. 이후 믹

other half of beans are mixed with shells of

서로 섞어서 걸러내 허브 오일을 만든다. 7 자른 옥돔에

clam and make a purée. Put clam, beans,

박력분을 묻힌다, 베니에 옷감을 입히고 알맞은 온도의

bean purée into pot and season it with salt. 6

기름으로 튀긴다. 8 접시에 물냉이 소스를 펼치고 주위

Oil the pan and put dills to drain. Keep this in

에 허브 오일을 친다. 소스 위에 리조또를 얹고 그 위에

refrigerator for one day. Mix them and make

옥돔 베니에를 놓는다. 주위에 기왓조각과 돌의 파우더

herb oil by filtering it. 7 Cover red sea bream

를 뿌려 완성한다.

with weak flour, and dredge beignet and f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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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절반은 조개껍질로 밥을 지으며 조개껍질 액체 째

it. 8 Fill a plate with cresson sauce and put
herb oil around the plate. Put risotto and red
sea bream beignet onto sauce. Scatter stone
powder on top, and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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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일 Moon Dong-Il
대한민국
KOREA

RESTAURANT
문동일셰프의 녹차고을
제주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요리 전문 레스토랑.

Dong-Il Moon began his culinary career at

는 프랑스 르 꼬르동 블뤼 요리학교를 졸업한 이후 메종

Pusan Dongrae Hotel. After he graduated

글래드호텔 양식책임자를 거쳐 총괄주방장을 역임하였

from Le Cordon Bleu Paris, he returned

다. 조리사자격증과 조리기능장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to Korea and worked as an executive chef

경영 컨설턴트 자격 또한 취득하여, 제주한라대학교 호

in Maison Glad Hotel. As he got many

텔조리과 겸임교수 및 퓨전 경영컨설팅 대표로서 제주지

certifications like a cook license, a Master

역 음식점 100여 개소의 경영진단, 메뉴개발, 홍보 마케

craftsman cook, and a management

팅을 지원하였다. 또한 제주관광음식연구소장으로 제주

consultant, he maximized his culinary skills in

국제음식축제 조직위원장을 7회 역임했고, 서울 푸드 그

various roles: Cheju Halla University Adjunct

랑프리에서 제주 흑우 요리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Professor and professional consultant of

대통령 제주별장에서 8년 동안 3인의 대통령의 식사와

supporting menu developing and marketing

만찬을 준비하는 등 실력을 널리 인정받아온 문동일 셰

of over 100 restaurants in Jeju. He was

프는 OliveTV ‘ 한식대첩3 ’ 제주대표로 출연, MBN ‘ 알

awarded the grand prize at Seoul Food Grand

토란 ’ 출연 등 왕성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Prix by his renowned black cow dish. When

제주 퓨전요리 전문 레스토랑인<문동일셰프의 녹차고을

he was in Jeju Grand Hotel, he controlled a

>과 ㈜에스엠쿡 <문동일셰프요리아카데미>를 운영하며

banquet for 3 presidents, Doo-Hwan Chun,

제주미식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Tae-Woo Roh, Young-Sam Kim. Also, he was
a guest in several TV shows such as ‘HansikDaecheop 3’ and ‘Altoran’. Currently, he 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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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호텔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시작한 문동일 셰프

<Chef Dong-Il Moon’s Green Tea Goeul>, with
a specialty in fusion Jeju cuisine and <Chef

1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Dong-Il Moon’s cooking academy> supporting
Jeju local restaurant owner.

조리하는 셰프로서 세계적인 셰프들과 함께 해서 행복
했습니다.

2 요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요리에 대한 열정 아닐까요, 그리고 글로벌화 된 맛과 세
련된 디자인이라 생각 됩니다.

3 셰프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세상을 다양한 형태로 많이 보고, 그속에 들어가 참여하
고 스스로 느껴 보시라~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지만 요
리를 많이 하면 즐거움과 보람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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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용 참깨드레싱
Sesame Dressing For Salad

만드는 법

재료 참깨 2, 마요네즈 2 매실액 1/2, 식초 2, 푸른콩된

Ingredients (Ratio) Sesame 2, mayonnaise

장 1, 레몬, 소주 1/2, 양상추, 치커리, 오이, 방울토마토,

2, plum juice 1/2, vinegar 2, green bean soy

채소류 약간씩

sauce 1, lemon, soju 1/2, lettuce, chicory,
cucumber, cherry tomato, various vegetables

만드는 법 1 참깨를 믹서기에 곱게 간다. 2 채소는 손
질하여 물에 담궈 건져 놓는다. 3 마요네즈에 매실액, 식

How to cook 1 Grind sesame seeds finely

초, 콩된장, 레몬, 참깨를 넣고 믹서기에 간다. 4 그릇에

in blender. 2 Soak ingredients in water and

샐러드를 예쁘게 담고 드레싱을 곁들인다.

take all of them out. 3 Blend the plum juice,

활용 고기전문점, 횟집, 일반 식당 뷔페식당 샐러드에 사

mayonnaise, vinegar, lemons, and sesame

용한다.

seeds. 4 Plate salad in a bowl and add the
sesame 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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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고추장 소스
Garlic Red Pepper Paste Sauce

만드는 법

재료 소주 1, 간장 1, 고추가루 2, 고추장 1, 물엿 1, 설

Ingredients (Ratio) Soju 1, Soy sauce 1, red

탕 1, 다진마늘 1, 카놀라유 1/2, 참깨 1, 소금 1/3, 청양

pepper powder 2, red pepper paste 1, starch

고추, 깐마늘 1kg, 마늘쫑, 당근 약간

syrup 1, sugar 1, minced garlic 1, canola oil
1/2, sesame 1, salt 1/3, Cheongyang pepper,

만드는 법 1 끓는 물에 소금과 식초를 약간 넣고 깐마늘

garlic 1kg, stem of garlic, carrot

을 2분간 삶아 건져 둔다. 2 마늘쫑을 끓는 물에 소금과
넣고 약 1분간 데쳐낸다. 3 냄비에 소주를 넣고 끓인다.

How to cook 1 Put some salt and vinegar

4 간장, 고추가루 순서대로 넣고 카놀라유를 넣고 끓이

in boiling water and boil the garlic for 2

면서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서서히 볶아낸다. (약 5분

minutes. 2 Blanch the stem of garlic for

내외) 5 양념을 40도까지 식혀 마늘을 버무린다. 마늘을

about 1 minute with salt. 3 Put soju in a pot

삶아서 냄새가 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양념이 흘러내

and boil. 4 Put the soy sauce and red pepper

리지 않는다.

powder and stir-fry gradually while boiling
the canola oil in one direction. (approximately
5 minutes) 5 Cool the sauce down to 40
degrees and mix with garlic.
the seasoning doesn't flow down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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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arlic is boiled so it doesn't sme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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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유명관광지인 강원도와 제주도 내 미래 셰프를 꿈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셰프 친선

주니어 셰프 컨테스트 2019.5.9

조화로운 요리를 선보였으며 각 도 출신의 멘토셰프들과 한 팀이 되는 뜻깊은 경험을 하였다.

요리 경연대회가 제주한라대학교에서 펼쳐졌다. 학생들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식재료를 조화롭게 사용하며

1. 가톨릭관동대 유호빈, 임석홍

평범함은 불편해!
Common Is Uncomfortable!

만드는 법

멸치액젓글레이즈를 입힌 흑돼지삼겹과 전복 리조또

만드는 법 1 쌀은 물에 불리고 흑돼지삼겹살은 올리브

재료 라임 3개, 마늘 35알, 양파 45g, 올리브유 60ml, 멸

오일, 로즈마리, 마늘, 소금, 후추와 함께 진공포장팩에

치액젓 225g, 꿀 135g, 흑돼지삼겹살 600g, 전복 3마

넣어 진공포장한 후 끓는 물에 넣는다. 전복은 손질 한

리, 쌀 150g, 파르메산 치즈 45g, 감자 1개, 송이버섯 1

후 다진다. 2 마늘 30알은 찜기에 찌고 5알은 다진다. 노

개, 아스파라거스 3개, 로즈마리 6줄기, 노란 파프리카 1

란 파프리카와, 빨간 파프리카는 다이스로 썬다. 송이버

개, 빨간 파프리카 1개, 방풍나물 45g, 버터 150g, 다시

섯은 8/1을 썬다. 아스파라커스는 4/1을 썬다. 3 찐 마

마 300g

늘을 볶은 방풍나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 채에 내린다.

4 감자는 삶아서 으깬 후 생크림 1T과 소금을 넣고 섞는
다.(생크림은 농도를 보면서 조절한다.) 5 방울토마토는
콩카세 한다. 송이버섯과 아스파라거스는 버터로 굽는다.

6 으깬 감자를 콩카세 한 방울토마토안에 채워넣는다. 7
멸치액젓5T, 꿀3T, 물100ml를 넣고 끓인다. 8 설탕 3T
를 냄비에 넣고 설탕이 녹기 시작하면 5를 넣어 글레이
즈를 만든다. 9 팬에 올리브오일, 다진마늘을 넣고 볶다
가 전복을 넣고 볶은 다음 파프리카를 넣고 볶다가 불린
정도 끓으면 파르메산 치즈를 넣고 섞어준다. 10 삶은
흑돼지삼겹살을 성형한 후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로
즈마리를 넣고 굽는다. 11 구운 흑돼지삼겹살에 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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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넣고 볶은 다음 다시마 육수를 넣고 끓인다. 어느

즈를 바른다. 12 당근, 가지, 콜리플라워, 단호박으로 가
니쉬하고 오렌지주스를 졸여 만든 소스를 쓴다.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유호빈 저에게 이런 기회가 왔던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
고, 저의 요리를 맛보고 평가 받은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임석홍 요리경연에 참여하고 나서 제주도와 강원도의
몰랐던 재료들을 알 수 있었고, 미쉐린 셰프님들의 평가
를 통해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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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지영서대 이영빈, 장제익

봄의 조연
Supporting Character of the Spring

만드는 법

곤드레소스를 곁들인 한우안심스테이크

만드는 법 1 가리비는 레몬 슬라이스, 양파 위에 올리

재료 한우 안심 540g, 가리비 9개, 방울토마토 3알, 노

고 쪄준다. 2 안심은 소금, 통후추, 올리브오일을 바르고

란 파프리카 2개, 빨간 파프리카 1개, 아스파라거스 6대,

비닐에 넣어준다. 3 가니시 손질을 위해 방울토마토, 아

표고버섯 2개, 레몬 3개, 콜리플라워 조금, 버터 150g,

스파라거스, 버섯, 콜리플라워는 살짝 데쳐주고, 마늘, 방

올리브오일 400ml, 소금 70g, 통후추 15알, 마늘 10알,

울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버섯, 콜리플라워를 소금, 후추

간장, 레드와인 200ml, 달걀 2개, 양파 1개

를 살짝 뿌린 뒤 버터에 코팅해준다. 4 가리비는 큼직하
게 썰어서 다진 양파, 마늘, 파프리카가루 1T, 올리브오
일을 넣고 볶아준다. 5 올리브유를 두르고 스테이크를
구워준다. 6 빨간 파프리카즙 6T, 식용유 2.5T, 중력분
1T를 섞고 달군 팬에 약불로 구워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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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이영빈 개발한 레시피에 대해 평가받음으로써 더 발전
할 수 있었고 셰프님들의 음식을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기
회까지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제익 개인적으로 처음 제주도를 간 것인데, 정말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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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림성심대 김영재, 송현준

처음은 제주요, 중간은 강원이요,
마지막은 하나로다
First is Jeju, The Middle is Gangwon,
The Last is One

만드는 법

횡성 한우와 레드와인 머스타드 소스

만드는 법 1 횡성 한우를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 준다.

재료 횡성한우 600g, 사과 반 쪽, 마늘 3쪽, 양파 1개,

2 아스파라거스는 끝 부분을 손질 한 후 뜨거운 물에 데

올리브유 150g, 치킨스톡 30g, 디종머스터드 100g, 아

쳐 소금과 후추 간을 한 후 기름에 구워준다. 3 작은 새

스파라거스 9개, 방울토마토 100g, 작은새송이 150g,

송이 버섯은 버터와 소금 후추로 구워준다. 4 방울토마

소금 약간, 통후추 약간, 버터 500g, 레드와인 150ml, 설

토는 +칼집을 내어준다. 200도에 오븐에 2분간 구워준

탕 500g, 올리브유 100g, 파프리카 3개, 당근 100g,

다. 파프리카는 석쇠에 태워 껍질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돌돌 말아준다. 5 새송이는 밑둥을 잘라 사용하고 애호
박은 얇게 슬라이스한 후 올리브유와 소금후추로 간을
한 후 구워준다 6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후 후라
이팬에 기름에 연기가 날 때 쯤 고기를 올려준다. 그 후
버터를 넣어 글레이징을 시도 한 후 다른 접시에 담아 놓
는다. 7 남아있는 육즙에 다진마늘3t + 양파1/3개 + 올
리브오일5t + 레드와인150ml + 치킨스톡15g + 생크림
15g + 디종머스타드25g + 사과즙을 넣어 소스를 만들
어 준다 로 구워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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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김영재 제주도와 강원도 식재료를 조합하여 음식을 만
들어 내는 아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대결이 아
닌 제주도와 강원도의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매
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송현준 평소에 요리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스타 셰
프님들께 직접 조언을 받으면서 피드백 받을수 있어 정
말로 좋은 기회였고 또 셰프님들의 다양한 요리를 직접
맛 볼 수 있어 견문이 더 넓어질 수 있었던 같습니다. 내
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학교 후배들에게 추천해서
꼭 참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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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대 차혜림, 양지연

만드는 법

집이 생각나는 투박한 스타일과
퓨전의 조화

곤드레밥과 오리가슴살 스테이크

만드는 법 1 오대쌀, 보리쌀, 찰차조를 물에 불린다.

재료 오대쌀 150g, 찰차조 50g, 소금 30g, 후추 20g, 오

2 불린 곤드레를 삶아준다.(20~30분간) 3 오리가슴살

리가슴살 600g, 보리쌀 150g, 사과 1개, 양파 2개, 더덕

200g을 우유 300ml+소금1t에 20분간 재워준다. 4 더덕

Harmony of Rough Style Which Evoke
Memory of Home and Fusion

4개, 마늘 5쪽, 로즈마리 10g, 바질 10g, 타임 10g, 올

은 껍질을 제거 해준다. 5 양파를 웨지 모양으로 자른뒤,

리브유 400g, 통후추 10g, 포도씨유 100g, 베이비채소

올리브오일과 소금으로 간을 해준다. 6 양파를 150도에

20g, 비트 500g, 오리육수 300ml, 한련화잎 30g, 발사

1시간 구워준다. 7 오리에 올리브유 1T, 바질과 로즈마

믹식초 45g, 간장 30g

리 조금씩, 소금 1t, 통후추 4알을 으깨 양념해 오리를 재
워준다. 8 비트를 크게 잘라 물에 넣고 삶아준다. 9 다
익은 비트를 식혀서 갈아준 뒤, 체에 걸러서 농도에 맞게
졸인다. 10 더덕에 참기름 1T, 간장 1t를 섞어서 발라준
다. 11 더덕을 석쇠에 구워준다. 12 삶은 곤드레 물에
불린 쌀과 곤드레를 섞어 밥을 해준다. 13 숙성된 오리
를 팬에 약불로 구워준다 (8~10분 정도) 14 오리를 구
운 팬의 기름을 약간 버리고, 다진마늘과 다진 양파를 넣
고 볶는다. 15 오리 육수를 넣은 뒤, 발사믹 식초 2T, 간
다. 17 밥을 접시에 담고, 오리를 올린 뒤, 양파와 비트
퓨레, 팬소스로 플레이팅 해준다. 18 한련화 잎 등으로
플레이팅을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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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T를 넣고 졸인다. 16 구운 오리를 길쭉하게 잘라준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차혜림 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경험의 폭이 넓어진 것 같
습니다. 도움주신 임서형 셰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양지연 제주도 강원도 식재료를 이용하여 코스를 만든
다는게 흔치 않은 일이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다른 팀들의 작품을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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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관광대 신동해, 현성아

만드는 법

해산물톳샐러드, 산적스테이크, 더덕,
금귤정과와 약과

고사리감자전, 제주도표고버섯구이와 안심스테이크

만드는 법 1 소고기 안심을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에

재료 고춧가루, 다진마늘, 식초 100g, 양파 5EA, 홍고추

20분 마리네이드한다. 2 감자를 채치고, 고사리는 작게

10EA, 잣, 참기름 50ml, 소금, 후추, 레디쉬 200g, 고사

썬다. 감자, 고사리를 섞어서 소금, 후추 간을 살짝만 하

Seafood Hijiki salad, 'Sanjeok' Steak,
Deodeok, Kumquat Preserved in Honey

리 150g, 소고기안심 600g, 표고버섯, 올리브유 250ml,

고 기름에 지진다. 3 무 200g을 얇게 편으로 썰어 설탕

아스파라거스 10EA, 사과 한 개, 마늘, 물엿, 버터 1통,

0.8:식초0.8:물1:소금약간을 섞어 팔팔 끓으면 무를 담

청주 100g

가 피클을 만든다. 4 생표고버섯은 참기름3:간장1로 유
장을 만들고, 유장을 발라가며 표고버섯을 석쇠에 직화
로 굽는다. 5 아스파라거스를 소금물에 20초 정도 데친
뒤, 프라이팬에 소금, 후추를 간을 조금만 하고 굽는다.

6 마리네이드한 안심은 두께 3cm로 썰어 한면당 2분씩
기름을 두른 팬에서 굽다가 거의 다 구워지면 버터를 넣
고 마저 굽는다. 7 사과70g, 양파70g, 마늘2개, 간장1/2
컵, 물엿1Ts, 설탕2Ts, 청주1Ts, 물 4/5컵를 믹서기에 넣
고 갈아서 면보에 거른뒤 팬에 버터 20g을 넣고 살짝 열
을 가한다. 8 아스파라거스 위에 고기를 썰어 올리고 고
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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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주위로 고사리감자전, 표고구이, 무피클을 접시에 담

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신동해 처음해보는 코스요리라서 많이 힘들었지만 준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가 됐습니다. 또 참가하
고 싶은 대회였습니다.
현성아 대회 자체가 처음인 저에게는 첫 대회부터 이렇
게 훌륭한 셰프님들과 스텝들, 좋은 경쟁상대 및 팀원분
들까지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운이었습니다. 무엇보
다도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값진 경험을 하게 된 것 같
아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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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한라대 김건효, 조용하

세 가지 자연을 담은 요리
Three Kinds of Nature

만드는 법

고사리 소스를 곁들인 로스트 포크밸리와 볶은 곡물

만드는 법 1 야채를 이용해 스톡을 만든다. 2 통오겹

재료 펜넬 1개, 펜넬씨앗 20g, 월계수잎, 팔각 8개, 양파

을 마리네이드 한다. 3 팬에 기름을 둘러 월계수잎, 팔

2개, 고사리 50g, 표고버섯 100g, 청보리 50g, 흑보리

각, 펜넬, 펜넬 씨 등 야채를 넣고 향을 낸다. 4 3번 2

50g, 찰보리 50g, 엔다이브 100g, 막걸리 450ml, 설탕

번을 시어링한 뒤 막걸리와 1번을 넣어 한번 끓인 뒤

700g, 다시마 2개, 버터 1통, 마늘 250g, 삼겹살 1kg, 타

170~180℃ 오븐에 50~70분 굽는다. 5 고사리, 표고,

임 3줄기, 큐민 가루 50g

마늘, 양파등을 이용해 소스를 만든다. 6 세 종류의 보리
와 곡물을 끓는 물에 삶아 물기를 제거하고 팬에 볶는다.

7 단호박+고구마 퓨레를 만든다. 8 엔다이브를 팬에 굽
는다. 9 4번을 오븐에서 꺼내 로스팅할 때 나온 육수에
삶는다. 10 5~9번을 접시에 플레이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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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JFWF에 참여한 소감은?
김건효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것을 배우고 좋은
친구들, 셰프님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요리에 대한 생각
과 가치관을 얘기하며 많은 것을 배워 감사하게 생각합
니다.
조용하 이번 경연은 언제 떠올려봐도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이 저를 설레게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던 우
리에게 꾸준히 조언을 남겨주셨던 임서형 셰프님에게 큰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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