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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GARDEN DINNER • 알렉산더 바론

Aleksander
Baron
바론

바르샤바 출신의 셰프 알렉산더 바론(1983년생)은 바르샤바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후 예술학교에서 조소를 공부하였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카리브해 연안
지역 등에서 본격적으로 셰프의 길을 걸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2010년 바르
샤바에 <솔레츠 44>를 오픈하였다. 바론 셰프의 요리는 각각 특색이 뚜렷하며 고
객의 선택을 반영하려 노력한다. 식재료는 현지 최고의 식자재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조달한다. 어릴 적부터 경험한 음식 발효 실험을 토대로 삼아서 모던 폴란드
요리에 폴란드 전통 발효 음식을 접목하여 새로운 폴란드 퀴진의 지평을 열었다
고 평가된다.
He is a history of art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of Warsaw, and studied
sculpture at the Academy of Fine Arts in Warsaw. He spent four years in
Scotland, which taught him work ethics and respect for ingredients. He served
food to Queen Elizabeth II on her birthday and became chef de cuisine at
a restaurant in Edinburgh. He returned to Warsaw in 2009 and managed a
restaurant Nowy Wspaniały Świat. In 2010, he opened his own contemporary
Polish restaurant <Solec 44> in the Warsaw. The menu changes daily and
depends on the creativity of his team, the season and availability of ingredients.

RESTAURANT

솔레츠 44 Solec 44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자리한 레스토랑으로 전통이 물씬
느껴지는 공간에서 현대적인 폴란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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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랑

GARDEN DINNER • 로랑 달레

Laurent
Dallet
달레

로랑 달레 셰프는 프랑스 요리 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 주재 프랑스 영사관 부주방
장으로 근무하며 맨해튼 르 셰프 블루 프라이빗 케이터링 회사의 이그제큐티브 셰
프를 겸임했다. 2012년부터 한국에서 요리 대안학교인 영 셰프 스쿨, 슬로푸드 문
화원 미각 전문가 교육과정 유러피언 퀴진 강사로 활동하며 방배동에 르 셰프 블
루 쿠킹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관 총괄 셰프로 활
동하며 서울 충정로에서 오너 셰프로서 프렌치 레스토랑 <르 셰프 블루>를 운영하
고 있다.
After Laurent Dallet graduated from The French Culinary Institute New York in
2007, he was a sous chef at The French Consulate in New York and an executive
chef at Le chef Bleu Catering.
His culinary journey in Korea has started since 2012. Currently, he’s the owner
of his restaurant <Le Chef Bleu> in Chungjeongno, Seoul and the executive
chef of the Embassy of France in Korea.

RESTAURANT

르 셰프 블루 Le Chef Bleu
점심은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저녁은 하루
에 한 팀만 예약을 받는 가정식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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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그라치아

GARDEN DINNER • 마리아 그라치아 송치니

Maria Grazia
Soncini
송치니

마리아 그라치아 송치니(1960년생)는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라 까빠나 디 에라
끌리오>의 오너셰프이다. 일곱 살 때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는 라 까빠나 디 에라끌
리오의 주방일을 도왔다. 꼬디고로의 신선한 식재료에 조예가 깊으며, 특히 인근
포 강에서 다양한 민물 식재료를 공급받아 매우 신선한 요리를 선보인다.
Maria Grazia Soncini owns 1 Michelin star restaurant <La Capanna di Eraclio>.
Born in the 1960, Grazia was put to work at the very young age of seven in her
parents’ restaurant, La Capanna di Eraclio. She has a careful selection of fresh
ingredients mostly from Codigoro, where her restaurant is based, is known for
its fabulous game, and being situated right next to the river Po means freshwater
fish are abundant. A lot of the octopi and fish served at the restaurant is still alive
in the kitchen just hours before cooking, to ensure maximum freshness.

RESTAURANT

라 까빠나 디 에라끌리오 La Capanna di Eraclio
마리아 그라치아 송치니가 3대째 이끌고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 이탈
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작은 시골마을에 자리한 테이블 11개
짜리 자그마한 식당이지만 15년 연속 미슐랭 1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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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GARDEN DINNER • 미카엘 아쉬미노프

Mihal
Ashminov
아쉬미노프

호텔 경영과 요리를 가르치는 불가리아의 고등직업학교에서 요리를 배운 후 불가
리아 소재 쉐라톤 소피아 호텔에 요리사로 취업했다. 이후 웨스틴조선호텔을 거치
며 불가리아 정통 바비큐와 채식, 불가리아 요구르트, 양고기 등의 다양한 조리법
을 선보였고 바텐더 교육을 이수했다. 불가리아 현지의 맛을 한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2007년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을 오픈하여 메인 셰프로 근무 중이며, 음
식을 한국에 맞춰 현지화 하지 않고 불가리아 가정에서 맛볼 수 있는 전통식을 고
수하고 있다. 젤렌은 불가리아어로 녹색이라는 뜻이며, 그에 맞춰 자연주의 건강
식을 선보인다. 한편 <냉장고를 부탁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 TV 프로
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불가리아 음식을 알리고 있다.
Mihal Ashminov co-runs his restaurant <Zelen>, located in Itaewon, Seoul. He
is also currently a cast member in Korean TV show ‘Please Take Care of My
Refrigerator’. He was born in Sofia, Bulgaria and began his cooking career at
Sheraton Sofia Hotel Balkan. Then he moved to Westin Chosun Hotel in Korea
and has opened a traditional Bulgarian restaurant <Zelen>. Zelen means ‘green’
in Bulgarian which he declares his aim: ‘to offer fresh green Bulgarian dishes to
Korean people’.

RESTAURANT

젤렌 Zelen
국내 유일의 불가리아 레스토랑. 동유럽의 미식 대국인 불가리아의
가정식을 현지 모습 그대로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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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크람

GARDEN DINNER • 비크람 가르그

Vikram
Garg
가르그

비크람 가르그는 섬세한 요리실력으로 독창적이면서도 고유한 전통의 맛을 잘 표
현해내는 셰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와이의 할레쿨라니 호텔 총주방장으로,
'하우스 위드아웃 어 키', '더 베란다', '오키드', '라 메르', '루어스 라운지' 등의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인도 델리의 오베로이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석
사 학위까지 취득한 후 두바이 팰리스 호텔, 뭄바이 오베로이 호텔 등 인도 최고급
5성 호텔에서 요리 경험을 쌓았다. 2000년 영국 버진 아일랜드에 자리한 로즈우
드 리틀 딕스 베이에서 수 셰프로 근무했다. 이후 모국인 인도에서 5성 리조트 릴
라 켐핀스키 팰리스에서 총주방장을 맡았다.
Chef Vikram Garg is influenced by the flavors of international cuisine. He
takes particular delight in the menu degustation—a chef ’s finest expression
of innovative cooking. Classically trained in French, Mediterranean and
Southeast Asian cuisine, Chef Garg is a graduate of the Oberoi School of Hotel
Management and holds a post-graduate degree from the Oberoi Center. Chef
Garg was the executive chef for five-star Halekulani hotel (Honolulu, Hawaii).
Prior to his time at the Halekulani, Garg was the executive chef and operating
partner of IndeBleu. He has worked at leading luxury and five-star resor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Metropolitan Palace Hotel (Dubai, United Arab
Emirates), Little Dix Bay Hotel (Spanish Town, British Virgin Islands) and
the Leela Palace Kempinski Hotel (Bangalore, India), Oberoi Hotel (Delhi &
Mumbai, India). Currently, he is executive chef and executive vice president at
TMG Hosp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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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DINNER • 류태환

Ryu,
Tae-hwan
류태환

류태환 셰프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자리한 <류니끄>의 오너 셰프다. 일본 핫토리영
양전문학교와 영국 르 꼬르동 블루를 졸업하고 도쿄, 시드니, 영국 등 해외에서 8
년간 활동하며 요리 경험을 쌓았다. <류니끄>는 2015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
에서 27위,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79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요리를 소재로 한 웹
툰 '미슐랭 스타'의 실제 모델이자 감수 역할을 맡고 있으며 노르웨이 수산물수출
협의회 자문위원이자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Chef Tae-hwan Ryu is owner/chef of Ryunique, located in Seoul’s youngest and
trendiest neighborhood, Garosu-gil in Gangnam. He graduated from Hattori
Nutrition College in Japan and Le Cordon Bleu in London, and built up his
experience over eight years working in kitchens in Tokyo, Sydney and the U.K.
His restaurant, Ryunique, came in 27th place in “Asia’s 50 Best Restaurants 2015,”
and in 79th place in “The World’s Best Restaurants 2015.” He is the actual model
for, and supervisor of, a popular cooking webtoon, Michelin Star. He is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Norwegian Marine Product Committee, as well
as an honorary ambassador.

RESTAURANT

류니끄
신사동에 자리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류태환 셰프의 '류'와 '유니
크'의 합성어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음식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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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DINNER • 문동일

Moon,
Dong-il
문동일

부산 동래호텔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시작한 문동일 셰프는 프랑스 르 꼬르동 블
루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제주 그랜드호텔 양식 책임자를 거쳐서 총괄 주방장을 역
임했다. 조리사자격증(78년), 조리기능장(76년), 경영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였으
며,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학과 겸임교수와 퓨전경영컨설팅 대표로 제주지역
음식점 100여 곳의 경영진단, 메뉴개발, 홍보마케팅을 진행했다. 또한 제주관광음
식연구소장으로서 제주국제음식축제 조직위원장을 7회 역임했다. 현재 제주시 하
귀에서 <문동일셰프녹차고을>을 운영 중이다.
Dong-il Moon began his culinary career at Pusan Dongrae Hotel. After he
graduated Le Cordon Bleu Paris, he returned to Korea and worked as an
executive chef in Jeju Grand Hotel. He maximized his culinary skills in various
roles: Head of Jeju Gastronomy and Tourism Lab, Jeju Halla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Chairman of Jeju Food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nd
consulta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lso, he was a guest in
several TV shows such as Hansik-daecheop 3 and Altoran. Currently, he owns
<NOKCHAGOUL>, with a specialty in fusion Jeju cuisine.

RESTAURANT

녹차고을
제주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주퓨전요리 전문 레스
토랑이다. 문동일 셰프가 <한식대첩3> 등에서 선보인 요리 등을 직
접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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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DINNER • 안경석

Ahn,
Kyung-seok
안경석

안경석 셰프는 일본 핫토리영양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누이누이에서 근무하다
2010년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리스토란테에서 경험을 쌓은 뒤 트라토리아에
서 주방장을 맡았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이어갔다. 2015년에 귀
국해 캐비아 레스토랑 코로비아의 주방을 책임졌으며, 현재 본인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 중이다.
Kyung-seok Ahn graduated from Hattori Nutrition College. After working at
Nui Nui as sous chef, he built up his Italian culinary skills in Italy from 2010. He
experienced ristorante, trattoria and 3 Michelin stars restaurant. After he returned
from his culinary journey in 2015, he worked as executive chef in caviar-specialty
koroviar restaurant, located in Seoul. Now he is preparing for opening a new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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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DINNER • 에드워드 권

Edward
Kwon
에드워드

권

에드워드 권 셰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리츠칼튼 호텔, W 호텔, 중국 텐진 쉐라톤
그랜드 호텔, 두바이 페어몬트 호텔 수석 총괄 조리장, 버즈 알 아랍 호텔 수석 총
괄 조리장 등을 거치며 요리 경험을 쌓았다. 프랑스 요리를 전공했지만 한식 스타
일을 녹여내려 노력하는 등 한식의 세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
가행사의 만찬 자문을 하였으며 2015년 평창올림픽 특선 메뉴 10선 총괄 셰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케이푸드를 대표로서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홈셰프, 랩24서
울, 엘리멘츠 모스크바를 운영 중이다.
Chef Edward Kwon has been a chef at the Hotel Ritz Carlton and the W Hotel
in San Francisco, the Sheraton Grand Hotel in Tianjin China, executive chef
of the Fairmont Hotel in Dubai, and executive chef of the famous Hotel Burj
Al Arab in Dubai. Although he specializes in French cuisine, he is interested
in globalizing Korean cuisine, so infuses his dishes with Korean flavors and
styles. He has been appointed consultant to various national banquet events and
recently become the executive chef fo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or which he has developed 10 special menus. As CEO of EK Foods, he runs
HomeChef, Lab XXIV, and Elements Moscow.

RESTAURANT

랩24
'하루 24시간 동안 요리를 연구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가장 현대적
이고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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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DINNER • 이현희

Lee,
Hyun-hee
이현희

이현희 셰프는 파리 르 꼬르동 블루에서 제과를 공부하며 요리 디플롬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후 파리 르 뮤리스 호텔 견습, 파리 르 꼬르동 블루 조교, 파리 르 디
벨렉, 더 페르싱홀 호텔 등에서 파티시에로 근무하며 현지에서 경력을 쌓았다. 한
국으로 돌아와 2011년 신사동에 <디저트리>를 오픈했다. 2015년에는 블루리본
어워드 '올해의 페스트리 셰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Hyun-hee Lee is Owner/Patissier of, located in Cheongdam, Seoul. She
graduated, with highest honor, Le Cordon Bleu Paris Grand Diplome and built
up her patisserie experience as Paris Le Meurice Hotel patissier, Le Cordon Bleu
Paris assistant, Le Divellec Paris patissier, and The Pershinghall Hotel patissier.
After returning to Korea, she has opened her dessert restaurant in Sinsa, Seoul.
Dessertree has redefined the dessert experience, introducing ‘course dessert
menu’ to the Korean pastry industry. She has recently been named ‘The Pastry
Chef of the Year 2015’ by Blue Ribbon Awards.

RESTAURANT

디저트리
각종 디저트를 주문 즉시 만들며 디저트만으로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도 선보이는 디저트 전문 레스토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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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DINNER • 이흥주

Lee,
Heung-joo
이흥주

이흥주 셰프는 이탈리아 현지의 걸출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거치며 정통 이
태리 요리를 익혔다. 2008년부터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콜레 발 델사,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일 바스티글리아에서 근무했고 2009년 국립이탈리아호텔학교
(Alberghiero di Spoleto) 요리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부터 미슐랭 1스타 리스토
란테 코리아, 미슐랭 2스타 두오모, 미슐랭 1스타 카포 도르소에서 근무했다. 귀
국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탈리 판교점에서 총괄셰프를 맡고 있다.
Chef Heung-joo Lee has built his culinary skills at Michelin-starred restaurants
in Italy. He worked at two Michelin stars, one Michelin star. Then he graduated
‘Alberghiero di Spoleto’ in Italy in 2009. After graduation, he went through one
Michelin star, two Michelin stars and one Michelin star. After he went back to
Korea from his culinary journey, he has worked as executive chef at restaurant,
located in Hyundai Department Store in Pangyo.

RESTAURANT

이탈리
마켓(그로서리)과 레스토랑이 결합한 그로서란트라는 독특한 개념
의 이탤리언 다이닝.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오픈 중이며, 맛있는 이
탈리아 먹거리와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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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Duk-hyun
임덕현

스시 호시카이의 임덕현 셰프는 일본 내 최고 학교 중 하나인 일본 도쿄조리사전
문학교를 졸업하고 7년간 도쿄 오쿠라 호텔, 도쿄 인터콘티넨탈 호텔, 니가타 그
랜드 호텔 등에서 경력과 실력을 쌓았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만화 <미스터 초
밥왕>에 등장하는 스시 명장 안효주 셰프를 사사해 실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
다. 풍부한 경험을 통해 최고의 재료를 접한 임덕현 셰프는 스시 조리사의 길을
걸으면서 고향인 청정섬 제주의 신선한 재료로 최고의 스시를 만드는 꿈을 위해
2014년부터 스시 호시카이를 이끌고 있다.
Duk-hyun Lim graduated from Tokyo Cooking Academy and built up his
experience in Hotel Okura, Hotel Intercontinental Tokyo, Niigata Grand Hotel
for seven years. After his return to Korea, he had opportunity to gain expertise
in Japanese cuisine, through the training by Hyo-joo Ahn, the best sushi master
chef in Korea. He is an executive chef at <Sushi Hoshikai> in Jeju, He aims at
achieving his dream to make the best sushi with fresh ingredients of clean Jeju,
his hometown. Sushi Hoshikai, the best fine-dining restaurant in Jeju, offers
traditional sushi with top-quality ingredients of Jeju.

RESTAURANT

스시 호시카이
'제주의 별과 바다를 품은 꿈의 스시'라는 슬로건에 맞춰 제주에서
만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식재료로 정통 스시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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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Jung-ho
홍정호

홍정호 셰프는 한국관광공사 경주관광교육원을 졸업하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
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제주 해비치호텔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양식 총괄 셰프로 근무하고 있
다. 홍정호 셰프는 오랜 제주 생활을 바탕으로 제주산 식재료에 대한 뛰어난 이해
력을 갖췄다. 그가 조리하는 제철 요리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Jung-ho Hong graduated KTO Gyungju tourism institution. He began his
culinary career at Westin Chosun Hotel Seoul. He built up his experience in
Haevichi Hotel & Resort Jeju and Ramada Plaza Jeju, and he has worked in
Maison Glad Jeju as the executive chef. He has careful understanding of Jeju local
ingredients based on life-time experience in Jeju. His specialty in seasonal dishes
using Jeju’s fresh ingredients provides extraordinary dining experience.

RESTAURANT

메종글래드 제주
40여 년 역사를 지닌 제주의 랜드마크로서, 천혜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기 위해 제주를 찾는 고객에게 품격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084
085

•

그라치아

송치니

• 마리아 그라치아 송치니

마리아

GRAND KITCHEN With MASTERS

Maria Grazia
Soncini
마리아 그라치아 송치니(1960년생)는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라 까빠나 디 에라
끌리오>의 오너셰프이다. 일곱 살 때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는 라 까빠나 디 에라끌
리오의 주방일을 도왔다. 꼬디고로의 신선한 식재료에 조예가 깊으며, 특히 인근
포 강에서 다양한 민물 식재료를 공급받아 매우 신선한 요리를 선보인다.
Maria Grazia Soncini owns 1 Michelin star restaurant <La Capanna di Eraclio>.
Born in the 1960, Grazia was put to work at the very young age of seven in her
parents’ restaurant, La Capanna di Eraclio. She has a careful selection of fresh
ingredients mostly from Codigoro, where her restaurant is based, is known for
its fabulous game, and being situated right next to the river Po means freshwater
fish are abundant. A lot of the octopi and fish served at the restaurant is still alive
in the kitchen just hours before cooking, to ensure maximum freshness.

RESTAURANT

라 까빠나 디 에라끌리오 La Capanna di Eraclio
마리아 그라치아 송치니가 3대째 이끌고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 이탈리
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작은 시골마을에 자리한 테이블 11개짜
리 자그마한 식당이지만 15년 연속 미슐랭 1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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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그

• 비크람 가르그

비크람

GRAND KITCHEN With MASTERS

Vikram
Garg
비크람 가르그는 섬세한 요리실력으로 독창적이면서도 고유한 전통의 맛을 잘 표
현해내는 셰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와이의 할레쿨라니 호텔 총주방장으로, '
하우스 위드아웃 어 키', '더 베란다', '오키드', '라 메르', '루어스 라운지' 등의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인도 델리의 오베로이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석
사 학위까지 취득한 후 두바이 팰리스 호텔, 뭄바이 오베로이 호텔 등 인도 최고급
5성 호텔에서 요리 경험을 쌓았다. 2000년 영국 버진 아일랜드에 자리한 로즈우
드 리틀 딕스 베이에서 수 셰프로 근무했다. 이후 모국인 인도에서 5성 리조트 릴
라 켐핀스키 팰리스에서 총주방장을 맡았다.
Chef Vikram Garg is influenced by the flavors of international cuisine. He
takes particular delight in the menu dégustation—a chef ’s finest expression
of innovative cooking. Classically trained in French, Mediterranean and
Southeast Asian cuisine, Chef Garg is a graduate of the Oberoi School of Hotel
Management and holds a post-graduate degree from the Oberoi Center. Chef
Garg was the executive chef for five-star Halekulani hotel (Honolulu, Hawaii).
Prior to his time at the Halekulani, Garg was the executive chef and operating
partner of IndeBleu. He has worked at leading luxury and five-star resor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Metropolitan Palace Hotel (Dubai, United Arab
Emirates), Little Dix Bay Hotel (Spanish Town, British Virgin Islands) and
the Leela Palace Kempinski Hotel (Bangalore, India), Oberoi Hotel (Delhi &
Mumbai, India). Currently, he is executive chef and executive vice president at
TMG Hosp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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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 에드워드 권

Edward
Kwon
권

에드워드 권 셰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리츠칼튼 호텔, W 호텔, 중국 텐진 쉐라톤
그랜드 호텔, 두바이 페어몬트 호텔 수석 총괄 조리장, 버즈 알 아랍 호텔 수석 총
괄 조리장 등을 거치며 요리 경험을 쌓았다. 프랑스 요리를 전공했지만 한식 스타
일을 녹여내려 노력하는 등 한식의 세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
가행사의 만찬 자문을 하였으며 2015년 평창올림픽 특선 메뉴 10선 총괄 셰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케이푸드를 대표로서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홈셰프, 랩24서
울, 엘리멘츠 모스크바를 운영 중이다.
Chef Edward Kwon has been a chef at the Hotel Ritz Carlton and the W Hotel
in San Francisco, the Sheraton Grand Hotel in Tianjin China, executive chef
of the Fairmont Hotel in Dubai, and executive chef of the famous Hotel Burj
Al Arab in Dubai. Although he specializes in French cuisine, he is interested
in globalizing Korean cuisine, so infuses his dishes with Korean flavors and
styles. He has been appointed consultant to various national banquet events and
recently become the executive chef fo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or which he has developed 10 special menus. As CEO of EK Foods, he runs
HomeChef, Lab XXIV, and Elements Moscow.

RESTAURANT

랩24
'하루 24시간 동안 요리를 연구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가장 현대적
이고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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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수

Tony
Yoo
유현수

전통 한식을 다이닝 스타일로 풀어내는 모던 코리안 퀴진의 대표 셰프다. 국내외 다양
한 레스토랑에서 여러 퀴진 스타일을 익히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2012년 영국 런
던 올림픽 당시 주영한국대사관 총괄셰프로서 올림픽 관련 오찬 및 만찬을 맡아 한식
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거치며 한국 사찰음식을 사사하
여 깊이 있는 전통 한식 양념과 채집요리법을 기반으로 그만의 독특한 한식 스타일을
구축했다. 서울에서 D6, 키친플로스, 이십사절기 등 모던 코리안 레스토랑을 런칭했다.
현재 서울 가회동에 자리한 한식 다이닝 <두레유>의 오너 셰프다.
Tony Yoo is one of the most acclaimed chefs of Modern Korean dining. He ha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diverse styles of cuisine in a variety of restaurants.
As an executive chef in the Embassy of South Korea in the U.K, he was in
charge of luncheon & dinner for the London 2012 Olympics. He learned
Korean temple food and Korean traditional spice at ‘Sun-jae Temple Food &
Culture Research Institute’ and he has successfully launched modern Korean
restaurants like D6, Kitchen-Flos, 24Seasons based on these various experience.
He is currently owner chef at Korean dining restaurant <DOOREYOO>
located in Gahoe-dong, Seoul.
RESTAURANT

두레유
서울 가회동에 자리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사찰 음식 바루 코스, 산나물로 조리하는 채집 코스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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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숙

Cho,
Hee-sook
조희숙

30여년 동안 한식의 기본과 틀을 만들어온 한식의 거장이자 살아있는 전설이다.
노보텔앰배서더호텔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신라호텔 등 여러 호텔에서
한식부를 담당하며 현장의 경험과 연륜을 쌓았고 2005년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주방장을 역임했다. CIA 주최 ‘Rising Asia’에 한국대표로 참가하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송대 외식조리학과의 전임교수로 재직하는 등 후학양성에 매진하
고 있다. 5년여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아름지기의 식문화 연구 전문위원으
로 재직하며 한식의 미와 멋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식 세계화운동에 앞장섰다.
현재는 강릉 씨마크호텔의 한식부 메뉴 자문과 샘표식품의 '한국의 맛' 연구 프로
젝트의 멘토링을 맡고 있다.
Hee-sook Cho is a living legend of Korean cuisine who has established the basic
standard for Korean cuisine for 30 years. She is also a master of many Korean
star chefs who has passed down the basic standard of Korean cuisine. She built
up her experience by leading Korean food department at Novotel Gangnam,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Silla and worked as an executive chef in the
Embassy of South Korea in the U.S. She participated as a Korean representative
in ‘Rising Asia’ by CIA. She also trained many junior chefs as a professor at
Woosong University from 2006 to 2008. As a food culture researcher at Arumjigi
Foundation, she led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to introduce ‘the taste
of Korean food’. Currently, she works as an executive consultant at Korean
restaurant in Hotel Seamarq and as mentor for ‘The Taste of Korea’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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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GALA DINNER • 알버트 K.K. 아우

Albert
K.K. Au
K.K.아우

홍콩 라이 선 F&B 그룹의 총주방장인 알버트 K. K. 아우 셰프는 전 세계를 통틀
어 가장 젊은 미슐랭 3스타 중식 셰프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홍콩 아일랜드 탱 레
스토랑(미슐랭 1스타)'의 총주방장, '더 에잇 엣 마카오 그랜드 리스보아(미슐랭 3
스타)'의 주방장을 거쳤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홍콩과 마카오
내 레스토랑에서 총 9개의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 현재 라이 선 F&B에서 '그룹 차
이나 탱', '아일랜드 탱', '치우 탱', '차이나 클럽 앤 탱' 등 럭셔리 중식당 계열을 총
괄하고 있다.
Chef Albert K.K. Au, awarded the world’s youngest three Michelin starred
Chinese chef, is executive chef for Hong Kong Lai Sun F&B Management
Limited, managing the Luxury Chinese restaurant for the Group China Tang,
Island Tang, Chiu Tang, China Club and Tang.
He won Michelin 9 Stars in total from year 2009 to 2015 for the restaurants in
Hong Kong and Macau. Before moving to Lai Sun F&B, he has been executive
chef for Hong Kong Island Tang Restaurant (Michelin 1 star) and head Chef for
The Eight at Macao Grand Lisboa (Michelin 3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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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즈미

GALA DINNER • 코이즈미 코지

Koizumi
Koji
코지

2008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코하쿠를 오픈했다. 2015년 말 36세의 나이로 일
본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되었다. 코이즈미 셰프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만의 경험을 쌓아왔다. 최고 품질의 요리에서만 맛볼 수 있
다는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 요리의 전통을 계승하면
서 다른 문화와 일본의 요리법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법을 발
전시켰다. 일본 요리는 반드시 일본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
며, 일본의 맛을 소개할 때 자부심을 느낀다.
Koizumi Koji has opened two Michelin stars restaurant <Kohaku(虎白)> in
2008. At the end of 2015, he has become ‘Three-star Michelin stars chef ’ at the
age of 36. It means that he has become the youngest Three-star Michelin chef
in Japan. He tried to find ‘the UMAMI’ which is the natural taste from topquality food. As a result, he could manage ‘the UMAMI’ and then, he has been
captivating the taste buds of customers. While he has succeeded to the Japanese
culinary tradition, he has promote his creative cuisine by mixing the Japanese
cuisine and other cultures’ cuisine.

RESTAURANT

코하쿠
도쿄 신주쿠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일본 요리의 전통을 따
르면서 새로운 식재료를 조화시킨 '누보 가이세키'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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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 DINNER • 성현아

Seong,
Hyun-ah
성현아

미국 뉴욕 소재 CIA를 나온 후 라스베가스 미슐랭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조엘 르
부숑, 뉴욕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아쿠아비트 등에서 익힌 고급 테크닉을 기반으
로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플레이티드 디저트를 캐주얼한 공간에서 선보이는 디
저트 전문점 소나의 오너 셰프다. 글로벌 요소를 믹스한 미국식 디저트부터 정통
프렌치의 섬세함까지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제과에 국한된 식재료
를 넘어서 요리 재료까지 활용한 디저트 신 메뉴 개발에도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
인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방문하는 많은 외국 손님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소
나는 현재 5년째 성업 중이다.
After graduating from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Chef Hyun-ah Seong
built up her experience at the Michelin 3-starred restaurant of the MGM Grand
Hotel Las Vegas, Joel Robuchon. She then worked at New York’s Michelin
2-starred restaurant Aquavit. Currently, she is the owner/chef of pastry/dessert
restaurant <SONA> in Seoul, which offers contemporary ‘one-of-a-kind’ plated
desserts. She has broad and deep understanding in authentic French pastry and
make variations with a global touch. She is breaking a border between savory
section and bakery section by developing creative dessert collections.

RESTAURANT

소나
파인 다이닝에서 맛볼 수 있을 법한 아름다운 플레이팅의 디저트를
코스 혹은 단품으로 선보이는 디저트 전문 레스토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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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 DINNER • 유현수

Tony
Yoo
유현수

전통 한식을 다이닝 스타일로 풀어내는 모던 코리안 퀴진의 대표 셰프다. 국내외 다양
한 레스토랑에서 여러 퀴진 스타일을 익히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2012년 영국 런
던 올림픽 당시 주영한국대사관 총괄셰프로서 올림픽 관련 오찬 및 만찬을 맡아 한식
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거치며 한국 사찰음식을 사사하
여 깊이 있는 전통 한식 양념과 채집요리법을 기반으로 그만의 독특한 한식 스타일을
구축했다. 서울에서 D6, 키친플로스, 이십사절기 등 모던 코리안 레스토랑을 런칭했다.
현재 서울 가회동에 자리한 한식 다이닝 <두레유>의 오너 셰프다.
Tony Yoo is one of the most acclaimed chefs of Modern Korean dining. He ha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diverse styles of cuisine in a variety of restaurants.
As an executive chef in the Embassy of South Korea in the U.K, he was in
charge of luncheon & dinner for the London 2012 Olympics. He learned
Korean temple food and Korean traditional spice at ‘Sun-jae Temple Food &
Culture Research Institute’ and he has successfully launched modern Korean
restaurants like D6, Kitchen-Flos, 24Seasons based on these various experience.
He is currently owner chef at Korean dining restaurant <DOOREYOO>
located in Gahoe-dong, Seoul.
RESTAURANT

두레유
서울 가회동에 자리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사찰 음식 바루 코스, 산나물로 조리하는 채집 코스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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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 DINNER • 이재천

Lee,
Jae-chun
이재천

이재천 셰프는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요리학교를 졸업한 후 파리 모리스 호텔에
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 게이트에서 총주방장으로 근무하
며 1999년 싱가포르 블랙박스 요리대회 입상, 2001년 서울 국제 요리대회 개인전
금상, 2011년 서울 블랙박스 요리대회 은상 수상 등 국내외 요리대회에서 다수 수
상했다. 현재 해비치 호텔&리조트의 총주방장을 맡고 있다.
Chef Jae-chun Lee worked at Hotel Meurice in Paris after graduating from Le
Cordon Bleu Paris. Afterwards, he worked as an executive chef at Ninth Gate,
the flagship restaurant of Seoul’s Westin Chosun Hotel. In competitions, he
won a prize in the Singapore Black Box Competition in 1999, a gold medal at
the Seoul International Culinary Competition in 2001, and a silver medal at the
Seoul Black Box Competition in 2011. He is currently executive chef at Haevichi
Hotel & Resort.

RESTAURANT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2016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제주 리조트 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설을 선보이는 제주의 일류 호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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