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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일의
미식관광지

2016년 5월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첫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정상급 셰프 18인이 제주의 청정식재료를 주제로 요리한 음식을
소개하고 제주의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제주를 미식관광지로
부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시작으로 도내 관련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주 조리학과 대학생들과 협업을 통한 인재 육성을 통해 세계

제주로 떠나는
음식 여행

제일의 미식관광지로서 손색없는 제주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이 책은 2016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rand Kitchen with Masters(요리시연) 행사의
레시피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국내외 유명 셰프들이 제주 식재료를
그들만의 레시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제주산 청정 식재료를 활용한 세계적 셰프들의 레시피와 제주음식에 관한
정보들을 통해 제주의 독특한 음식문화와 다양한 농수축산물에 대해 많은
분들이 보다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02

/ Grand Kitchen with Masters Recipe Book

JEJU Food & Wine Festival /

03

Contents

02

세계 제일의 미식관광지
제주로 떠나는 음식 여행

06

2016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행사 서문 및 개요

08

제주 음식문화 및 식재료 소개

● Master Chef 레시피
26

로이 야마구치
흑우 카르파치오 & 전복 포케

32

38

72

마사하루 모리모토
갈릭 바냐 소스를 곁들인 홈메이드
파스타

에드워드 권
딱새우 타르타르

78

재니스 웡
한국 장(醬)에 영감을 받은 디저트

토드 잉글리쉬
포르케타식 제주 흑돼지

84

성현아
제주의 봄

● 제주 주요 식재료 소개

04

/ Grand Kitchen with Masters Recipe Book

12

육류(Meat)

14

야채류(Vegetable)

16

과일류(Fruit)

18

수산물(Seafood)

22

제주 식재료 분포도

44

조시아 시트린
코테 데 뵈우프

52

류태환
감태퓌레를 곁들인 옥돔구이

58

이찬오
카라향과 전복딱새우 샐러드

64

밍 차이
 주허브누들, 훈제꿩 가슴살,
제
꿩다리 튀김을 곁들인 꿩수프

● 제주 고메위크 맛집
92

2016 제주 고메위크 맛집 50
•제주 시내권
•제주 동부·서부권
•서귀포 시내·동부·서부권

JEJU Food & Wine Festival /

05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미식관광과 음식문화 발전에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2016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국내외 정상급 셰프들이 제주에 모여 제주의 청정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제주의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관련 업계의 참가 및 제주의 조리학과 대학생들과 협업을 통해 인재 육
성에 기여하는 등 제주산 식재료의 우수성과 제주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제주 음식산업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음식이

을 성장시키기 위한 음식문화행사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유네스코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프랑스의 미식문화를 선정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음식과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깊이있는 음식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셰프들을 중심으로 음식과 엔터테인먼트가

행사명

2016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 Jeju Food&Wine Festival 2016

각광받는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미식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자못 궁금합니다.

주최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관

사단법인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제주관광공사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와 교감하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미 웅대한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과 청정의 이미지로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에 등재된 곳입니다. 제주푸드앤와인

행사 기간 2016년 5월 5일(목)~5월 14일(토) 총 10일 간

페스티벌은 제주 청정 식재료를 세계에 알리며 미식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기
획된 행사입니다. 행사를 통해 얻는 과실은 미래의 꿈나무 셰프 지망생들의 성장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올해 그 첫 번째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보다 나은 축제로 발전하고자 내년 5

주요 행사
기간

행사명

내용

5월 5일(목) ~
14일(토)

제주 고메위크

제주도 내 50곳의 숨겨진 맛집 탐방 행사

5월 12일(목)

Bounty of Jeju

야외 가든 디너, 11인 셰프의 다채로운 요리

5월 13일(금)

Grand Kitchen with
Masters

10인 셰프의 요리시연

더 나아가 매년 발전하는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 우리나라 미식관광에 대표적인 관광

5월 13일(금)

Taste of Jeju

제주향토음식 무료시식회

아이콘이 되고, 글로벌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미식문화 발전에 밀알이 되기를

5월 14일(토)

Hawaii Meets Jeju

하와이・한국의 대표 셰프들이 펼치는
7가지 정찬 코스의 향연

월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레시피북은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행사 중에서 Grand Kitchen with
Masters 행사에 참가한 셰프들이 시연한 요리들의 레시피를 묶은 책입니다. 일회성 행사
가 아니라 제주 및 우리나라 요식업계에 제주의 음식 문화를 전파하고, 학생 셰프들에게
또 하나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남긴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얻습니다.

희망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jejufoodandwinefestival.com

사단법인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정문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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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식문화

제주 식재료

제주도는 368개의 오름이 있는 용암대지의 화산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이다. 제

제주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를 크게 육류, 채소, 과일 그리고 수산물로 구분지

주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가뭄, 태풍, 장마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식량 생산이 안정적이지

어 그들만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못했으며, 섬이라는 지리적 요인 탓에 철저히 자급자족을 해야만 했다. 결국 제주의 식생
활은 다른 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제주 지역 음식은 매우 단순하고 소

먼저 제주 육류를 살펴보면, 제주의 말고기는 내장지방 외에는 지방이 거의 없는 살코기

박해 상차림 시 반찬 수가 많지 않고 조리법이 간단하다. 하지만 450여 종이 넘을 정도로

로서 단백질로만 구성된 식육이다. 제주에서는 말을 대부분 회나, 육회, 초밥 등 날 것으

그 종류가 많고,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다.

로 취식하며 가슴살이나 엉덩이 살 등은 구이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의 소는 일반적인 한
우에 비해 몸집이 작고 살코기가 보습능력이 좋아서 육즙이 풍부한 특징이 있다. 특히 흑

제주 전통 향토음식의 주식은 쌀보다는 잡곡을 이용한 밥, 죽, 수제비, 국수, 범벅 등으로,

돼지는 제주의 모든 대소사에 빠지지 않는 친숙한 고기인데 백돼지와 달리 지방과 살코기

찌개보다는 된장이나 간장 등을 이용한 국이나 나물을 많이 먹었다. 손쉽게 얻어지는 신

의 경계가 뚜렷하며 지방 또한 구울수록 쫄깃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한 어패류와 해조류를 이용한 음식이 많았으며, 주로 사용된 육류는 돼지고기로 삶아
서 많이 먹었다. 이외에 통과의례에 사용되는 떡, 쉰다리, 감주와 같은 음청류, 오메기술,

제주의 채소들을 보면, 부르(청상추), 호박, 패마농(실파), 세우리(부추), 물외(노각), 배추,

강술 등을 만들 때도 잡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콩잎, 유잎(깻잎), 풋고추 등 대부분 전통 채소가 많다. 제주의 대표적인 과일은 역시나 감

특히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잠녀들이 잡아온 해산물과 해조류 등 바다의 맛을 자연스

귤이다. 최근에는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청견 등 다양한 만감류들이 선보여지고

럽게 가져오는 요리와 우영팟(텃밭)에서 채취한 몇 가지의 재료들을 가지고 빠르고 단순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자생식물이었던 ‘백년초’가 그 특유의 신맛을 살려 다양한 가공식품

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요리들이 제주 전통 향토음식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감에 따라 ‘애플망고’와 ‘용

양념을 많이 넣거나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음식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과’, ‘구아바’ 등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작물로 블루베리가 많이 생산되

제주도의 전통 향토음식은 주변에서 쉽게 얻어지는 재료에 단순한 요리법과 양념을 많이

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키위까지 생산하고 있다.

쓰지 않고 각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맛을 살려 천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가 있
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제주도가 장수촌으로 부각되면서 제주의 전통음식이 장수음

제주의 전통적인 어종은 자리돔, 한치, 멜(멸치) 등을 고를 수 있는데 이들을 굽거나 조리

식으로 각광받았으며 참살이(웰빙)음식의 대용어가 되었다.

거나 국을 끓여먹고 젓갈을 담기도 한다. 특히 자리물회와 한치물회는 몇해 전 제주사람들
이 선정한 제주 7대 향토음식으로도 유명하다. 해물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전복인데 특히

예로부터 제주를 대표하는 해녀문화와 이로 인해 탄생된 음식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로

해녀들이 직접 채취해온 싱싱한 전복은 야생의 맛을 간직하고 있는 최고의 식재료이다.

제주의 전통 향토음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바다의 맛을 자연스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산 소라는 부드러운 부위부터 꼬들하거나 질긴 부위까지 한 마리가 다양한

이들의 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와 다양한 식자재의

식감을 제공하고, 제주성게는 그 노란 생식선이 맛이 진해서 크림 같다고 표현한다.

유입으로 제주의 향토음식은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계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밖에도 제주바다만의 해물로 보말, 군소, 군벗, 깅이, 문어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누구

제주도 청정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전통 향토음식을 보전 및 복원

나 쉽게 잡을 수 있는 친근한 해물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해물이 제주사람

하고자 하는 노력과 현대화 및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 및 조리법 개발로 세계를

들에게는 ‘죽’을 쑤는 재료로 많이 활용된다는 것인데 그 조리법 또한 한식에서는 유래를

향한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어서 제주만의 음식이라 소개할 수 있다.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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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sland
Regional Food
육류
야채류
과일류
수산물

제주
주요 식재료
소개
/
자료제공 :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

제주
주요 식재료
소개

육류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한라산에서 해안에 이르는 중간
지점에는 368개의 기생화산인 ‘오름’이 존재하며 이 오름과 오름 사이에는 대부분 초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과거로부터 마소를 방목하는 최적지로 인정받았으며, 심지어

Meat

토종 돼지나 소까지 방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고려 말 원나라는 삼별초를 진압한
후 제주에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를 설립하고, 100여 년 간 군마(軍馬)를 육성하는 목장으로
활용했으며 조선시대에도 제주는 군마를 방목 육성하는 곳이기도 했다.

말
Horse

흑우
Jeju Black Bull

오름과 초지가 펼쳐진 제주의 중간산 마을에선 조랑말을 많이

일반적인 한우에 비해 몸집이 작고 보습능력이 좋은 살코기로

사육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말고기를 얻기 쉬웠다. 말은

육즙이 풍부한 특징이 있다. 특히 많이 구워도 일반 육우보다

방목했다가 늦가을에 추렴했으며 다리뼈는 관절염 특효약으로

질겨지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초록 풀을 먹고

민간에 알려져 있다. 제주 사람들은 말고기의 다리 살에 생강과

자라는 만큼 곡물만 먹여 키운 소보다 건강하고 오메가3 같은

마늘, 양파를 넣고 육회로 많이 먹었다.

영양소가 풍부하다.

닭
Chicken

흑돼지
Jeju Black Pig

제주에선 대부분 봄병아리를 사서 마당에 놓아 기르는 경우가

일반적인 백돼지와 달리 지방과 살코기의 경계가 뚜렷하며, 지방

많다. 음력 6월 20일 경이면 먹음직스러운 중닭이 되는데, 이날

또한 구울수록 쫄깃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돈이 80kg정도

닭을 잡아 온 식구가 나누어 먹곤 했다. 육지의 복날과 같은

밖에 되지 않아 120kg 이상 자라는 일반 돼지보다 작고

연례행사로 지금까지 풍습이 이어져 온다. ‘닭 잡아먹는 날’에는

성장속도가 늦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 한동안 제주에서도

백숙이나 죽을 만들어 먹거나 솥에 빈 뚝배기를 넣고 그 위에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 특유의 고기 맛을 잊지 못하는 많은

마늘과 참기름을 듬뿍 넣은 닭을 얹어 중탕해 닭의 진국을 모은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해 최근에는 재래종 흑돼지 복원 사업으로

닭제골을 해먹기도 했다. 가을에 닭엿을 만들어 두었다가 겨울

개체 수를 늘려 나가고 있다.

추위를 이기는 보신용 음식으로 먹기도 했다. 특히 제주에선
남자는 암탉을, 여자는 수탉을 먹는 풍습이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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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요 식재료
소개

야채류

집들은 관가를 제외하곤 모두 초가집인데 가운데 있는 마당을 중심으로 보통 2채 또는 3채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든 집의 구석에는 텃밭을 일구어 이를 ‘우영밭’ 또는 ‘우녘밭’이라 불렀다.
일반적인 텃밭은 봄에 파종해서 여름과 가을에 걸쳐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지만, 제주의

Vegetable

우영밭은 사시사철 매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일종의 식량창고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다른 지방과 달리 따뜻한 기후 덕에 이런 우영밭을 일년 내내 가동시키며 매 끼니마다 쌈
채소를 상에 올렸던 것이다.

고사리
Bracken

무
Korean Radish

제주 사람들은 봄에 거둔 고사리를 잘 말려 1년 내내 맛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제주 무는 겨울철 전국 월동 채소

먹는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말린 고사리를 잘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주의 겨울 무는 특히 시원하고 달콤한

삶아 양념한 ‘고사리탕쉬’는 제주의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고

맛이 인상적이며 비타민C가 풍부한데다 소화 촉진과 해독

오르는 음식이다. 또 돼지 사골국에 고기와 고사리, 메밀가루를

기능이 있어 한방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제주에선 메밀음식에

넣어 뭉근하게 끓여낸 고사리육개장도 유명하다. 비빔밥이나

꼭 무를 사용해 부족한 기운을 보충한다.

돼지고기 주물럭, 생선조림에도 고사리를 듬뿍 넣어 먹는다.

표고버섯
Shiitake Mushroom

메밀
Buckwheat

제주도에서는 표고버섯을 ‘초기’라 부른다. 밤나무나 졸참나무,

제주의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주었던 고마운 작물이다. 제주에선

상수리나무 등의 마른 나무에서 자라며 한라산 중턱에

메밀을 조리할 땐 꼭 무를 함께 썼는데 이는 메밀의 차가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장이 여럿 있다. 인공재배에 의해 사계절

성질을 보하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각종 잔칫상이나

싱싱한 표고버섯을 맛볼 수 있는데 겨울철 갓이 완전히 열리기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메밀 빙떡이 대표적인 제주의 메밀

전 수확한 것을 최고로 친다. 싱싱한 표고버섯에선 순한

음식이며 이외에도 꿩 메밀국수도 유명하다. 한편 제주 사람들은

흙 맛이 나며 고기와 같은 식감을 가졌다. 표고버섯을 말리면 그

쌉싸래한 향이 입맛을 돋우는 어린 메밀 잎을 데쳐 간장과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일종인 구아닐산나트륨이 생성돼 향이 더

참기름 또는 토장에 무쳐 반찬으로 먹기도 했다.

진해지고 감칠맛이 더해진다. 또 ‘에리다데민’이라는 물질이 있어
핏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고 혈압을 내린다고 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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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요 식재료
소개

과일류

제주의 대표 과일은 누가 뭐라 해도 감귤이다. 일본산 온주 밀감 묘목을 들여와 1970년대
서귀포를 중심으로 과원이 조성되면서부터 감귤은 제주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99% 감귤이 제주에서 생산된다.

Fruit

그러나 그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감귤 산업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가
선보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청견 등 껍질이 두껍고 신맛과
당도를 겸비한 만감류들이 상품화되기에 이르렀다.

천혜향
Cheonheyhyang

영귤
Citrus Sudachi

하늘이 내린 향기라 불리는 천혜향은 한라봉이 나온 뒤

제주 특산품으로 아주 작은 크기의 귤이다. 영양이 풍부하나

오렌지와 귤을 교배시켜 만든 품종이다. 신맛이 적고 당도가

쓴 맛이 나서 생으로 먹을 수는 없고 청으로 담가서 먹는다.

높은데다 향이 기막히게 좋아 제주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레몬보다 비타민이 1.5배 풍부하고 푸른색일 때가 가장 신선하고

감귤류이기도 하다. 3월부터 5월 초까지만 잠깐 나오는 터라

영양도 우수하다.

더 맛있게 느껴진다.

백년초
Cactus Fruit
줄기 모양이 손바닥처럼 넓적한 형상을 하고 있어 손바닥

한라봉
Hanrabong
일본에서 품종이 개발된 이후, 1984년부터 일본에서
부지화(不知火)라는 이름으로 생산되었다. 한국에는 1990년을
전후로 도입되었다.

선인장이라고도 불린다. 백년초즙을 마시면 위통이 가라앉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제주에선
지방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으며 한림읍 월령리 해안가를
중심으로 자생하고 있다. 본래 멕시코가 원산지로 오래전 해류를
타고 월령리 해안가로 밀려와 모래와 바위 사이에서 번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열매의 과육은 붉은 적색을 띠며 잼과
젤리, 술 등으로 가공되고 있다.

제주 레몬
Jeju Lemon
제주에서 생산되는 레몬은 대부분 무농약 혹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레몬청을 담그거나 껍질째 먹을 때에도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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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요 식재료
소개

수산물

바다 속의 갯바위에 서식하는 해물류와 물속에서 유영하는 어류(생선)로 나눌 수 있겠다.
대표적인 생선은 옥돔과 돌우럭, 고등어, 장태 등인데 돌우럭은 사실상 조피볼락을 말하는

Seafood

18

제주는 4면이 바다인 섬이다. 당연히 다양한 수산물이 존재한다. 이를 크게 나눠서 해안가나

것이다. 최근에는 다금바리, 갓돔, 참돔, 뱅어돔 등 주로 횟감으로 인기 높은 생선들이
제주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판매되고 있으나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대신에 과거에는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광어를 대량으로 양식하고 있다.

고등어
Mackerel

갈치
Silver Hairtail

등 부분은 윤기 흐르는 청록색, 배 쪽은 은백색을 띠며 예나

생김새가 기다란 칼 모양 같아서 도어 또는 갈치라 불리기도 했다.

지금이나 맛 좋은 생선으로 친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통통하게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도 적당해 부드럽고 담백하다. 제주에선

살이 오르는 제주산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신선한 갈치회와 갈치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한다.

참돔
Red Seabream

전갱이
Horse Mackerel

‘바다의 미녀’라고 불리는 도미과의 바닷물고기다. 제주도

제주와 일본 근해에서 나는 흔한 어종으로 타원형의 몸집에

남방해역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이동을 시작한다. 봄을

푸른빛의 등과 은백색의 배를 가졌다. 뛰어난 감칠맛 때문에

부르는 생선 어린 참돔은 ‘상사리’라 불리며 제주에서는 특별히

스시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살이 단단하고 탄력 있어 자근자근

‘배들래기’로 불린다.

씹히는 식감이 즐겁다. 알싸한 향의 파와도 잘 어우러진다.

백조기
White Croaker

자리돔
Damselfish

조기의 사촌 뻘인 어종으로 아가미 뚜껑에 큰 반점이 있고

제주 7대 특산물로 선정될 만큼 제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한 갈색의 등과 은백색의 배를 가진, 제주 민어과를 대표하는

관계의 식재료이다.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제주의 어시장

바닷물고기다.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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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요 식재료
소개

수산물

자리돔과 한치는 여름철이 제철이라 물회를 만들어 먹는 인기 어종으로 특히 자리물회와
한치물회는 몇 해 전 제주사람들이 선정한 제주 7대 향토음식으로도 유명하다. 해물의 경우

Seafood

20

제주사람들이 선호하는 좀 더 전통적인 어종은 자리돔이나 한치, 멜(멸치) 등을 고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복인데 지금도 자연산 전복의 최고는 주저 없이 제주산을 손꼽는다. 최근에는
각 마을 어촌계에서 가장 대접받는 해물로 성게가 꼽힌다. 성게국이나 성게비빔밥의 주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 이밖에도 해물탕이나 해물뚝배기에도 반드시 곁들여야 하는 해물이다.

돌돔
Rock Bream

방어
Yellowtail Amberjack

암초가 많은 돌밭에서 사는 고급어종. 흑백의 선명한 줄무늬가

제주의 겨울 바다를 대표하는 어종으로 지방이 풍부해 고소하고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사계절 내내 잡히나 주로 여름과

부드러운 살이 특징이며 맛이 좋아 마니아층이 있을 정도다.

초가을에 많이 잡힌다.

비타민D가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과 노화방지에 도움을 준다.

미역
Sea Mustard

겡이
Crab

고래가 새끼를 난 후에 미역을 뜯어 먹을 정도로 철분과

제주말로 작은 게를 겡이 또는 깅이라고 한다. 봄부터 여름까지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산후 조리에 특히 좋다. 미역은

해안가 바위 지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으며, 체내 지방

오래 전부터 제주 해녀들의 주된 소득원 중 하나였으며

축적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키틴’이 풍부해

제주말로는 ‘메역’이라 부른다.

다이어트에 좋다.

한치
Dried Cuttlefish

소라
Conch

꼴뚜기 과에 속하는 제주 여름 바다의 왕자로 다리 길이가 한

제주 해녀들의 주된 생산물 중 하나로 ‘구젱기’라 불리는 제주

치밖에 안돼 ‘한치’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반 오징어와 모양은

소라는 껍데기에 강한 가시형 돌기가 있다. 제주에선 회로 먹거나

비슷하지만 더 부드럽고 맛있다.

구이, 물회, 산적 등으로 많이 먹었으며 젓갈로 담가 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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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재료 분포도

식재료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말고기
닭
고사리
표고버섯
마늘
녹차
무
메밀

제주 시내권

제주시 동부권

천혜향
한라봉
영귤
백년초

제주시 서부권

서귀포시 동부권

제주 레몬
고등어
갈치
참돔

서귀포시 서부권

옥돔

서귀포 시내권

전갱이
백조기
자리
돌돔
방어
미역
전복
소라
한치
겡이
딱새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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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Chef
Recipe

로이 야마구치•Roy Yamaguchi
에드워드 권•Edward Kwon
토드 잉글리쉬•Todd English
조시아 시트린•Josiah Citrin
류태환•Tae-Hwan Ryu

마스터 셰프의
레시피

이찬오•Chanoh Lee
밍 차이•Ming Tsai
마사하루 모리모토•Masaharu Morimoto
재니스 웡•Janice Wong
성현아•Hyun-Ah Seong

흑우 카르파치오 & 전복 포케
Black Cow Carpaccio & Abalone Poke
●
로이 야마구치 / Roy Yamaguchi

Roy’s Restaurant 오너셰프
출생

1956년, 일본 도쿄

학력

미국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졸업

경력

+미국 클린턴, 오바마 등 9개국 정상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상 초청 만찬 진행
+롯데호텔에서 Roy’s Gala Dinner,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디너 진행 등 국내 활동
+미국 인기 TV 프로그램 ‘쿠킹쇼’ 6개 시즌 진행

수상

	제임스 비어드 ‘베스트 퍼시픽 노스웨스트 셰프’상
수상

@chef.royyamaguchi
@chefroyyamaguchi

현재

	미국 내 28개 Roy’s Restaruant을 운영하고 있으며,
괌에 1개, 일본에 2개 레스토랑을 운영 중

	(Roy’s Restaruant : 226 Lewers St, Honolulu, HI
96815, United States) www.roysrestaurant.com

준비 식재료

Ingredients

•흑우 카르파치오 - 흑우 안심 500g, 올리브유, 소금, 후추
•전복 포케 - 전복 2개, 다진 양파 2큰술, 다진 쪽파 1큰술, 다진 톳 1큰술, 참기름

1/2큰술, 영귤 과즙 약간, 소금
•소스 - 어간장 3작은술, 간장 1작은술, 식초 1작은술, 영귤 약간, 다진 파		

(뿌리 부분) 약간
•Ingredients of Black Cow Carpaccio - Black cow tenderloin, olive oil, salt, pepper
•Ingredients of Abalone Poke - 2 abalones, 2 tablespoons chopped onions, 1 tablespoon
chopped chives, 1 tablespoon chopped tot, 1/2 tablespoon sesame oil, citrus sudachi

셰프 인터뷰 Chef Interview
제가 요리할 때는 소리를 듣고 감촉을 느끼고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음식이 곧 저의 성격이지요. 접시에 담아내는 음식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juice, salt

•Ingredients of Vinegar Sauce - 3 teaspoons fish sauce, 1 teaspoon soy sauce, 		
1 teaspoon vinegar, citrus sudachi, chopped spring onion (whites)

You have to understand the way I cook. To me, I cook with my personality and my food is my
personality. And the food that I put on the plate is me. The important thing is when I cook, I
would like to hear, I would like to feel, I would like to look at things. That’s why I’m saying for
me to cook, it takes longer than most of peop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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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우 카르파치오 & 전복 포케 레시피
Black Cow Carpaccio & Abalone Poke Recipe

● 흑우 카르파치오 & 전복 포케
01	흑우 안심을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 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센 불로 겉면만

살짝 익혀 준비한다.
02 구운 안심을 0.5cm 두께로 자른 뒤 고기 망치로 두드려 얇게 편다.
03 전복 내장은 제거하고 전복 살을 잘게 다진다.
04	믹싱 볼에 다진 전복 살, 양파, 쪽파, 톳을 넣고 참기름, 영귤 과즙, 소금으로

양념한다.
05 작은 믹싱 볼에 소스 재료를 모두 넣고 섞는다.
06 흑우 안심을 그릇에 넓게 깔고 양념한 전복을 올린 뒤 소스를 골고루 뿌린다.
07 소금과 후추를 뿌린 후 다진 파와 식용 꽃을 올린다.

Black Cow Carpaccio & Abalone Poke
step 01	Season black cow tenderloin with salt and pepper and sear on a pan with olive oil.
step 02 Cut the seared tenderloin into 0.5cm-thick slices and pound thinly.
step 03 Remove the guts of abalone and finely chop.
step 04	Add the chopped abalone, onions, chives and sea weed fusiforme into a mixing bowl
and marinate with sesame oil, citrus sudachi juice, and salt.
step 05 In a small bowl, mix all ingredients of sauce.
step 06	Place the marinated abalone on top of the seared black cow tenderloin and spoon
over sauce.
step 07 	 Sprinkle salt and pepper and place chopped spring onions and edible flowers.

*
카르파치오(Carpaccio) 카르파치오는 익히지 않은 생 소고기를 얇게 썰어 그 위에 마요네즈, 우스터 소스, 레
몬주스로 만든 소스를 뿌려 먹는 이탈리아 요리이다.  
*
포케(Poke) 하와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로컬음식으로 체력 소모가 큰 서퍼들에게 스테미너식으로 인기가 좋아
서퍼스 밀(Surfer’s meal) 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갓 잡은 싱싱한 참치와 싱그러운 야채를 그릇에 담
아낸 모든 영양소가 완벽하게 균형잡힌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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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우 카르파치오 & 전복 포케 주요 식재료 설명
Black Cow Carpaccio & Abalone Poke’s Main Ingredients

전복
Abalone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분, 마그네슘

출하지역

제주, 완도 등

출하시기

8〜10월

사용

전복은 회나 죽으로 먹거나 말린 후 사용한다.

어패류의 황제라고 불리는 전복은 단백질과 칼슘, 미네랄, 비타민 등 각종 영양
소와 메티오닌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미용, 허약체질,
원기회복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연도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
이의 발달에도 좋아 남녀노소에게 모두 추천할 만한 음식이다.

톳
Sea Weed Fusiform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C, 나트륨, 단백질, 엽산, 칼슘, 철분

출하지역

마산, 진해, 창원, 거제, 고창 등

출하시기

연중 계속

사용

톳을 물에 불릴 때 식초를 약간 첨가해 비린 맛을
없앤다. 톳은 보통 샐러드로 만들어 먹거나 비빔밥에
넣어 먹는다.

흑우
Jeju Black Bull
영양성분

단백질, 비타민B, 비타민D, 칼슘, 철분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연중 계속

사용

주로 구이용으로 요리되는 흑우는 사시미, 양념갈비,
육회비빔밥, 우족탕, 꼬리곰탕 등에 사용한다.

흑우는 민간에서 ‘검은쉐’라고 부른다. 제주 흑우는 전신의 털이 흑색이며 체구
가 작으나 체질이 튼튼하여 농사의 부산물과 산야의 풀을 먹고도 건강하게 자란

양파
Onion

쪽파
Scallion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분, 마그네슘

출하지역

경북, 전남 등

출하시기

6〜7월

사용

양파는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 나트륨, 단백질

야채나 과일과 함께 먹으면 좋다. 또 고기 요리에

출하지역

제주, 충남 등

넣으면 누린내를 없애고 살균 효과도 있다. 또한

출하시기

양파피클, 양파 소박이, 수프 등 여러 가지 음식에

사용

사용할 수 있다.

30

다. 뿐만 아니라 새끼도 해마다 잘 낳아 농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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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새우 타르타르
Yabbi Tartar
●
에드워드 권 / Edward Kwon

Lab XXIV 오너셰프
출생

1971년,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

학력

영동전문대 호텔 조리학과 졸업

경력

+국내 1세대 스타 셰프
+(주)이케이푸드를 통한 활발한 프랜차이즈,
홍보사절, 교육 사업 활동
+2015 평창올림픽 특선메뉴 10선 총괄 셰프

수상

	+2003년 미국 요리사협회 젊은요리사 톱 10 선정
+2006년 두바이 최고의 셰프 선정

현재

@chef_edward_kwon
@chefedwardkwon

	㈜이케이푸드 법인 내 레스토랑 랩24(시그니처
레스토랑), 더믹스드원 뷔페앤다이닝,
에디스카페, 에디스키친을 운영 중이며
식품브랜드 홈셰프, 모던한식 브랜드 엘리멘츠
운영 및 이케이 호텔 F&B를 통한 식음료 서비스
제공(랩24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7길 18 2층)
www.labxxiv.com

준비 식재료

Ingredients

•딱새우 타르타르 - 제주 딱새우(손질한 것), 잘게 썬 양파 1큰술, 잘게 썬 차이브

1작은술, 아보카도 1/8개, 올리브 오일 5ml, 레몬즙 1큰술, 소금 2g, 후추 1g,
싸워크림 1큰술
•샬롯 피클 - 피클주스 300g, 슬라이스 샬롯 500g
•피클주스 - 물 1L, 설탕 200g, 식초 250ml, 피클링 스파이스 50g
•파슬리 오일 - 파슬리 100g, 오일 100g
•플레이팅 - 딱새우 타르타르 1인분, 슬라이스 적무 1개, 샬롯 피클 10g, 새순 조금,

파슬리오일 5ml, 식용꽃 조금, 현미 튀밥 1큰술
•Yabbi Tartar (1 portion) - 100g Jeju Yabbi (prepared), 1 tablespoon thinly sliced onions,
1 tablespoon thinly sliced chives, 1/8 avocado, 5ml olive oil,1 tablespoon lemon juice, 2g

셰프 인터뷰

Chef Interview

제주 딱새우야말로 요리사들이 조리하기에 매우 좋은 식감과 맛을 가진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딱새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닷가재 같은 갑각류 요리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이자 가격 측면에서도 레스토랑에서 접근하기 쉬운 재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alt, 1g pepper, 1 tablespoon sour cream•Pickled Shallots - 300g pickled juice, 500g
sliced shallots•Pickle Juice - 1L water, 200g sugar, 250ml vinegar, 50g pickling spice

•Parsley Oil - 100g parsley, 100g oil•Plating - 1 portion of Yabbi tartar, 1 sliced red
radish, 10g pickled shallots, Sprouts 5ml parsley oil, Edible flowers, 1 tablespoon
puffed brow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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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새우 타르타르 레시피
Yabbi Tartar Recipe

● 피클주스
01	분량의 재료들을 냄비에 넣고 센 불에서 끓인다.
02 피클주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15분간 더 끓인다.
03 체로 피클링 스파이스를 걸러낸 뒤 식힌다.

Pickled Juice
step 01 Bring all ingredients to a boil in a pot.

● 딱새우 타르타르

step 02 After the pickled juice begins to boil, simmer for 15 another minutes.

01	딱새우는 껍질을 벗기고 작은 주사위 크기로 잘라 준비한다.

step 03 Sift pickling spices and let cool.

02 분량의 양파와 차이브를 곱게 다진다.
03 아보카도는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하고 과육을 딱새우와 같은 크기로 자른다.

● 파슬리 오일

04 믹싱볼에 준비한 재료들을 넣고 올리브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 사워크림을 넣고

01	파슬리는 잎부분만 따서 끓는 물에 데친 뒤 물기를 제거하여 준비한다.

잘 섞어준다.

02 분량의 오일을 넣고 블랜더로 곱게 갈아준다.
03 오일을 넣고 갈은 파슬리를 냄비에 담아 수분이 날아가도록 끓인다.

Yabbi Tartar

04 커피필터에 걸러 오일만 사용한다.

step 01	Peel and devine Yabbis and chop into small cubes.
step 02 Finely dice onions and chives.

Parsley Oil

step 03 Halve an avocado lengthwise, remove the pit, and cut into cubes, the size of Yabbi.

step 01 Blanch parsley leaves and allow them to drain.

step 04	Combine all prepared ingredients, add olive oil, lemon juice, salt, pepper, and sour

step 02 Place in a blender along with oil and blend completely.

cream, and mix well.

step 03 Bring the blended parsley and oil to a boil to let the remaining water evaporate.
step 04 Pour the parsley oil into coffee filter and let the oil drain into the bowl.

● 샬롯 피클
01	샬롯은 껍질을 벗겨 3mm 두께로 슬라이스하여 준비한다.

● 플레이팅

02 용기에 슬라이스한 샬롯을 담고 분량의 피클주스를 부어준다.

01	레드레디쉬는 얇게 슬라이스하여 물에 담궈둔다.

03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한 뒤 사용한다.

02	원형 몰드에 만들어진 딱새우 타르타르를 채우고 샬롯 피클, 레드레디쉬

슬라이스, 새순을 올린다.
Pickled Shallots

03 파슬리 오일, 식용꽃, 현미 튀밥을 뿌려 제공한다.

step 01	Peel shallots and slice into 3mm-thick pieces.
step 02	Put sliced shallots in a bottle and pour pickle juice.

Plating

step 03	Keep in refrigerator for one day.

step 01 Thinly slice red radish and soak in water.
step 02	Fill Yabbi tartar into a round mold and garnish with pickled shallots, sliced red
radish and sprouts.

*
타르타르(Tartar) 마요네즈소스에 달걀, 채소 등을 넣어 만든 소스.

step 03 Serve with parsley oil, edible flowers and puffed brown rice sprinkled.

*
샬롯(Shallot) 백합과 식물로 양파껍질 같은 막질의 껍질로 싸여진 채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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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새우 타르타르 식재료 설명
Yabbi Tartar’s Ingredients

제주 딱새우
Red Banded Lobster
영양성분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나트륨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9〜12월
제주에선 본래 해물뚝배기나 탕 종류의 국물 맛을 내기

아보카도
Avocado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 칼슘, 철분, 마그네슘

출하지역

수입산(멕시코, 뉴질랜드)

출하시기

연중 계속

사용

생식하거나 샐러드 등으로 먹는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샌드위치, 아보카도 연어초밥, 아보카도 스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아보카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건강 과일이다. 퓨전 음
식의 열풍과 함께 요리를 장식하거나 소스의 재료로 애용되고 있다.

사용	

위해 쓰였는데, 최근 다양한 새우 요리의 주연으로
급부상한 식재료다.

샬롯
Shallot

정식 명칭은 가시발새우(Red Banded Lobster). 영문명에서 엿볼 수 있듯 맛은
새우보다는 가재류에 더 가깝다. 단단한 껍질 속에 탱글탱글하고 단맛 나는 속살

영양성분

철분, 동, 칼륨, 엽산

을 가진 딱새우는 커다란 집게다리에 몇 개의 빨간 띠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출하지역

경남 등

출하시기

7월

사용

샬롯은 통째로 오븐에 굽거나 잘게 다진 후 볶아 향을

제주 연안에서 주로 난다. 6~7월경 어시장에서 생물로 만날 수 있다.

내는 데 쓴다. 각종 소스나 생선요리, 육류요리에
곁들이는 채소구이, 다양한 샐러드 드레싱의 재료로

파슬리
Parsley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분, 마그네슘

출하지역

제주, 김해, 평창, 용인, 고양 등

출하시기

9〜3월

사용

파슬리는 특유의 향 덕분에 마요네즈와 섞어서

사용한다.

피클링 스파이스
Pickling Spice

요리하면 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다져서 즙을

영양성분

단백질, 나트륨, 칼슘, 칼륨, 아연, 철

내어 소스나 드레싱에 사용하기도 한다.

사용

피클링 스파이스는 서양에서 많이 이용하는
스파이스의 일종으로 피클을 담글 때 이용하는
향신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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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 회향, 오렌지를 곁들인
포르케타식 제주 흑돼지
Porchetta Style Jeju Black Pig with
Rosemary, Fennel, Orange
●
토드 잉글리쉬 / Todd English

Olives 오너셰프
출생

1960년, 미국 텍사스주 애머릴로

학력

미국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졸업

경력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산 수산물 홍보행사 진행
+PBS 방송의 ‘Cooking Under Fire’ 심사위원
+‘Food Trip with Todd English’진행

수상

	+제임스 비어드 ‘내셔널 라이징 스타 셰프’
+‘동북부 베스트 셰프’ 상 수상

현재

	Olives 4개 매장(미국, 멕시코, 바하마, 두바이)을
운영. 미국, 필리핀, 쿠웨이트에서 Todd English

@cheftoddenglish
@cheftoddenglish

food hall, Tood English P.U.B, Figs, Todd English’s
bluezoo, Tuscany, CaVa 레스토랑 등 11개 운영 중
	(Olives : 3600 Las Vegas Blvd SLas
Vegas, NV 89109, United States)

준비 식재료

Ingredients

•제주 흑돼지 포르케타 - 제주 흑돼지 1마리, 제주 흑돼지 삼겹 7kg, 제주 흑돼지

어깨 부위 7kg, 회향 씨 4컵, 다진 피망조각 1/4컵, 제주 샐비어 1/2컵, 제주
로즈마리 1/2컵, 마늘 1kg, 제주 오렌지 30개, 제주 소금 2컵
•Jeju Black Pig Porchetta - 1 whole Jeju black pig, 7kg Jeju black pig belly, 7kg Jeju
black pig shoulder, 4 cups fennel seeds, 1/4 cup diced bell pepper, 1/2 cup Jeju salvia,
1/2 cup Jeju rosemary,1kg garlic , 30 Jeju oranges, 2 cups Jeju salt

www.cheftoddenglish.com

셰프 인터뷰 Chef Interview
오늘의 요리는 제주 흑돼지입니다. 제주 흑돼지의 맛이 다른 돼지에 비해 다르단 걸 느꼈어요.
훨씬 부드럽죠. 미국산 돼지는 이렇지 않아요. 흑돼지의 맛도 아주 훌륭했어요. 제가 오늘의
재료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Today’s dish is Jeju black pig. We noticed the flavor of black pig is different.
Tenderness. American pork does not tender like this. So the flavor was spectacular. That’s
why I use this as my ingredient.

38

/ Grand Kitchen with Masters Recipe Book

JEJU Food & Wine Festival /

39

✽
로즈마리, 회향, 오렌지를 곁들인 포르케타식
제주 흑돼지 레시피
Porchetta Style Jeju Black Pig with
Rosemary, Fennel, Orange Recipe
● 로즈마리, 회향, 오렌지를 곁들인 포르케타식 제주 흑돼지
01	돼지 껍데기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뼈를 발라낸다. 막자사발을 이용해

회향 씨를 다진다.
02	제주 오렌지 껍질을 갈아둔다. 큰 그릇에 갈은 제주 오렌지 껍질, 회향 씨, 다진

피망조각 1/4컵, 제주 샐비어 1/2컵, 제주 로즈마리 1/2컵, 마늘 1kg, 제주 소금
2컵을 넣고 다진 오렌지와 마늘로 반죽을 만들어 양념장을 만든다.
03 제주 돼지 껍데기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양념한다.
04	큰 용기에 삽겹살과 돼지 어깨 부위를 소스에 담궈 둔다.
05 소스가 고기에 잘 스며들도록 문질러 준다.
06 소스에 재워둔 고기를 돼지껍데기로 둘러싼 다음 배 부분을 바느질해 감싸준다.
07 정육용 트와인 끈으로 한번 더 잘 매듭지어 준다.
08	돼지 껍데기를 바삭하게 하기 위해 칼집을 내준 후 바다소금을 사이 사이에

뿌려준다. 자르기 15분 전에 꺼내어 둔다.
Porchetta Style Jeju Black Pig with Rosemary, Fennel, Orange
step 01	Be careful not to make pores on pork rinds, while you debone pig head. Mince
fennel seed with a mortar.
step 02	Grind Jeju orange peel. Combine Jeju orange peel, fennel seeds, 1/4 cup of diced
bell pepper, 1/2 cup of Jeju salviar, 1/2 cup of Jeju rosemary, 1kg of garlic, and 2
cups of Jeju salt in a big bowl, and add diced oranges and garlic to make marinade.
step 03 Season Jeju pork rinds with salt and pepper.
step 04	Put pork belly and shoulder in a large bowl and soak in sauce.
step 05 Rub the sauce over the pork.
step 06	Wrap the marinated pork with pork rinds and sew the belly part.

*
포르케타(Porchetta) 통돼지의 속을 마늘과 허브, 향신료로 채워서 구운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로 돼지 바비

step 07 	 Tie again with the butcher’s twine.

큐와 유사하다.

step 08 	To make pork rinds crispy, make cuts and rub with sea salt. Cook on low for 12

*
펜넬(Fennel) 고대 로마에서 유래되었으며, 미나리과 상록 다년초다.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냄새를

hours. Leave at room temperature for 15 minutes before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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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마리, 회향, 오렌지를 곁들인 포르케타식
제주 흑돼지 식재료 설명
Porchetta Style Jeju Black Pig with
Rosemary, Fennel, Orange’s Ingredients

피망
Bell Pepper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분, 마그네슘

출하지역

강원도 외 전국 지역

출하시기

11~7월

사용

단맛을 지니고 매운맛이 없으므로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하며 기름과 잘 어울려서 볶음요리, 조림이나
전에도 사용한다.

제주 흑돼지
Jeju Black Pig
영양성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칼슘, 인, 철, 나트륨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연중 계속

사용

주로 구이로 즐겨먹는데, 얼리지 않은 생고기를
덩어리째 굽기 시작하여 익은 겉부분부터 잘라 내어
먹는다.

한라봉
Hallabong
영양성분

나트륨, 단백질, 당질, 비타민C, 엽산, 칼륨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12~3월

사용

껍질을 제거해 생으로 먹거나 한라봉차, 마멀레이드 등

제주의 설화와 신화에도 등장하는 대표적인 동물. 제주에서 돼지는 식재료 이상

으로 가공해 먹는다.

의 의미를 가진다. 1970년대까지 집집마다 돗통시에서 돼지를 기르는 등 소보다
는 돼지를 많이 먹었다. 특히 혼례를 앞둔 집안에서는 미리 돼지를 사육해 동네
사람끼리 추렴해 먹기도 했다. 적갈, 육개장, 몸국의 재료로 이용했으며 어린 새
끼보와 족발, 내장 등 하나도 남김 없이 음식 재료로 이용했다.

펜넬 씨
Fennel Seed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인 한라봉은 제주에는 1990년대에 들어왔다. 감귤보다 당
도가 높고 탱글탱글하게 과육이 씹히며 과즙도 많다.

제주 로즈마리
Jeju Rosmary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분, 마그네슘

출하지역

제주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분, 마그네슘

출하시기

7월

출하지역

제주

펜넬씨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주로 차로 먹는다.

출하시기

3~5월

특히 고기 특유의 누린내나 느끼함을 없애고자 할 때

사용

로즈마리는 고기요리 양념, 생선요리, 닭요리에 주로

사용

뿌려서 같이 굽거나 삶아 먹으면 맛을 돋우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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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테 데 뵈우프
Cote De Boeuf with Brocoli and Citrus
●
조시아 시트린 / Josiah Citrin

Melissé 오너셰프
출생

1960년, 미국 캘리포니아 LA

학력

Santa Monica High School 졸업

경력

+이태리 유명 요리사 볼프강 퍽(Wolfgang Puck)
스파고(Spago) 근무
+서부 로스앤젤레스 Lemon Moon Cafe 운영

수상

	+자갓(Zagat)지가 선정한
‘로스앤젤레스 Top Food’
+‘American-French Restaurant for Food’

@melisse:josiahcitrin
@josiahcitrin

부분에서 각 1위
현재 	
′ Moon Cafe를
′ 운영 중
Melisse와
	(Melisse′ : 1104 Wilshire Blvd Santa Monica, CA
90401, United States)
www.melisse.com

준비 식재료

Ingredients

•코테 데 뵈우프 - 1/2 사이즈 소갈비살 1개, 무염버터 2테이블스푼, 바다소금

적당히, 갈은 후추 적당히 •브로콜리 코스쿠스 - 엑스트라 버진오일 2테이블스푼,
브로콜리 코스쿠스 1컵, 빵가루 1/8컵, 레몬껍질 1개 •브로콜리 퓌레 - 브로콜리
줄기 3파운드, 어린 시금치 2컵, 엑스트라 버진오일 3테이블스푼 •브로콜리 줄기
로스트 - 브로콜리줄기 8개, 가염버터 3테이블스푼, 껍질 있는 마늘 1조각, 백리향

1줄기 •소스 - 무염버터 2테이블스푼, 갈아놓은 쇠고기 1/2파운드, 껍질 있는
마늘 1조각, 슬라이스 샬롯 1/4컵, 백리향 1줄기, 월계수 잎 1개, 유자주스 1/4 컵,
고기육즙 2컵, 가염버터 4테이블스푼

셰프 인터뷰 Chef Interview
저는 고기를 구울 때 자주 뒤집어 줍니다. 뒤집을 때마다 고기 표면에 공기가 많이 닿게 되는데
이는 온도를 낮추고 골고루 익을 수 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When you turn it(meat) like that, what happening is the heat is not going through as fast. So
every time I flop it, the air come through and make a cooking faster. Therefore, in that way, I
can get equally cooked meat.

•Cote de Boeuf - 1/2-sized beef rib, 2 tablespoons unsalted butter, Sea salt,Ground
pepper •Broccoli Couscous - 2 tablespoons extra-virgin oil, 1 cup broccoli couscous,
1/8 cup bread crumb, 1 lemon peel •Broccoli Puree - 3 pounds broccoli stems, 2 cups
baby spinach, 3 tablespoons, extra-virgin oil •Roasted Broccoli Stem - 8 broccoli
stems, 3 tablespoons salted butter, 1 clove of unpeeled garlic,1 strip thyme •Sauce 2 tablespoons unsalted butter, 1/2 pound ground beef, 1 unpeeled garlic, 1/4 cup sliced
shallots, 1 strip thyme, 1 bay leaf, 1/4 cup citron juice, 2 cups beef stock, 4 tablespoons
salted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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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테 데 뵈우프 레시피
Cote De Boeuf with Brocoli and Citrus Recipe

Broccoli Couscous
step 01	Heat olive oil in a medium saute pan.
step 02	Put sandwich bread and bread crumbs in the pan and bake until they are golden brown.
step 03	Roast ground broccoli couscous for one minute.
step 04	Grate fresh lemon zest and mix with sea salt.

● 브로콜리 퓌레
● 코테 데 뵈우프

01	브로콜리를 꺼내어 녹색 부분을 강판으로 갈아 코스쿠스를 만들어 둔다.

01	요리 전 소갈비살을 소금과 후추에 30분 동안 양념한다.

02 브로콜리 줄기를 제거한 후 따로 둔다.

02 오븐을 400화씨(200도가량) 정도로 예열한다.

03 나머지를 1인치 사이즈로 잘라둔다.

03 소갈비살의 지방 제거를 위해 뼈 부분을 아래로 하여 달군 팬에 둔다.

04	물 4리터를 끓이고 바다소금 4테이블스푼으로 양념한다.

04	2티스푼 정도의 기름이 빠지면 소갈비살 위에 버터를 발라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05 어린 시금치와 1인치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연해질 때까지 데친다.

그을인다.
05 팬에 그대로 둔 채 오븐에 5분 동안 둔다. 소갈비살을 뒤집어 5분 동안 다시

06 요리된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블렌더에 넣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갈아준다.
07 퓌레를 소금으로 양념해준다.

굽는다. 이 과정을 두 번 더 한다.
06 소갈비살을 팬에서 꺼내어 12분 동안 실온에 식힌 후 플레이팅한다.

Broccoli Puree
step 01	Grate broccoli greens to make couscous.

Cote De Boeuf with Brocoli and Citrus

step 02	Remove stems and set aside.

step 01	Season beef ribs with salt and pepper for 30 minutes before cooking.

step 03 Cut the rest into 1-inch-thick slices.

step 02 Preheat oven to 400 degrees F (200 degrees C).

step 04	Boil 4 liters of water and add 4 tablespoons of sea salt.

step 03 Heat a pan hot. Put beef ribs on the pan with the bone side down to let fat come out.

step 05	Blanch baby spinach and 1-inch-thick broccoli slices until tender.

step 04	Indah him until this fall about 2 teaspoons of the oil and rub the butter and turn over

step 06	Blend the broccoli and spinach with olive oil.

sogalbi buy brown.

step 07	Season puree with salt.

step 05	Put the pan inside oven for five minutes. Turn beef ribs and roast for 5 more
minutes. Repeat the process twice.
step 06	Let the beef ribs rest for 12 minutes and plate.

● 브로콜리 줄기 로스트
01	브로콜리 줄기를 벗긴 후 8등분 한다.
02 소테 팬에 가염버터를 넣고 중불로 굽는다.

● 브로콜리 쿠스쿠스

03 마늘, 백리향, 브로콜리 줄기를 담은 후 천천히 중불에 볶는다.

01	올리브 오일을 소테 팬에서 중불에 가열한다.

04 취향에 맞게 적당히 구운 후 팬에서 꺼내 잠시 둔다.

02 토스트빵과 빵가루를 올려 금빛으로 변할 때까지 적당히 굽는다
03 갈아둔 브로콜리 코스쿠를 넣고 1분 동안 굽는다.

Roasted Broccoli Stem

04 신선한 레몬제스트를 갈아 바다소금과 양념해 둔다.

step 01	Peel the stems of broccoli and cut into 8 pieces.
step 02	Add salted butter on a saute pan and cook over medium heat.
step 03	Add garlic, thyme and broccoli stems and fry over medium heat.
step 04	Take out of the pan and let them rest for a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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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01	무염버터를 중간 사이즈 냄비에 가열시킨다. 소고기와 마늘을 넣은 후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굽는다. 샬롯을 추가하고 연해질 때까지 굽는다.
02	월계수 잎, 백리향, 유자주스, 육즙을 넣은 후 끓인다. 중불로 줄이고 소스를

3/4정도까지 졸인다.
03 여과기로 소스를 짜내어 작은 소스 팬에 담는다. 소스를 낮은 불에 데운 후

가염버터를 추가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젓는다.
Sauce
step 01	Heat unsalted butter in medium-sized saucepan. Roast beef and garlic until brown.
Add shallots and roast until soft.
step 02	Add a bay leaf, thyme and citron juice and boil. After begins to boil, reduce the heat
and boil the sauce down to 3/4 of its original volume.
step 03	Filter the sauce and put in a small saucepan. Warm it on low, add salted butter and
stir until it is completely melted.

● 플레이팅
01	소갈비살을 4등분 한 후 각각 접시에 담는다.
02	브로콜리 코스쿠스를 슬라이스한 고기 위에 뿌린다.
03 소량의 퓌레를 각 접시에 담는다. 브로콜리 줄기 로스트를 2개씩 고기 옆에 두고,

소스를 고기 위에 적당히 뿌린다.
Plating
step 01	Cut beef ribs into 4 pieces and put on each plate.
step 02	Sprinkle broccoli couscous over sliced beef.
step 03	Put small portion of puree on each plate. Place two roasted broccoli stems beside
meat and drizzle sauce over the top of the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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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테 데 뵈우프 식재료 설명
Cote De Boeuf with Brocoli and Citrus’s Ingredients

제주 브로콜리
Jeju Broccoli
비타민A, 비타민C, 나트륨, 칼륨, 탄수화물, 단백질,

영양성분	

마그네슘

제주 한우
Jeju Cattle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4월
잎은 선식으로 즐기거나 갈아서 칼국수, 케이크 등을

사용	

반죽할 때 넣어 고운 색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줄기
부분은 스틱처럼 잘라 생으로 먹어도 되고 피클 또는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 아연, 엽산, 인,

영양성분	

장아찌로 활용할 수 있다.

철분, 칼륨, 칼슘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5월

사용

제주 한우는 사시미, 양념갈비, 육회비빔밥, 우족탕,
꼬리곰탕 등 다양한 요리재료로 쓰인다.

월계수잎
Bay Leaf

제주 소고기의 효능은 비위(소화기)를 보하고 당뇨와 부종을 낫게 한다. 힘줄과
뼈는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출혈 증상을 다스린다.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분, 비타민, 마그네슘

출하지역

경남, 전남

출하시기

10월
월계수 잎의 생 잎은 약간 쓴맛이 있지만, 건조하면

사용	

단맛과 함께 향긋한 향이 나기 때문에 그대로 건조하여
향신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백리향
Thyme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분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6~7월

사용

식용꽃으로 이용되는 백리향은 주로 꽃비빔밥,

무염버터
Unsalted Butter
비타민A, 지방, 칼륨,칼슘, 탄수화물

꽃케이크, 식용꽃 쌈밥, 꽃차, 섬백리향 딸기무스 등

영양성분

디저트류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무염버터는 소금을 넣지 않고 제조한 버터로 거품을
내어 생크림처럼 양과자에 데코레이션 하거나
아이스크림의 원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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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태퓌레를 곁들인 옥돔구이
Grilled Sea Bream with a Sea Trumpet Puree
●
류태환 / Tae-Hwan Ryu

Ryunique 오너셰프
출생

1980년, 대한민국 부산

학력

일본 핫토리 요리학교, 영국 르꼬르동 블뢰 졸업

경력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고든 램지> 본점에서
근무
+도쿄, 시드니, 영국에서 8년간 해외 활동
+국제한식조리학교(CCIK)에 명예교수로 출강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자문위원이자 홍보대사

수상

	세계 양대 미식 평가 순위인 ‘월드베스트레스토랑
50’ 아시아 부문에서 27위

@ryu.taehwan.5
@ryunique_seoul

현재

	류니끄(Runique)운영 중
(류니끄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40)

준비 식재료

Ingredients

•감태퓌레를 곁들인 옥돔구이 - 옥돔 1마리, 다시마, 올리브 오일, 제피기름, 제피잎

적당히, 감태퓌레(감태와 올리브 오일 등을 섞어 간 것)
•Grilled Sea Bream with a Sea Trumpet Puree - 1 sea bream, Kelp, Olive oil, Cho-pi oil,
Cho-pi leaves, sea trumpet puree (ground sea trumpet with olive oil)

www.ryunique.co.kr

셰프 인터뷰 Chef Interview
옥돔을 다시마로 싼 상태에서 다리미를 이용할 겁니다. 다시마 안에는 어느 정도 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찐득한 진액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누르면 안에
스티밍(Steaming)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옥돔을 살짝 겉면만 익혀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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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태퓌레를 곁들인 옥돔구이 레시피
Grilled Sea Bream with a Sea Trumpet Puree Recipe

● 감태퓌레를 곁들인 옥돔구이
01	비늘을 벗기지 않은 옥돔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다. 횟감으로 자른다.
02 살과 껍질을 분리한다.
03	살은 뼈를 제거하고 다시마에 감싼 뒤 종이포일을 한 번 더 감싸서 다리미로 열을

가해 15% 정도 익혀준다.
04	비늘이 붙은 껍질은 뜨거운 기름을 끼얹어 가면서 비늘이 잘 일어나도록

바삭하게 튀겨준다.
05 다리미로 익힌 살은 한입 크기로 잘라 감태퓌레를 올리고 제피기름을 뿌려준다.
06 그 위에 바삭한 껍질을 알맞게 잘라 올려주고 제피잎을 올린다.

Grilled Sea Bream with a Sea Trumpet Puree
step 01	Remove head and guts from unscaled sea bream.
step 02 Split flesh and skin.
step 03	Remove bones from flesh, wrap with kelp and cooking paper foil once again, and
use electric iron to cook sea bream by about 15 percent.
step 04	Spoon hot oil over unscaled skin to fry it crispy with each scale standing up.
step 05	Cut the flesh cooked with electric iron into bite-sized pieces, add sea trumpet puree
on top, and drizzle Cho-pi oil.
step 06	Place crispy sea bream skin on top and decorate with Cho-pi leaves.

*
감태퓌레 감태는 다시마목 미역과의 여러해살이 해조이고, 퓌레(Pur e)는 육류나 채소류를 갈아서 체로 걸러
농축시켜서 요리에 기본적인 맛을 내는 재료다. 감태퓌레는 건조 감태 10장을 물에 살짝 적셔 냄비에 넣고 간
장 300g, 식초 80g, 청주 80g, 맛술 80g, 설탕 30g을 넣고 졸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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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태퓌레를 곁들인 옥돔구이 식재료 설명
Grilled Sea Bream with a Sea Trumpet Puree’s
Ingredients

다시마
Kelp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 나트륨,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칼슘, 인

옥돔
Sea Bream

출하지역

제주, 동해안 등

출하시기

11월

사용

	소금물에 씻어 생으로 먹거나 튀각, 국물을 우려낼 때
사용되며 차로도 애용한다.

다시마에는 카로틴류·크산토필류·엽록소 등의 여러 가지 색소 외에 탄소동화

영양성분

단백질, 나트륨, 단백질, 칼륨, 칼슘

출하지역

제주

산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요오드·비타민 B2·글루탐산 등의 아미노산이 들

출하시기

11~4월

어있다.

사용

옥돔은 주로 건어물, 구이, 찜으로 사용되며 특히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마니트·라미나린 등의 탄수화물과 세포벽의 성분인 알긴

옥돔구이는 제주 특산 요리로 유명하다.
제주에서 ‘생선’이라 함은 보통 옥돔을 일컫는다. 제주 연안에서 주로 잡히는 심
해 어종으로 등이 붉고 이마가 툭 튀어나온 독특한 모습을 했다. 제주사람들은
옥돔을 ‘솔라니’라고도 부르며 생선 중 가장 귀하게 여겨 제사나 차례상 등에 꼭
올리며 생일 미역국에도 넣어 먹는다.

제피기름
Cho-phi Oil
영양성분
사용

아연, 철분

	제피기름은 생선을 요리하거나 식품을 보관할 때 나는
냄새를 잡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추어탕을 끓일
때 미꾸라지의 비린내를 없애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감태
Sea Trumpet

56

제피잎
Cho-phi Leaf

영양성분

칼륨, 알긴산, 요오드

출하지역

제주, 남해안 등

영양성분

아연, 철분

출하시기

9~10월

사용

비릿한 생선요리에 넣어도 좋지만 제피잎 장아찌나

사용

감태는 쓴맛과 떫은 맛이 강하여 미역처럼 음식으로

무침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매콤하고 강한 향이

먹기는 어렵다. 따라서 음식으로 먹으려면 하룻밤 정도

살아 있어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물에 담가둔 후 먹거나 말려서 갈아 먹어야 한다.

식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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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향과 전복딱새우 샐러드
Abalone-Yabbi Salad with Karahyang Sauce
●
이찬오 / Chanoh Lee

Manu Terrace 오너셰프
출생

1984년, 대한민국 의정부

학력

호주 유학

경력

+호주 최고급 레스토랑 <PIER> 조리장
+<PELLO> 부주방장
+프랑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Relais Louis 13>
+네덜란드 <Statig> 근무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총괄셰프
+로네펠트 티하우스 부티크 총괄셰프

현재

@chefchanoh
@chanohmanu

	마누테라스 운영 중
(마누테라스 : 서울 강남구 선릉로152길 34)
www.manuterrace.com

준비 식재료

Ingredients

•카라향과 전복딱새우 샐러드 - 딱새우 3마리, 전복 1마리, 카라향 1개, 레몬 1개,

소금, 후추, 한련화 잎 10장, 펜넬(회향) 1/4개, 생강 10g, 간 마늘 5g
•소스 - 청주(정종) 50g, 간장 50g, 미림 50g, 올리브 오일
•Abalone-Yabbi Salad with Karahyang Sauce - 3 Yabbis, 1 abalone, 1 Karahyang, 1
lemon, salt, pepper, 10 nasturtium leaves, 1/4 fennel, 10g ginger, 5g ground garlic

•Sauce - 50g refined rice wine, 50g soy sauce, 50g sweet sake sauce, olive oil

셰프 인터뷰 Chef Interview
재료는 딱새우, 전복, 오렌지, 레몬, 카라향, 펜넬입니다. 펜넬은 해산물과 잘 어울리죠.
전복은 솔로 씻어주시고 딱새우는 모래가 안 씹히게끔 내장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제거하면 쉽게 제거하실 수 있어요. 한련화는 와사비처럼 매우 매콤한 맛이 나요.
매콤함을 추가하면 요리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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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향과 전복딱새우 샐러드 레시피
Abalone-Yabbi Salad with Karahyang Sauce Recipe

● 카라향과 전복딱새우 샐러드
01	딱새우는 껍질을 까고 내장을 제거한다.
02 전복은 겉면의 이끼를 칫솔로 닦아 내장을 제거한 다음 6등분한다.
03 카라향은 잘라 소이미림소스에 담가둔다. 남은 과육은 카라향주스를 만든다.
04	얇게 자른 펜넬을 카라향주스,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를 섞은 것에

담가둔다. 남은 카라향주스는 소이미림소스에 마저 섞는다.
05 카라향주스를 섞은 소이미림소스에 전복과 딱새우를 넣어 끓여 익힌다.
06 카라향, 마리네이드(Marinade)한 펜넬(Fennel), 전복과 딱새우, 남은

소이미림소스와 올리브 오일을 섞어 접시에 담고 한련화로 장식한다.
Abalone-Yabbi Salad with Karahyang Sauce
step 01	Peel and devein Yabbi.
step 02 Brush off the moss on the surface of abalone, devein it, and slice it into six pieces.
step 03	Slice Karahyang and steep it in the sweet sake soy sauce. Use the rest of pulp to
make Karahyang juice.
step 04	Steep thin slices of fennel in a marinade of Karahyang juice, olive oil, lemon zest,
salt, and pepper. Mix the remaining Karahyang juice with sweet sake soy sauce.
step 05	Boil abalone and Yabbi with sweet sake soy sauce mixed with Karahyang juice.
step 06	Serve Karahyang, marinated fennel, abalone, and Yabbi with remaining sweet sake
soy sauce and olive oil. Decorate it with nasturtium.

● 소이미림소스
01	냄비에 청주, 간장, 미림, 얇게 자른 생강, 레몬 껍질을 넣고 끓여 알코올을 날린다.
02 간 마늘을 넣고 불을 끈다.
03 식으면 체에 걸러 식혀서 사용한다.

Sweet Sake Soy sauce
step 01	Heat refined rice wine, soy sauce, sweet sake soy sauce, thin slices of ginger, and
lemon peel in a sauce pan, and boil them to cook off alcohol.
*
카라향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가 제철인 카라향은 한라봉처럼 표면이 울퉁불퉁하지만 상쾌한 단맛과 꽉
찬 속살을 자랑하는 감귤이다.

step 02	Put ground garlic and turn off the stove.
step 03	Leave the sauce to cool. Strain it through a sieve.

*
마리네이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맛을 들이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재워두는 향미를 낸 액체. 주로
올리브유, 레몬 주스, 식초, 술, 향신료 또는 허브 등을 섞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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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향과 전복딱새우 샐러드 식재료 설명
Abalone-Yabbi Salad with Karahyang Sauce’s Ingredients

어간장
Fish Sauce
영양성분

오메가3, 나트륨

사용

국물요리 및 육수를 만들 때나 볶음, 조리, 찌개에
간장이나 소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 레몬
Jeju Lemon

화학조미료 없이 음식의 감칠맛을 돋워주는 기특한 천연조미료. 흔히 조선간장과
액젓의 중간쯤 되는 맛이라 생각하면 된다. 제주 바다에서 잡히는 전갱이나 고등
어 등의 등푸른 생선에 다시마와 무 등을 첨가해 일정 시간 발효, 숙성시켜 얻는
다. 어간장은 다산 정약용의 글 속에도 ‘어육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오래된 역

영양성분

비타민B, 칼슘, 인, 철, 나트륨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12월
구연산 함량이 3~5% 정도로 함량이 높고 신맛이

사용	

강해서 가공식품, 향신료 및 양념류에 많이 이용한다.
최근 제주에서 재배 농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아열대 과일 중 하나로 대부분 하

사를 가진 조미료임을 알 수 있다. 국과 조림, 무침류 등 한식에도 널리 사용된다.

펜넬
Fennel
영양성분

비타민C, 섬유질, 엽산, 칼륨

출하지역

제주

대부분 무농약 혹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레몬청을 담그는 등 껍질째

출하시기

9월

먹을 때에도 걱정이 없다.

사용

펜넬은 양파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한데, 식감이

우스에서 재배된다. 레몬의 강한 산미는 피로 회복에 좋고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C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레몬은 약 70톤 정도 되는데

부드러워 샐러드 같은 생식 채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열을 가해 만드는 요리에도 자주 사용된다.

한련화잎
Nasturtium Leaf
영양성분

비타민C, 미네랄, 철분

출하지역

제주 외 전국

영양성분

비타민B, 비타민C, 단백질, 나트륨, 칼륨, 칼슘, 인, 아연

출하시기

6~7월

출하지역

제주 외 전국

출하시기

10~11월

사용

	한련화는 밥, 김치, 나물, 샐러드 등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멀티 플레이어다. 꽃잎을 다져 주먹밥에 넣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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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Ginger

사용

	생강은 향신료로 사용되거나 편강, 생강정과 등으로

좋고, 잎을 따다 강된장을 넣고 쌈으로 먹어도 좋다.

가공되기도 하며, 요즘은 약용이나 카레가루에 사용

또한 한련화는 수프나 샐러드 그리고 샌드위치

한다. 또한 분말로 가공되어 제과, 제빵 재료나 음료수

소재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재료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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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허브누들, 훈제꿩 가슴살,
꿩다리 튀김을 곁들인 꿩수프
Tea-Smoked Pheasant Broth with Jeju Herb
Noodle, Smoked and Roasted Pheasant Breast
and Tempura Fried Leg
●
밍 차이 / Ming Tsai

Blue Ginger & Blue Dragon 오너셰프
출생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 비치

학력

프랑스 파리 르 꼬르동 블뢰 졸업

경력

	13시즌 동안 PBS 방송 인기 TV 요리 프로그램
‘Simply Ming’ 호스트

수상

	+보스톤 매거진 ‘베스트 뉴 레스토랑’ 상 수상
+제임스 비어드 ‘베스트 뉴 레스토랑’ 상 수상

현재

	Blue Ginger와 Blue Dragon 레스토랑 운영 중

	(Blue Ginger : 583 Washington Street, Wellesley,
MA 02482) www.ming.com
@chefmingtsai
@mingtsai

준비 식재료

Ingredients

•티 스모크(Tea-Smoked) 꿩수프 - 손질한 꿩다리와 가슴살 한 마리, 홍차 한 컵 반,

흰쌀 한 컵 반 ,설탕 과립 한 컵 반, 마늘 1톨, 씻은 생강 두 톨, 4등분한 양파 2개,
3등분한 당근 4개, 샐러리 3줄기, 시나몬스틱 2개, 스타아니스 8개, 꿩고기 육수
4~6컵•꿩다리 튀김 - 보관해둔 꿩다리, 간장 1/2컵, 고추장 1/4컵, 물 1리터,
다목적용 밀가루 2컵, 소금 2티스푼, 고추 1티스푼, 고춧가루 1티스푼•제주허브누들
- 다목적용 밀가루 2컵, 계란 큰 것 2개, 허브퓌레 1/4컵•허브퓌레 - 타이바질 1컵,

차이브 1묶음, 차조기잎 1컵, 시금치 2컵, 멸균된 달걀노른자 필요한 만큼
•Tea-smoked Pheasant Broth - Prepared pheasant legs, breast meat, 1 ½ cup black tea,

셰프 인터뷰 Chef Interview
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셰프들의 레스토랑을 찾아감으로써 영감을 얻습니다. 음식을 먹어보고
본인만의 레시피를 구상하지요. 예를 들면 내가 셰프라면 이 요리는 좀 더 중국식이나 베트남
식으로 만들텐데 이런거죠. 다른 뮤지션들이 일하는 방식처럼 말이죠.
We get the inspiration from each other’s restaurant. We eat food and think of my way. For
example, if I were a chef, I would make it more Chinese way or Vietnamese something like
that. Just like musici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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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½ cup white rice, 1 ½ cup granulated sugar, 1 garlic clove, 2 washed ginger cloves, 2
onions sliced into 4 pieces, 4 carrots sliced into three pieces, 3 celery stalks, 2 cinnamon
sticks, 8 star anise, 4-6 cups pheasant broth•Fried Pheasant Leg - Prepared pheasant
legs, ½ cup soy sauce, ¼ cup red pepper paste, 1 liter water, 2 cups all-purpose flour, 2
teaspoons salt, 1 teaspoon chili pepper, 1 teaspoon chili powder•Jeju Herb Noodle - 2
cups all-purpose flour, 2 big eggs, 1/4 cup herb puree•Herb Puree - 1 cup Thai basil, 1
chive bundle, 1 cup shiso leaf, 2 cups spinach, Sterilized egg yolk (as much as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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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허브누들, 훈제꿩 가슴살, 꿩다리 튀김을
곁들인 꿩수프 레시피
Tea-Smoked Pheasant Broth with Jeju Herb Noodle,
Smoked and Roasted Pheasant Breast and Tempura
Fried Leg Recipe

● 꿩다리 튀김
01	간장, 고추장 그리고 물을 섞어 장을 만든다. 장에 꿩다리를 재워둔다.
02 튀김용 냄비를 350화씨까지 데운다(약 177℃).
03	밀가루 2컵과 소금, 고추, 고춧가루를 섞어 따로 놔둔다.
04	중간사이즈 믹싱볼에 밀가루, 콘스타치,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와 소금을

넣어 섞은 후 튀김반죽을 만든다. 맥주와 얼음을 넣어 휘저은 후 반죽이
차가워지도록 한다.
05	꿩다리를 장에서 꺼내어 가볍게 두드리며 말린다. 꿩다리를 튀김반죽에 입힌

후 양념한 밀가루에 묻히고 튀김이 황금빛이 될 때까지 튀긴다. 페이퍼 타월에
기름을 말린 후 소금과 고추로 시즈닝한다.
● 티 스모크 꿩수프

Fried Pheasant Legs

01	호일을 웍에 깐다. 차와 쌀, 설탕을 잘 섞는다. 중불에 찻잎이 그을릴 때까지

step 01	Make sauce with soy sauce, red pepper paste, and water. Marinate pheasant legs in

굽는다.

the sauce.

02 대나무 찜통을 위에 얹고 꿩고기, 미르포와 그리고 꿩가슴살을 얹는다.

step 02	Heat the fryer up to 350 degrees Fahrenheit (around 177 degrees celsius).

03	뚜껑을 덮은 후 5분 동안 훈제한다. 가슴살을 꺼낸 후 따로 놓는다. 뚜껑을 덮은

step 03	Mix two cups of flour, salt, chili pepper, and pepper powder.

후 다시 꿩고기와 미르포와를 10분 더 훈제한다.
04	속이 깊은 냄비 안에 향신료와 훈제 꿩고기, 미르포와를 모두 넣어 섞는다.

1~2시간 동안 강한 불에 계속 끓인다가 다시 약불에 끓인다.

step 04	Put flour, corn starch, baking soda, baking powder, and salt in a medium-sized bowl
to prepare frying batter. Whisk with beer and ice to make it cold.
step 05	Remove pheasant legs from the sauce, dry it by slightly tapping it. Dip the pheasant
legs in batter and seasoned flour. Fry until it turns gold. Drain on paper towels,

Tea-smoked Pheasant Broth

season with salt and chili pepper.

step 01	Spread a sheet of aluminum foil across the wok. Mix tea, rice, and sugar well. Grill it
over medium heat until tea leaves blacken.
step 02	Put bamboo steamer basket on top. Place pheasant meat, mirepoix, and breast of
pheasant.
step 03	Cover with a lid and smoke for five minutes. Take out the breast meat. Cover the lid
again, smoke pheasant meat and mirepoix for another ten minutes.

● 제주허브누들
01	밀가루를 평평한 밀가루 판 위에 계란과 허브퓌레를 섞어 공모양이 될 때까지 잘

반죽한다.
02 30분 숙성시킨 후 롤러로 얇게 될 때까지 넓게 편다.
03	넓게 편 파스타 반죽을 1/4인치 두께 면발로 커팅한다.

step 04	Put the spices, smoked pheasant meat, and mirepoix into a stock pot and mix them.
Boil over a strong heat for one to two hours, drop the heat to low.

Jeju Herb Noodle
step 01	Mix the flour, egg, and herd puree in a flat flour board to make a ball-shaped dough.
step 02	Let the dough rest for 30 minutes and roll it out until it is thin.
step 03	Cut the rolled out pasta dough into 1/4- inch-thick noo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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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퓌레
01	허브를 끓는 물에 데친다. 허브를 블렌더에 옮긴 후 달걀 노른자와 섞어 퓌레를

만든다.
Herb Puree
step 01	Blanch herb in a boiling water. Put the herb in a blender with egg yolk and process it
until well mixed.

● 플레이팅
01	꿩가슴살 피부쪽을 아래로 하여 황금빛으로 변할 때까지 3분 동안 팬으로 굽는다.

다시 뒤집어서 2분 동안 더 굽는다. 팬에서 꺼내어 5분 동안 식힌 후 1/2인치
두께로 슬라이스한다.
02	꿩가슴살을 굽는 동안 면발을 끓는 물에 넣어 익힌다. 채에 걸러낸 후 큰 라면볼에

넣어둔다.
03	면발을 꿩죽 위에 올린 후 튀긴 꿩다리와 훈제구이 꿩가슴살을 몇 점 올린다.
04	허브로 고명을 한 후 즐긴다.

Plating
step 01	Place the pheasant breast on the grill with skin facing the surface area. cook it
for three minutes until it turns gold. flip it over and grill it for two more minutes.
Remove them from a pan, take it off the grill and allow it to cool down for five
minutes. Slice it into 1/2-inch-thick.
step 02	While grilling pheasant legs, boil the noodle in a pot. Strain the noodle through a
sieve, and put it in a big ramen bowl.
step 03	Place noodle over pheasant porridge. Place pheasant legs and slices of smoked
pheasant breast meat as well.
step 04	Serve it with herb decoration.

68

/ Grand Kitchen with Masters Recipe Book

JEJU Food & Wine Festival /

69

✽
제주허브누들, 훈제꿩 가슴살, 꿩다리 튀김을 곁들인
꿩수프 식재료 설명
Tea-Smoked Pheasant Broth with Jeju Herb Noodle,
Smoked and Roasted Pheasant Breast and Tempura
Fried Leg Ingredients

샐러리
Celery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B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7월

사용

	샐러리는 미나리과 식물로 잎과 줄기를 채소로
사용하고 씨앗은 향신료로 사용한다.

꿩 고기
Pheasant
영양성분

아미노산, 단백질, 지방산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10월

콘스타치
Cornstarch
영양성분
사용

꿩사시미, 꿩다리 구이, 꿩샤브샤브, 꿩튀김, 꿩전골,

사용

단백질

	옥수수 낟알의 배유 부분을 갈아서 만든 고운 가루로
응집력과 광택이 좋아 푸딩, 소스, 수프에 사용되어

꿩만두국, 꿩냉면 등 꿩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걸쭉하게 만드는 풀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담백한 육질로 임금님께 진상되던 꿩고기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귀한 식재료이
다. 다이어트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다.  

타이바질
Thai Basil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 칼슘, 인, 철

영양성분

비타민E, 칼슘, 철분, 마그네슘

출하지역

제주

출하지역

수입산(동남아)

출하시기

7~10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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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조기잎
Shiso Leaf

	바질은 약간의 민트 향과 함께 아니스 향과 감초 향이

사용

	박하과의 한해살이 풀인 차조기는 잎과 씨 모두

나서 아니스 바질 또는 감초 바질이라고도 불린다.

피클이나 매리네이드에 독특한 풍미를 더해준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나라에서 많이

빻아서 그 지역의 혼합 향신료에 넣기도 하는데 크고

쓰이며, 커리나 샐러드 또는 수프에 넣어 요리하거나

모양이 예쁜 잎은 템푸라로 튀기거나 스시에 곁들여

튀김 요리에 곁들여 먹는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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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릭바냐 소스를 곁들인 홈메이드 파스타
Jeju Garlic Bagna Sauce with Homemade Pasta
●
마사하루 모리모토 / Masaharu Morimoto

Morimoto 오너셰프
출생

1955년, 일본 히로시마

학력

도쿄 타마가와 대학 졸업

경력

+ Nobu Matsuhisa의 Nobu 레스토랑 근무
+ 일본 TV 프로그램 ‘Iron Chef’ 출연

수상

	제임스 비어드 재단상 스페셜/다큐멘터리 부분
수상

현재

	미국, 인도 그리고 멕시코에서 Morimoto,
Morimoto Sushi Bar, Wasabi, Momosan
Ramen&Sake레스토랑 등 11개 매장 운영 중

@ironchefmorimoto
@chef_morimoto

(Morimoto : 723 Chestnut Street Philadeliphia,
PA 19106)
www.ironchefmorimoto.com

준비 식재료

Ingredients

•갈릭바냐 소스를 곁들인 홈메이드 파스타 - 다목적용 밀가루 4컵, 소금 1티스푼,

올리브 오일 1테이블스푼, 계란 큰 것 4개, 장식용 새순 적당히
•바냐 소스 - 제주 마늘 200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600cc, 진한 크림 30cc,

소금(본인 기호에 따라 적당히), 백후추(본인 기호에 따라 적당히), 일본식 백간장
2티스푼, 앤쵸비 페이스트 100g, 마늘 퓌레 80g, 엑스트라 버진오일 100g
•Pasta - 4 cups all-purpose flour, 1 teaspoon salt, 1 tablespoon olive oil, 4 big eggs,
Sprouts for decoration as required

•Bagna Sauce - 200g Jeju garlic, 160cc extra virgin olive oil, 30cc heavy cream, Salt

셰프 인터뷰 Chef Interview
바냐 소스를 퐁듀 방식으로 만들 겁니다.
간단히 면을 국에 찍어 먹게끔 할 수 있도록 말이죠.

according to your preference, White pepper according to your preference, 2 teaspoons
Japanese white soy sauce, 100g anchovy paste, 80g garlic puree, 100g extra virgin olive
oil

I’m going to put the bagna sauce in the bowl like pong-dew way.
So simply you can dip the noddle into the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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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릭바냐 소스를 곁들인 홈메이드 파스타
Jeju Garlic Bagna Sauce with Homemade Pasta

● 갈릭바냐 소스를 곁들인 홈메이드 파스타
01	끓는 물에 깐 마늘을 두 번 데친다. 작은 냄비에 우유를 끓인 후 데친 마늘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요리한다.
02	부드러워진 마늘을 냄비에서 꺼내 블렌더에 앤쵸비 페이스트, 올리브 오일, 크림,

소금, 일본식백간장, 백후추를 넣고 간다. 입자가 너무 굵으면 우유를 더 넣는다.
03 체에 걸러낸다. 이제 바그나 소스를 만들었고, 모든 재료를 갈릭 퓌레에 넣는다.
04 믹싱 볼에 모든 파스타 재료를 넣고 섞는다. 다 섞이면 밀가루판에 잘 혼합 될

때까지 치댄다. 다목적용 밀가루를 뿌려 5~10분 동안 잘 반죽한다. 도우가
완성되면 누들커터로 페투치니/링귀네 사이즈(1/8인치 너비)로 잘라준다.
05 끓는 물에 파스타를 2분 정도 데친 후 찬물이나 흐르는 물에 헹군 후

플래이팅한다. 바냐 소스를 이미 달구어둔 볼에 넣은 후 따뜻한 갈릭 퓌레를 붓고
올리브 오일을 첨가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퓌레와 오일이 끓으면 섞는다.
Jeju Garlic Bagna Sauce with Homemade Pasta
step 01	Blanch peeled garlic cloves in a boiling water twice. Boil milk in a small pan. Put the
blanched garlic into the pan and cook it until it softens.
step 02	Remove the softened garlic from the pan. Put it in the blender and grind it with
anchovy paste, olive oil, cream, salt, Japanese white soy sauce, and white pepper.
Put more milk if particles are too thick.
step 03	Strain it through a sieve. Now you have bagna sauce. Put all ingredients into garlic
puree.
step 04	Put all pasta ingredients in a mixing bowl. Beat it on the flour board until it is well
mixed. Dust all-purpose flour and knead it for five to ten minutes. When the dough
is ready, cut it into 1/8 inch width (Fettucine, Linguine size) with a noodle cutter.
step 05	Blanch the pasta for two minutes in a boiling water. Rinse in cold or running water
and plating it. Put bagna sauce in a heated pan. Pour warm garlic puree and add
olive oil. Remember to stir it when puree and oil begin to b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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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릭바냐 소스를 곁들인 홈메이드 파스타 식재료 설명
Jeju Garlic Bagna Sauce with Homemade Pasta’s
Ingredients

다목적용 밀가루
All-purpose Flour
영양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사용

다목적용 밀가루는 수제비나 칼국수, 빈대떡, 부침개
등을 만들 때 가정에서 흔히 사용한다.

제주 마늘
Jeju Garlic
영양성분

폴리페놀, 비타민C, 항산화물질, 무기질

출하지역

제주 외 전국

출하시기

5~6월

사용

제주에선 봄철 마늘이 아직 영글지 않은 시기의

앤초비 페이스트
Anchovy Paste

마늘 대를 잘라 장아찌를 담가 먹곤 한다. 이때 잎은

영양성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나트륨, 칼슘, 철분

	앤초비는 지중해나 유럽 근해에서 나는 멸치과의 작은
물고기를 절여 발효시킨 젓갈로 파스타, 피자, 샐러드

서귀포 대정읍은 전국 마늘 생산량의 10%, 제주도 내 생산량의 60% 이상을

드레싱 등에 넣어 사용한다.

차지하는 대표적인 마늘 주산지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Extra Virgin Olive Oil

백후추
White Pepercorns

영양성분

비타민A, 비타민 B, 카로틴, 엽록소

영양성분

나트륨, 피페린

사용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풍미가 풍부하고 영양소가 살아

출하시기

10~11월

있어 한 숟가락씩 매일 생식을 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사용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 등에 이용되며

	생백후추는 부드러운 겉면과 섬세한 향미가 있어 색이
밝고 연한 소스나 생선요리, 수프 등에 사용된다.

가열이 필요한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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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醬)에 영감을 받은 디저트
Dessert inspired by Korean ‘Paste’
●
재니스 웡 / Janice Wong

2am:dessertbar 오너셰프
출생

1983년, 싱가포르

학력

프랑스 르 꼬르동 블뢰 졸업

경력

‘아시아 50대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 참가

수상

	2014 San Pellegrino Asia’s 50 Best에서

현재

	싱가폴 내 2am:dessert bar과 JANICE WONG

‘아시아 최고 페이스트리 셰프’
Singapore를 운영 중이며 일본 도쿄와 홍콩에서
각각 JANICE WNG dessert bar와 COBO HOUSE
by 2am : dessertbar를 운영 중
@chefjanicewong
@janicewong2am

	(2am : dessertbar : 21A Lorong Liput, Holland
Village, Singapore 277733)
janicewong.com.sg

준비 식재료

Ingredients

•소이빈 커스터드 - 3.5% 지방 우유 120g, 36% 지방 크림 130g, 설탕 30g, 노른자

60g, 옥수수가루 5g, 소이빈 파우더 60g
•누룽지 - 쌀밥 100g, 물 500g, 간장파우더 50g, 현미녹차 5g
•Soybean Custard- 120g 3.5% fat milk, 130g 36% fat cream, 30g sugar, 60g egg yolk, 5g
corn flour, 60g soybean powder

•Crunchy Burnt Sticky Rice- 100g rice, 500g water, 50g soy sauce powder, 5g Korean
green tea

셰프 인터뷰 Chef Interview
영감은 장(醬)으로부터 받았어요. 장이 찹쌀로 만들어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새로운 디저트에 대한 레시피가 떠올랐죠.
This inspiration was from Jang. I never knew the Jang is made of the sticky rice. So when I
saw a sticky rice and soybean powder while those were mixed and fermented, I thought of
such a great idea to try something new for the de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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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장(醬)에 영감을 받은 디저트 레시피
Dessert inspired by Korean ‘Paste’ Recipe

● 소이빈 커스터드
01 모든 재료를 넣고 60℃로 예열한다.

Soybean Custard
step 01	Put all ingredients and preheat the oven to 60 degrees C.

● 누룽지
01 끓는 물 500g에 찻잎을 넣고 15분 동안 끓인 후 잎을 걸러낸다.
02 이제 깨끗한 냄비에 차와 함께 완전히 마르지 않을 정도로 끓인다.
03	팬을 달군다. 쌀밥을 팬 위에 넓게 펴고 번 위에 소이빈 파우더를 뿌린다.
04	쌀밥이 구워진 후 남은 30g의 차를 붓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따로 놓아 식혀둔다.

Crunchy Burnt Sticky Rice
step 01	Put tea leaves in 500g of boiling water. Boil it for 15 minutes, strain out the leaves.
step 02	Boil the tea in a clean pan not to dry out.
step 03	Heat the pan and spread cooked rice. Sprinkle soy bean powder over the bun.
step 04	After cooked rice is baked, pour the remaining 30g of tea and completely dry it.
Allow it to cool down.

● 플레이팅
01 누룽지를 아래에 깔고 소이빈 커스터드를 넓게 펴 바른다.
02 소이빈 파우더를 위에 뿌려 마무리 짓는다.

Plating
step 01	Place the burnt sticky rice on the bottom and spread the soy bean custard.
step 02	Sprinkle soy bean powder.
*
커스터드 우유, 계란, 설탕 따위를 섞어 찌거나 구워 만든 서양과자. 매끈하고 광택이 나며 수분이 많아 맛이 부
드럽다. 우유와 달걀이 주원료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온도에 주의해서 만들어야 한다.

80

/ Grand Kitchen with Masters Recipe Book

JEJU Food & Wine Festival /

81

✽
한국 장(醬)에 영감을 받은 디저트 식재료 설명
Dessert inspired by Korean ‘Paste’ ingredients

누룽지
Nurungji
영양성분
사용

	탄수화물, 나트륨, 단백질

	간편하면서 소화도 잘되고 칼로리도 그리 높지 않아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다.

옥수수가루
Corn Powder
영양성분
사용

누룽지를 씹어 먹으면 아미노산이 풍부한 침이 많이 분비되고, 턱관절 운동으로
뇌에 자극을 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베이킹에서 사용하는 전분은 주로 옥수수가루를
사용한다.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 때 밀가루와
옥수수전분을 섞어 쓰면 부드러운 크림을 만들 수 있다.

현미녹차
Green Tea
영양성분

간장파우더
Soy Sauce Powder
영양성분
사용

단백질, 나트륨

	간장파우더는 콩과 통밀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낸

사용

비타민 B1, 비타민 C

	보통 식음료로만 사용이 되는 현미녹차를 재니스 웡의
요리에선 누룽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여 향미를 돋우는
데 사용한다.

카테킨 성분이 일반 홍차에 비해 2배 이상 뛰어나 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또
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천연조미료로 양념간장을 만들거나 디저트용 이외에도
시금치, 잡채를 만들 때 유용하다.

지방우유
Fat Milk

콩가루
Soybean Powder
영양성분

영양성분
사용

82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칼슘

	공부하는 아이들의 두뇌 활동에 좋은 디저트 요리에

사용

탄수화물, ,나트륨, 단백질

	고단백 식품인 소이빈 파우더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포화지방 함량이 낮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고민 중인

들어가는 주요재료로서 크림파스타, 죽 등을 만들거나

여성들에게 안성맞춤이고 요거트, 치즈, 스무디 등

디저트용 간식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디저트를 만들기에 좋은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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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봄
The Spring of Jeju
●
성현아 / Hyun-Ah Seong

Sona 오너셰프
출생

1975년, 대한민국

학력

미국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졸업

경력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호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조엘 로부숑> 근무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Aquavit> 근무
+서울 백석예술대학교 출강

현재

	소나(Sona) 운영 중
(소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40)
sonasona.modoo.at

@sonadessert
@sonachef

준비 식재료

Ingredients

•치즈 스노우 - 크림치즈 300g, 생크림 150g, 우유 45g, 설탕 30g, 레몬제스트 3개
•영귤 - 영귤즙 60g , 심플시럽 24g, 스파클링와인 100g, 토닉워터 50g, 계란 흰자

75g, 젤라틴 1.5개, 휘핑가스 2개
•망고소스 - 망고 150g, 설탕 30g, 레몬제스트 1.5개, 민트티 3테이블스푼, 물 120g
•슈가볼 - 설탕 500g, 물 150g, 물엿 75g, 주석영 3방울
•Cheese Snow - 300g cream cheese, 150g heavy cream, 45g milk, 30g sugar, Zest of 3
lemons

•Citrus Sudachi - 60g squeezed citrus sudachi, 24g simple syrup, 100g sparkling wine,

셰프 인터뷰 Chef Interview
슈가볼은 설탕 공예 중 하나인데 설탕 반죽을 동그랗게 부풀리는 작업을 해서  그 안에 폼을
넣고 꽃을 넣어서 만듭니다. 페이스트리 쪽이 온도,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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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g tonic water, 75g egg whites, 1.5 pieces gelatin, 2 whipping gas

•Mango Sauce - 150g mango, 30g sugar, Zest of 1.5 lemons, 3 tablespoons mint tea, 120g
water

•Sugar Ball - 500g sugar, 150g water, 75g starch syrup, 3 drops cream tar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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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봄 레시피
The Spring of Jeju Recipe

● 영귤폼
01	젤라틴을 얼음물에 불려놓는다.
02 분량의 심플시럽을 데워 젤라틴을 녹여준다.
03 나머지 모든 재료와 젤라틴 녹인 심플시럽을 함께 섞고 체에 내린다.
04 그릇에 담고 질소충전을 2개 해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05 적어도 2시간 이후에 사용한다.

● 치즈 스노우

Citrus Sudachi Foam

01	냄비에 우유와 생크림1/3분량을 넣고 불에 올려 온도를 올려준 다음 설탕을 넣고

step 01	Bloom the gelatin in ice water.

녹이듯 저어준다.

step 02	Melt the gelatin by heating the simple syrup.

02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끓이다가 레몬제스트를 넣고 인퓨즈 시킨다.

step 03	Mix all ingredients and simple syrup with gelatin. Strain it in a sieve.

03	분량의 크림치즈에 인퓨즈 시킨 우유, 생크림, 제스트 믹스쳐와 나머지 생크림을

step 04	Put it in a bowl. Freeze two with liquid nitrogen. Store them in refrigerator.

넣고 핸드 블랜더로 잘 섞어준다.

step 05	Use it at least two hours later.

04 만들어진 치즈 믹스를 파코젯 비이커에 담고 냉동실에서 하루 정도 얼린다.
05 다음날 파코젯으로 갈아준다.

● 망고 소스
01	망고를 다이스하고 설탕, 레몬제스트를 모두 냄비에 담고 불에 끓인다.

Cheese Snow

02 살짝 뭉글어질 정도로만 끓이고 불에서 내린 다음에 핸드블랜더로 갈아 준다.

step 01	Put milk and 1/3 of prepared heavy cream in a pot. Put the pot on the stove. Stir to

03	분량의 물에 미리 우려놓은 민트 티를 체에 걸러 넣어준다.

melt the sugar.

모든 재료를 잘 섞고 체에 한 번 더 내려준다.
04	

step 02 Bring it to a boil until sugar is melted. Put 1) lemon zest and infuse it.
step 03	Put cream cheese, infused milk, heavy cream, and zest mixture. Add remaining
heavy cream in a hand blender and mix it.

Mango Sauce
step 01	Dice mangos, put it with sugar and lemon zest in a pot and boil it.

step 04	Put the cheese mix into pacojet beaker, put it in refrigerator for a day.

step 02	Boil it until it crumbles a little, grind it with a hand blender.

step 05	Grind it with pacojet the next day.

step 03	Prepare mint-infused tea. Pass through the tea in a sieve.
step 04	Mix all ingredients and strain it in a siev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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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볼
01	분량의 설탕과 물을 스텐냄비에 넣고 끓인다.
02 설탕이 물에 완전히 녹으면 분량의 물엿을 넣고 계속 끓인다.
03	온도 154°C에 이르면 주석영을 넣고 끓이다가 164°C에 도달하면 불을 끄고

시럽을 실리콘 매트에 다 부어준다.
설탕시럽을 식히고 당기는 작업을 해서 설탕 덩어리를 만든다.
04	
펌프로 불어서 원형구를 만들어 준비한다.
05	
Sugar Ball
step 01	Put sugar and water into a stainless pan and boil it.
step 02	Add starch syrup when the sugar is completely melted. Continue boiling.
step 03	When the temperature reaches 154 degrees C, add cream tartar. When the
temperature reaches 164 degrees C, turn the stove off. Pour the syrup on a silicone
mat.
step 04	Make sugar cube by cooling and pulling it.
step 05	Use the pump to blow it into a fender ball.

● 플레이팅
01	생망고, 한라봉 세그먼트를 2x2cm 정도 크기로 잘라 서빙할 그릇에 담는다.
02 갈아놓은 치즈 스노우를 그 위에 봉긋하게 담는다.
03 슈가볼 안에 식용꽃, 허브잎 등을 먼저 넣고 영귤폼을 짜서 넣는다.
04 슈가볼을 치즈 스노우 위에 안전하게 올린다. 망고 소스를 곁들여낸다.

Plating
step 01	Cut mango and Hallabong into 2cmx2cm cubes and place them on a serving plate.
step 02	Put the ground cheese snow on top in a hill shape.
step 03	Place edible flowers and herb inside sugar ball. And squeeze citrus sudachi.
step 04	Carefully place the sugar ball on top of cheese snow. Serve it with mango sauce.

*
레몬제스트  레몬 겉껍질을 아주 얇게 잘라내서 채를 썰거나 잘게 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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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봄 식재료 설명
The Spring of Jeju’s ingredients

영귤
Citrus Sudachi

제주 망고
Jeju Mango
영양성분

비타민C, 칼슘, 인, 아미노산,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6월

사용

	날로 먹기도 하고 디저트와 과자 재료로 쓰며 과육을
갈아 샐러드의 드레싱이나 소스, 수프 등에 사용한다.

최근 제주에서 재배 농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아열대 과일 중 하나로 대부분 하
우스에서 재배한다. 제주 망고는 높은 당도에 비해 칼로리도 낮고 비타민이 풍부

영양성분

칼슘, 칼륨, 비타민C

출하지역

제주

출하시기

4월

사용

	구연산 함량이 3~5% 정도로 함량이 높고 신맛이
강해서 가공식품, 향신료 및 양념류에 많이 이용된다.

따스한 햇살과 제주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제주 영귤은 신선이 먹는 귀한 귤이

하여 심장질환, 빈혈,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젤라틴
Gelatin

라는 의미로 산이 풍부하고 향이 독특해 고급 음료 재료로 쓰이곤 한다. 제주 특
산품으로 레몬보다 비타민이 1.5배 풍부하고 푸른색일 때 가장 신선하고 영양도

영양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칼륨

우수하다.

사용

젤라틴은 동물의 피부, 뼈, 인대나 건 등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산이나 알칼리 처리하여 얻어진다.
말랑말랑한 특성 때문에 젤리나 아이스크림, 마시멜로,
무스케이크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주석영
Cream of Tartar
영양성분
사용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카로틴

	주석영은 거품을 낸 계란 흰자의 거품이 잘 유지되도록

심플시럽
Simple Syrup
영양성분
사용

비타민E, 비타민C, 비타민A, 카로틴

	백설탕 850g을 열증류수에 용해시켜 1L로 만든 것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설탕이 결정화 되는 것을

감미료로서 사용한다. 주로 각종 청량 음료 따위에

방지한다. 계란 흰자의 거품을 이용해 엔젤푸드케이크,

첨가하는 향료의 베이스로 사용한다.

스폰지 케이크, 쉬폰케이크, 머랭과 수플레 등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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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주 고메위크 맛집 50
| 권역별 구성

지난 ’16년 5월 제주 고메위크*에 참가한 제주 맛집 50개소를
제주시 동부권

본 책자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주 고메위크(Jeju Gourmet Week) 2016년 5월 5일부터 14일까지 총 10일간 제주 전역에서 진행된 맛집 방문행사

4개소

제주 시내권

23개소
제주시 서부권

| 맛집 선정 방식

11개소

음식, 문화, 학계 등 각 분야의 현지 전문가 12인으로 맛집 추천단을 구성하고,

서귀포시 동부권

본 맛집 추천단이 맛, 위생, 서비스 영역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맛집 50곳을

3개소

선정했습니다.

서귀포 시내권
서귀포시 서부권

| 맛집 심사 Point

6개소

3개소

제주 관광객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기성 맛집보다는 제주 식재료를 주로 사용하고,
제주 도민에게 오랫 동안 사랑받아 온 숨겨진 맛집 발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맛집 구성

- 지역적으로는 제주 시내권이 23개소, 서귀포 시내권이 6개소가 선정되었고,
제주도 동부권은 7개소, 서부권은 1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 음식 종류별로는 한식이 총 36개소, 일식 7개소, 양식 5개소 및 중식 2개소가

| 음식 종류별 구성

선정되었습니다.

11

한식 회/물회

- 주된 식재료가 신선 생선 및 해산물인 맛집(한식 중 생선회 및 해산물 맛집,
14

일식 중 생선회가 주력인 맛집)이 총 32개소로, 신선 생선 및 해산물이 제주 맛집들의
대표 식재료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7

- 꿩고기 전문점 3개소, 말고기 전문점 1개소 등 이색 향토 식재료 전문점이 포함되어

5

있습니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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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 회

파스타

중식

생선 / 해산물 주재료 39개소

4

고기구이

4

꿩/닭

고기 / 육류 주재료 11개소

말고기
2

92

생선구이/매운탕/해산물

국수

JEJU Food & Wine Festival /

93

제주 시내권 23개소

14
3

8
13 19
4

6

12

이호동

1 일도1동

17

16

2

일도2동

21
23 18

외도동

건입동

화북동

20

5

3 도두해녀의집

4 마진가

고기국수

전복물회

말고기 코스

제주시 중앙로 63-9

제주시 삼성로 65

제주시 도두항길 16

제주시 남성로 54

064-757-4890

064-757-5559

064-743-4989

064-721-9282

5 메밀꽃차롱

6 모메존 식당

7 모슬포해안도로식당

8 미친 부엌

꿩요리

깅이죽

고등어회

퓨전 일식

제주시 연오로 136

제주시 도두3길 17

제주시 신대로 18길 16

제주시 중앙로3길 4

064-711-6841

064-711-0585

064-794-7665

064-721-6382

9 상춘재

10 스시 호시카이

11 앞뱅디식당

12 어미도

성게, 멍게비빔밥

스시, 코스

멜국, 각재기국

옥돔국, 자리물회

제주시 중앙로 598

제주시 오남로 90

제주시 선덕로 28

제주시 서사로21길 3

064-725-1557

064-713-8838

064-744-7942

064-753-5989

13 용담골

14 용출횟집

15 우수미횟집

16 우진해장국

전복삼합

각종 회

각종 회

고사리육개장

제주시 남성로 83

제주시 서해안로 650

제주시 연화로 2길 24

제주시 서사로 11

064-752-2344

064-742-9244

064-745-3848

064-757-3393

17 일곱물

18 일도촌매운탕

19 자연몸국

20 풍어횟집

각종 회

조기매운탕, 삼치회

접짝뼈국, 몸국

각종 회

제주시 고전길 32

제주시 천수로 8길 1

제주시 중앙로 63-11

제주시 연수중길 15

064-725-5267

064-759-4141

064-725-0803

064-727-0401

21 현경식당

22 흑소랑

23 ROUTE84

순대국밥

흑우, 소고기

이색 치킨

제주시 동광로 1길 32

제주시 연북로 631

제주시 신성로14길 5

064-757-9707

064-726-9966

070-8147-4948

11
9

15

노형동

22

10

2 국수마당

꿩고기, 꿩메밀칼국수

삼양동

이도2동

7

1 골목식당

연동

오라동

봉개동

아라동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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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권 4개소

제주시 동부권

26

25

24 교래손칼국수

25 부엌인세화

26 소라횟집

27 안다미로

꿩칼국수/토종닭칼국수

파스타

우럭매운탕

닭한마리 코스

제주시 조천읍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45

해맞이해안로 1460

해맞이해안로 1426

비자림로 648

064-782-9870

070-8900-3379

064-784-3545

064-783-0668

28 닻

29 도치돌가든

30 독개물항

31 명리동식당

오징어튀김/딱새우요리

제주 한우모듬구이

한치물회

자투리 고기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한림읍

제주시 한경면

가문동길 41-2

천덕로 440-1

한림로 478

녹차분재로 498

070-4147-2154

064-799-1415

064-796-3966

064-772-5571

32 모디카

33 모리노아루요

34 보영반점

35 삐꼴라 쿠치나

파스타

오마카세/일식코스요리

간짬뽕

이탈리아 음식

제주시 한림읍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한림읍

제주시 애월읍

한림상로 134-5

하소로 769-58

한림로 692-1

하소로 769-58

070-4128-0519

064-799-4253

064-796-2042

064-787-9844

36 수우동

37 신의한모

38 제일식당

수우동/왕새우튀김

일본식두부요리

삼치회, 장어탕

제주시 한림읍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추자면

협재1길 11

하귀14길 11-1

추자로 16-2

064-796-5830

064-712-9642

064-742-9333

우도면
조천읍

24

구좌읍

27
제주도

제주시 서부권 11개소
38
28

37

33
29

36

35

30
32 34

애월읍

제주시 서부권

한림읍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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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내권 6개소

서귀포 시내권

영천동
제주도

중문동

39 네거리식당

40 대우정

41 덕성원

42 몰질식육식당

갈치구이조림

전복돌솥밥

깐풍딱새우, 탕수육

고기짬뽕

서귀포시 서문로

서귀포시 명동로 28-1

서귀포시 태평로

서귀포시 이어도로 598

29번길 20

064-733-0137

401번길 4

064-739-1542

064-762-5513

064-762-2402

대천동

예래동

39

42

41

효돈동

44

40

43

43 보목해녀의집

44 혁이네수산

자리물회

각종 회

서귀포시 보목포로 48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10

064-732-3959

064-733-5067

서귀포시 동부권 3개소
46
45
성산읍
제주도

표선면

47

남원읍

서귀포시 동부권
45 돌섬

46 소봉식당

47 춘자멸치국수

전복삼계탕, 삼계탕

쿠시아게, 가라아게

멸치국수

서귀포시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서귀포시 표선면

한도로 109

일출로 264-4

표선중앙로 76

064-784-2304

064-782-4664

064-787-3124

48 남경미락

49 산계원

50 젠하이드어웨이

각종 회

오리탕

파스타

서귀포시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190-7

형제해안로 80

사계남로 186-8

064-794-0055

064-792-1154

064-794-0133

서귀포시 서부권 3개소
서귀포시 서부권
안덕면

대정읍

98

제주도

50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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