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FOOD & WINE FESTIVAL

J E J U F O O D & W I N E F E S T I VA L

GOURMET BOOK
JE JU FOOD & WINE FESTIVAL . GOURMET BOOK . 2021

GOURMET CULTURE OF
JFWF 2021

GOURMET BOOK

제주고메 FESTA
맛집 200

각 계 전문가가 엄선한
200곳의 제주 맛집

제주의 식재료와
요리레시피

제주 청정 식재료를 활용한
전국 대학생 제주요리 공모전

식문화를 선도하며 인재를 육성하는
글로벌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지난 6년과 미래

제주와 셰프이야기
초청 셰프와 나누는
맛있는 이야기

2021

INTRODUCTION
2021 JFWF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2021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개요
2021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FWF)은,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군집 행사가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Blended Event로 행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정책을
준수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온라인 채널을 강화한 디지털 환경의 페스티벌로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JFWF의 일환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선정된 대표 맛집 200곳을 발표하며 이 맛집들이 참여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주고메FESTA가 펼쳐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영상 요리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시작하여 매주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열 두명의 초청 셰프는 제주 청정 식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요리를 셰프 인터뷰와 함께 영상으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접 음식을 요리하는 풍속도가 생겨남에 따라 본 행사에서도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제주 식재료를 사용한 17개의 레시피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조리 실습의 기회가 줄어들고 사기가 저하된 전국
조리 전공 대학생들을 격려하고자 전국대학생제주요리공모전(SCOTY;Student Chef Of The Year)을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더욱 확대된 규모로 개최하여 전국에서 많은 학생이 참가한 이 공모전의 예선은
서류심사, 본선에는 온라인 요리 영상 심사를 도입하였습니다. 결선은 참가자들이 제주에 모여 유명 셰프
심사위원의 맨투맨 피드백을 받으며 실력을 배양하고 자극과 경험을 쌓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어떻게 적응해나가야 할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이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후원기관과 제주도
외식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도를 동아시아 미식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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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21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 JFWF:Jeju Food & Wine Festival
일 시

온라인요리영상축제 2021.05.01(토) ~ 2021.11.30(화)
제주고메FESTA 2021.09.01(수) ~ 2021.11.30(화)
전국대학생제주요리공모전 2021.08.16(월) ~ 2021.11.4(목)

주 최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 관

제주관광공사, 제주한라대학교, (사)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자동차, 동원F&B, The VIN CSR

장 소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온라인 JFWF채널(인스타그램,유튜브)

온라인요리영상축제 5.1 Mon ~ 11.30 Tue
초청 셰프 12인의 제주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와 셰프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과
조직위가 기획 제작한 제주 미식의 다양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JFWF)에 공개

전국대학생제주요리공모전 8.16 Mon ~ 11.4

Thu

전국 조리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 식재료를 주제로 한 요리 공모전 실시
본선은 온라인 영상 심사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결선은 아홉 명이 제주에 모여
실력을 겨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학생 셰프를 선발하는 공모전

제주고메FESTA 9.1 Wed ~ 11.30 Tue
제주고메맛집 선정단이 엄선한 제주대표맛집 200곳에서 펼치는 페스티벌

06

07

CONTENTS
PART I

PART III

PART IV

PART VI

제주고메FESTA 맛집 200

제주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레시피

제주와 셰프이야기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지난 6년과 미래

012

064

제주갈치국

082

강병욱

136

미식관광은 국가미래전략산업

065

흑돼지 제육볶음

084

김대천

137

사단법인으로 미식관광발전에 기여

066

접짝뼈국

086

김성운

138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주요 행사

067

돔베고기

090

김호윤

139

제주고메위크 맛집 200

068

전복내장죽

092

미카엘 아쉬미노프

140

글로벌 셰프는 음식문화 홍보대사

069

메밀골동면

094

배재훈

146

미래인재 셰프지망 대학생들의 활약

070

제주고기국수

096

송훈

150

전국 대학생 제주요리 공모전

071

미니밤호박영양밥

098

안백린

072

광어어만두

100

양용진

152

미래셰프인재 장학금 조성

073

해물뚝배기

104

이새봄

154

미식과 문화의 콜라보레이션

106

정호영

156

Signature Event 가든디너 (Garden Dinner)

108

조희숙

제주고메FESTA 맛집 200

PART II
제주의 식재료

(SCOTY; Student Chef Of The Year)

018

제주 재래종 흑돼지

074

우럭조림

028

제주 흑우

075

감귤그라니타

160

후원의 밤 갈라디너 (Gala Dinner)

038

제주 메밀

076

한우타르타르

162

행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후원의 힘

제주 갯바위에 해산물

077

당근샐러드

166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전

제주 식재료 분포도

077

더덕샐러드

168

사단법인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창립자

078

우도땅콩강정

079

딱새우와 한우 채끝 서프앤터프

048
060

정문선 이사장에게 듣다, 행사 비하인드 스토리

PART V
전국대학생 제주요리공모전 (SCOTY)

08

116

고종환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조리학과 2학년)

118

김영민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조리학과 1학년)

120

김하늘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과 2학년)

122

서성빈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과 2학년)

124

신소희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조리학과 1학년)

126

어로니 누지하트아민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2학년)

128

오아연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호텔제과제빵과 2학년)

130

원딘두이 (경희대학교 조리서비스경영학과 3학년)

132

임진혁 (청운대학교 호텔조리식당경영학과 4학년)

09

PART I

JEJU GOURMET
FESTA 맛집 200

10

11

33 연북로해물탕

34 연우네

35 오라숲소리

36 용담골

37 우수미회센타

38 이졸라베르데

39 일도촌매운탕

40 자매국수

41 제마닭

42 제주도감

43 제주서문수산

44 지상참치 오마카세

45 초밥군커피씨

46 포도원흑돼지

47 해녀고기

48 해오름식당

49 현경식당

50 혹시

51 흑소랑

52 힛업

[해물탕, 해물찜]
제주시 연북로 221
TEL 064-742-0110
[대방어]
제주시 연화로2길 24-1
TEL 064-745-3848
[닭볶음탕]
제주시 사장길 12 1층
TEL 064-748-5588
[용초밥]
제주시 신선동길 19-1 1층
TEL 010-6724-8484

2021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ㅣ JFWF 2021

제주시내권

1 Route84

[피자, 타코]

제주시 서광로 28길 54 1층
TEL 070-8147-4948

5 노조미

[왕새우튀김우동, 흑돼지돈까스]

제주시 국기로2길 2-3
TEL 064-744-0730

9 도두해녀의집

[전복죽, 회덮밥]

제주시 도두항길 16
TEL 064-743-4989

제주시 서흘1길 56
TEL 0507-1323-6972

6 다오라민포

[코스요리]

[왕갈비쌀국수,월남쌈]

제주시 남광로 119 1층
TEL 0507-1493-5031

10 돈향기

[흑돼지모듬]

제주시 관덕로15길 30
TEL 064-724-0228

1

3 국수마당

[고기국수, 비빔국수]

4 낭푼밥상

7 대광식당

[평양물냉면, 돼지갈비]

8 더스푼

제주시 삼성로 65
TEL 064-727-6001

제주시 중앙로23길 9
TEL 064-758-7768

11 마라도횟집

RESTAURANT
[가문잔치정식, 몸국정식]

제주시 연동6길 28
TEL 064-799-0005

[순대국밥, 고기국수]

제주시 동광로1길 32
TEL 064-757-9707

제주서부권

53 닻

[딱새우, 뿔소라, 성게관자구이]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길 41-2
TEL 070-4147-2154

[코스요리]

57 모리노아루요

[제주산 한정식 코스]

61 신의한모

[카이센동, 부리동]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69-58
TEL 064-799-4253

제주시 구남동1길 45
TEL 064-725-1324

12 만배성

[모듬회]

제주시 신광로8길 3
TEL 064-746-2286

제주시 아연로 484-9
TEL 064-712-6800

[나가사키두부탕]

제주시 애월읍 하귀14길 11-1
TEL 064-712-9642

[뼈등심 카츠나베]
제주시 노형8길 14
TEL 0507-1400-2082
[메밀간장기름국수, 접짝뼈국]
제주시 연북로 257 L2
TEL 0507-1339-7474
[흑오겹, 흑목살]
제주시 1100로 3155
TEL 064-745-0880
[갈비살스테이크]

54 독개물항

[갈치조림, 오분자기뚝배기]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78
TEL 064-796-3966

58 문동일셰프의 녹차고을

69 협재 수우동

70 협재화덕 도나토스

22 삼번지횟집

23 생돈우리

24 석촌식당

25 수다뜰

26 수복강녕

27 숙성도

28 스시 호시카이

29 스시테이

30 앞뱅디식당

31 엘리펀트힙

32 엘픽

33 연북로해물탕

34 연우네

35 오라숲소리

36 용담골

37 우수미회센타

38 이졸라베르데

39 일도촌매운탕

40 자매국수

41 제마닭

42 제주도감

43 제주서문수산

44 지상참치 오마카세

45 초밥군커피씨

46 포도원흑돼지

47 해녀고기

48 해오름식당

49 현경식당

50 혹시

51 흑소랑

52 힛업

21 삼바리 회센타

제주시 도남로7길 35
TEL 064-758-8883

[다금바리]

[콩국두부정식, 손두부두루치기]
제주시 명림로 164
TEL 064-723-2722
[오마카세]
제주시 신설로6길 2-11
TEL 064-756-1626
[해물탕, 해물찜]
제주시 연북로 221
TEL 064-742-0110

[대방어]
제주시 연화로2길 24-1
TEL 064-745-3848
[닭볶음탕]
제주시 사장길 12 1층
TEL 064-748-5588
[용초밥]
제주시 신선동길 19-1 1층
TEL 010-6724-8484
[순대국밥, 고기국수]

제주시 동광로1길 32
TEL 064-757-9707

제주서부권

53 닻

[딱새우, 뿔소라, 성게관자구이]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길 41-2
TEL 070-4147-2154

[채끝 스테이크]
제주시 문송1길 6-1 1층
TEL 0507-1408-0417
[회]
제주시 서해안로 350
TEL 064-711-6373

[돼지떡갈비정식]
제주시 선덕로3길 40
TEL 064-744-3564

[각재기국, 멜국]
제주시 선덕로 32
TEL 064-744-7942
[녹차들깨수제비]
제주시 은수길 110
TEL 064-712-5646
[뼈등심 카츠나베]

제주시 노형8길 14
TEL 0507-1400-2082

[메밀간장기름국수, 접짝뼈국]
제주시 연북로 257 L2
TEL 0507-1339-7474
[흑오겹, 흑목살]
제주시 1100로 3155
TEL 064-745-0880
[갈비살스테이크]
제주시 성신로 2길 19-5 1층
TEL 0507-1375-0603

54 독개물항

[갈치조림, 오분자기뚝배기]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78
TEL 064-796-3966

[코스요리]
제주시 고마로15길 20 1층
TEL 070-4078-2021

[흑돼지 근고기]
제주시 우평로 38
TEL 064-713-5525
[교차숙성흑돼지]
제주시 원노형로 41
TEL 064-711-5212
[옥수수페스토파스타]
제주시 탑동로 20
TEL 0507-1334-2877
[한정식코스]
제주시 오라로 80
TEL 064-744-2545

[삼치회]
제주시 천수로8길 7
TEL 064-759-4141

[제주산 해산물코스]
제주시 서문로4길 13-2
TEL 064-722-3021
[흑돼지오겹살, 해물라면]
제주시 과원로 80
TEL 064-745-8855
[흑우특수부위코스]

제주시 연북로 631
TEL 064-726-9966

55 명리동식당

[제주흑돼지자투리고기 김치전골]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98
TEL 064-772-5571

[문어모듬, 문어숙회]
제주시 동광로23길 23
TEL 064-757-0068

[산지물스페셜코스]
제주시 임항로 26
TEL 064-752-5599
[전복뚝배기, 해물뚝배기]
제주시 중앙로2길 33
TEL 064-755-4096
제주시 오남로 90
TEL 064-713-8838

[스시코스, 오마카세]

[티본스테이크, 화이트 라구 파스타]
제주시 신설로5길 5-10 1층
TEL 010-9757-0033
[전복삼합, 고등어묵은지조림]
제주시 서광로13길 2
TEL 064-752-2344
[고기국수, 비빔국수]
제주시 탑동로11길 6
TEL 064-746-2222
제주시 삼성로 129
TEL 064-751-7778

[스시 코스/단품]

[흑돼지모듬꼬치]
제주시 도두일동 1181-5
TEL 064-744-0367
[코스요리]
제주시 월랑로 9
TEL 0507-1387-4612

56 모디카

RESTAURANT

[볼로녜제라구생면라자냐]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4-5
TEL 070-4128-0519

[햇양파자장면, 전복보양짬뽕]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78
TEL 064-772-3789
[자작냉우동, 비빔냉우동]
제주시 한림읍 협재1길 11
TEL 064-796-5830

제주동부권

[흑우특수부위코스]

[바질시푸드파스타]
제주시 애월읍 하귀6길 22
TEL 0507-1359-0884

제주시 한림읍 협재2길 6
TEL 0507-1401-1981

[전복삼합, 고등어묵은지조림]
제주시 서광로13길 2
TEL 064-752-2344
[고기국수, 비빔국수]
제주시 탑동로11길 6
TEL 064-746-2222
제주시 삼성로 129
TEL 064-751-7778

[코스요리]

제주시 월랑로 9
TEL 0507-1387-4612

RESTAURANT

56 모디카

59 문쏘

60 보영반점

[제주흑돼지자투리고기 김치전골]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98
TEL 064-772-5571
[황게카레, 에그인헬]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5-5
TEL 064-796-4055
[흑돼지구이]

제주시 한경면 연명로 2
TEL 064-772-5992

[랍스터]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765
TEL 064-747-1229

[볼로녜제라구생면라자냐]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4-5
TEL 070-4128-0519
[자장면, 짬뽕]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92-1
TEL 064-796-2042

64 제주이와이

[스시 오마카세]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4
TEL 010-7109-9104

68 탐라반상

[이색 셀프플레이팅]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62
TEL 0507-1337-2070

[피자 도나토스]

RESTAURANT

71 나도섬이다

72 넘은 봄

73 뜰향기

74 말이

75 섬소나이

76 소라횟집

77 안다미로

78 에트나

79 월정리갈비밥

80 인손

81 제주한면가

82 종달리엔심야식당

83 파도소리해녀촌

84 해녀김밥

85 해피누들

[옥돔구이, 고등어구이]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21
TEL 0507-1417-4666
[우짬, 백짬, 떙짬]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814
TEL 064-784-2918

[흑돼지갈비밥, 뚱보샤]
제주시 구좌읍 월정7길 46
TEL 064-782-0430
[해물칼국수]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510
TEL 064-782-0515

[이노베이티브 한식]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길 75-1 1층
TEL 0507-1340-1182
[활우럭매운탕, 황돔]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240-3
TEL 064-784-3545

[딱새우회, 참치회]
제주시 구좌읍 세화4길 10
TEL 0507-1381-7733

[해녀김밥, 전복김밥]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490 오션그랜드호텔
TEL 064-782-3005

서귀포시내권

86 꽃돼지연탄구이

[흑돼지구이, 백돼지구이] 87 덕성원 [꿩탕수육, 꽃게볶음]
서귀포시 이어도로 227
서귀포시 대평로 401번길 4
TEL 064-738-0018
TEL 064-762-2402

90 모루쿠다

[전복문어장비빔덮밥, 해산물라멘]
서귀포시 태평로 431번길 32
TEL 0507-1366-0889

94 서귀포 대우정

[전복돌솥밥]

서귀포시 이어도로 866-37
TEL 064-757-9662

98 어느 멋진날

[다금바리, 돌돔]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68
TEL 064-763-0888

91 목포고을

[제주산명품흑돼지]
서귀포시 일주서로 968-5
TEL 064-738-5551

95 수희식당

[전복뚝배기, 성게미역국]

서귀포시 태평로 377
TEL 064-762-0777

99 올레칠돈

[스시 코스/단품]

[흑돼지모듬꼬치]
제주시 도두일동 1181-5
TEL 064-744-0367

55 명리동식당

67 크랩잭

20 산지물식당

18 봉플라봉뱅

[모듬사시미, 크림짬뽕]
제주시 탑동로 15
TEL 064-721-6382

[고등어회]

[흑돼지오겹살, 해물라면]
제주시 과원로 80
TEL 064-745-8855

63 웃뜨르우리돼지

[한우돼지고기완자, 병어조림]
제주시 애월읍 하귀2길 66 1층
TEL 0507-1474-0138

19 비스트로 스우

17 미친부엌

제주시 신대로18길 16
TEL 064-794-7665

[제주산 해산물코스]
제주시 서문로4길 13-2
TEL 064-722-3021

62 어머니의 뜻을 담다 단지
66 코코리파이프

15 모슬포해안도로식당

[꿩코스요리, 꿩메밀손칼국수]
제주시 연오로 136
TEL 064-711-6841

[들깨녹차칼국수]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4길 13-1
TEL 064-712-1780

65 중국집마씸

14 메밀꽃차롱

[삼치회]
제주시 천수로8길 7
TEL 064-759-4141

제주시 연북로 631
TEL 064-726-9966

제주시 성신로 2길 19-5 1층
TEL 0507-1375-0603

16 문게야

13 만원의 행복

[자연산회, 지리구이]
제주시 신대로7길 9
TEL 064-71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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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코스]
제주시 오라로 80
TEL 064-744-2545

[녹차들깨수제비]
제주시 은수길 110
TEL 064-712-5646

[흑돼지연탄구이]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20
TEL 064-739-5533

[흑돼지제육볶음]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326
TEL 064-782-9449

[능이버섯 토종닭백숙]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48
TEL 064-783-0668
[고기국수, 돔베고기]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373
TEL 064-782-3358

[김말이모듬세트, 말고기튀김]
제주시 구좌읍 세화1길 40
TEL 0507-1438-4567

[화이트 오리 라구 파스타]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3길 30-12 1층
TEL 064-782-3358
[달고기 튀김]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7길 15
TEL 0507-1411-5768

[양지쌀국수]
제주시 조천읍 함덕14길 16 1층
TEL 0507-1335-1948

88 도가촌

89 둘레길

92 몰질식육식당

93 삼원정

96 신라원

97 아리

[흑돼지고기모듬, 흑목살볶음밥]
서귀포시 동홍동로 39
TEL 064-763-2009

[복지리, 복매운탕]
서귀포시 이어도로 598
TEL 064-739-1542
[말고기코스정식, 말사시미]

서귀포시 천제연로 107
TEL 064-739-3395

RESTAURANT

[제주돼지 가츠산도, 오믈렛]
서귀포시 천제연로 209-1 2층
TEL 0507-1379-3255
[해물통갈치조림, 통갈치구이]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44
TEL 064-738-1077

[아리텐동, 에비텐동, 아나고텐동]

서귀포시 홍중로99 1층 103호
TEL 064-739-3183

[통갈치정식, 오분자기돌솥밥] 101 중문솥뚜껑 [흑목살, 흑오겹]
서귀포시 이어도로 81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7
TEL 064-738-8131
TEL 064-739-3120

100 제주오성

13

79 월정리갈비밥

80 인손

81 제주한면가

83 파도소리해녀촌

84 해녀김밥

85 해피누들

[딱새우회, 참치회]
제주시 구좌읍 세화4길 10
TEL 0507-1381-7733

[흑돼지갈비밥, 뚱보샤]
제주시 구좌읍 월정7길 46
TEL 064-782-0430
[해물칼국수]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510
TEL 064-782-0515

[해녀김밥, 전복김밥]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490 오션그랜드호텔
TEL 064-782-3005

86 꽃돼지연탄구이

[흑돼지구이, 백돼지구이] 87 덕성원 [꿩탕수육, 꽃게볶음]
서귀포시 이어도로 227
서귀포시 대평로 401번길 4
TEL 064-738-0018
TEL 064-762-2402

90 모루쿠다

[전복문어장비빔덮밥, 해산물라멘]

서귀포시 태평로 431번길 32
TEL 0507-1366-0889

94 서귀포 대우정

[전복돌솥밥]

서귀포시 이어도로 866-37
TEL 064-757-9662

98 어느 멋진날

[다금바리, 돌돔]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68
TEL 064-763-0888

102 참전복죽

[전복죽, 전복회덮밥]

서귀포시 칠십리로 426-1
TEL 064-763-2220

106 하효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 수육]

서귀포시 효돈로 174 효돈베이커리
TEL 064-732-2241

서귀포서부권

109 글라글라하와이

[달고기피시앤칩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70
TEL 064-792-2737

113 부두식당

91 목포고을

[제주산명품흑돼지]

서귀포시 일주서로 968-5
TEL 064-738-5551

95 수희식당

[전복뚝배기, 성게미역국]

서귀포시 태평로 377
TEL 064-762-0777

99 올레칠돈

[흑돼지연탄구이]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20
TEL 064-739-5533

103 천일만두

[군만두, 물만두]

서귀포시 서문로 25
TEL 064-733-9799

107 한라네김밥

[한라네김밥, 멸치김밥]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7
TEL 064-763-7360

110 남경미락

[다금바리회, 갯돔, 참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190-7
TEL 064-794-0055

[갈치조림, 쥐치조림, 특대방어회]114 빌레왓 [산방산버거, 보말파스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62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동로 14
TEL 064-794-1223
TEL 064-794-3939

117 산방식당

118 소봉식당

121 페를로

122 풍로

[밀냉면, 수육]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이삼로 62
TEL 064-794-2165
[바다이야기, 화덕피자]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회관로74번길 33
TEL 0507-1396-9501

서귀포동부권

[미소가츠정식, 치킨남반정식]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 191
TEL 070-8147-1418

82 종달리엔심야식당

[달고기 튀김]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7길 15
TEL 0507-1411-5768

[양지쌀국수]
제주시 조천읍 함덕14길 16 1층
TEL 0507-1335-1948

88 도가촌

[흑돼지고기모듬, 흑목살볶음밥]
서귀포시 동홍동로 39
TEL 064-763-2009

92 몰질식육식당

[복지리, 복매운탕]

서귀포시 이어도로 598
TEL 064-739-1542

96 신라원

[말고기코스정식, 말사시미]

서귀포시 천제연로 107
TEL 064-739-3395

100 제주오성
104 최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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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오겹살, 항정살]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71
TEL 064-739-4777

108 함쉐프키친

RESTAURANT

89 둘레길

[제주돼지 가츠산도, 오믈렛]
서귀포시 천제연로 209-1 2층
TEL 0507-1379-3255

93 삼원정

[해물통갈치조림, 통갈치구이]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44
TEL 064-738-1077

97 아리

[통갈치정식, 오분자기돌솥밥] 101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7
TEL 064-739-3120

[아리텐동, 에비텐동, 아나고텐동]

서귀포시 홍중로99 1층 103호
TEL 064-739-3183

중문솥뚜껑

105 하찌

[스시 오마카세]

서귀포시 호근남로 180
TEL 064-738-8688

[흑돼지돈까스, 왕갈비짬뽕]

서귀포시 대포중앙로 116
TEL 064-739-1142

제주시 한경면 신한로 10
TEL 070-8829-2020

[티 세트]

[블루레몬에이드, 수제버거]

[우도땅콩쿠키, 시오빵]

제주시 원노형로 83
TEL 064-746-1848

154 몽상드애월

158 베이크샵 스니프
서귀포시 신서귀로 32
TEL 070-8845-0727

161 소랑호게

162 송당나무

165 스테이위드커피

166 스피닝울프

[내추럴와인, 산토리하이볼]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14-1 1층
TEL 카카오톡채널 '소랑호게'
[핸드드립커피]
서귀포시 안덕면 형제해안로 32
TEL 070-4400-5730

[망고멜랑, 우도땅콩라떼]

제주시 애월읍 애월북서길 56-1
TEL 064-799-0090

[버터 시나몬롤]

[포트티라미수]
제주시 구좌읍 송당5길 68-140
TEL 010-9364-2819
[흑돼지 크러스트]

[너티클라우드]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 20
TEL 064-766-3008

151 명월국민학교

[명월커피, 청귤차]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 48
TEL 070-8803-1955

155 미쁜제과

[소금빵]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남로 16
TEL 070-8822-9212

159 빌라드아토

[마카롱스무디, 브런치]

서귀포시 태평로 413
TEL 064-763-7374

[꽃담버거, 흑돼지버거]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7
TEL 064-782-0761

148 레드브라운

[핸드드립커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268
TEL 064-764-8882

152 모립

[앙버터모나카, 모립라떼]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1길 26-7
TEL 인스타그램 @moripcoffee

156 미쿠니

[스콘, 구름 아이스크림]

제주시 서흘길 41
TEL 064-759-6644

160 사계생활

[내추럴와인, 위스키, 하이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80
TEL 064-792-3803

163 수망일기

164 숨

167 시옽

168 아날로그감귤밭

[생크림꿀커피, 당근케이크]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593-2
TEL 010-5284-9581

[주먹떡, 개성주악, 양갱]
서귀포시 동홍서로 96번길 6
TEL 070-4247-0412

[비건,오가닉,내추럴 와인]
제주시 대동길 18
TEL 010-4343-2622

[감귤주스]
제주시 해안마을8길 46
TEL 0507-1318-0846

172 올댓제주

119 제주진미마돈가

120 춘미향

173 올드북촌

174 와랑와랑

175 우연못

176 윈드스톤

178 채점석베이커리

179 취향의 온도

180 카페 EPL

181 카페 본태

182 카페 제주동네

183 카페더라이트

184 카페리(CAFERI)

185 카페마니

186 카페새빌

187 카페소금

188 카페앤드효은양갱

189 카페월령

190 카페코지

191 커피코알라

192 팜파네

[말고기코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감산로 17
TEL 064-738-2346

[보말미역국정식, 몸국]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82
TEL 064-794-5558

[한라봉무스]
제주시 애월읍 금성5길 42-15
TEL 064-743-2015

[대봉감스무디, 백향박빙]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37
TEL 064-782-1785

177 정글북바이앨리스
제주시 노연로 80
TEL 0507-1307-8246

133 시간의정원

135 타쿠마 스시

136 폼포코 식당

139 할렘버거

140 해적중식당

[금데기모둠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당포로 19-5
TEL 064-787-1575
[버킷씨푸드, 스팀랍스터]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3113
TEL 064-782-2342
[페누치니 알부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로25번길 14 1층
TEL 0507-1322-9694

137 하례정원

[곱딱파스타, 벨다리조또]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망장포로 39
TEL 064-733-1337

[보물섬짬뽕, 전복유니짜장면]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506-15
TEL 0507-140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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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모몽 더 티하우스

150 명당양과

147 도렐 제주본점

144 꽃담수제버거

171 오라디오라

132 산포식당

14

[블랑슈페너]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2100번길 46
TEL 064-794-0999

[한라슈]

서귀포시 서호남로32번길 10-6
TEL 064-738-3382

[공백커피,
한라봉에이드]
제주시 구좌읍 동복로 83
TEL 064-783-0015

170 어반정글

131 불특정식당

[할렘버거, 밀크쉐이크]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154번길 69
TEL 0507-1446-6990

149 마노르블랑

146 더심플

143 공백Gongbech

169 애월빵공장앤카페

[전복해물전골]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189
TEL 064-792-0688

130 미미파스타

[흑돼지모찌동]

[귤카야치즈토스트]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129
TEL 0507-1425-4858

[하봉쥬스, 지슬그라탕]

서귀포시 남원읍 남태해안로 484
TEL 064-764-9289

116 산방산초가집

[오리불고기, 오리백숙]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형제해안로 80
TEL 064-794-5292

129 로컬크랩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20
체인지동 1층
TEL 064-766-3025

145 네이처캔버스

142 간이옥돔역

115 산계원

128 두꺼비

[제주 스시]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5
TEL 064-783-4894

RESTAURANT

[해산물구이]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23
마마뜰상가동 2층
TEL 064-792-8011

127 동선제면가

[갈치조림, 전복해물뚝배기]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134
TEL 0507-1360-9217

[베지빈버거]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18
TEL 010-3250-9564

CAFE & BAR

112 로바타탄요

[유부한입세트]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TEL 064-794-1633

126 돌섬흑돼지

[코스요리]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239
TEL 010-4269-0886

141 AND유CAFÉ

1

111 동백한입

125 금데기횟집

[두꺼비전골, 보리굴비와더덕무침]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180
TEL 0507-1348-1288

카페 & 바

서귀포시 대포로 148-15
TEL 064-738-2882

[부타카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23 마마뜰
상가동 2층
TEL 064-792-1108

[한치물회, 전복죽]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로 89
TEL 064-767-2425

2021 JEJU GOURMET FESTA
CAFE & BAR, HOTEL

157 바다다

124 공천포식당

[몽망국수, 흑돼지 고기국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3 1층
TEL 064-764-5555

[흑목살, 흑오겹]

서귀포시 이어도로 81
TEL 064-738-8131

123 공가네구이촌

[흑돼지 오겹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 22
TEL 0507-1337-1479

TEL 0507-1407-9112

TEL 0507-1446-6990

S

서귀포시내권

[고기국수, 돔베고기]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373
TEL 064-782-3358

RESTAURANT

[전복삼계탕, 전복돌솥밥]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109
TEL 064-784-2304

[돌문어필라프, 딱새우로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로 98 2호
TEL 0507-1485-3379

134 제주뚝배기

[한치물회, 옥돔구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55
TEL 064-782-1089

138 한라식당

[흑돼지 주물럭, 옥돔구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22번길 8
TEL 0507-1404-2026

[Jungle Mule]

[흑돼지 등심 수제돈가스]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 69
TEL 064-792-8106

[마늬 그린, 마늬 브라운]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112
TEL 0507-1312-4835

[딱새우버거, 한라봉에이드]
제주시 한림읍 월령3길 36
TEL 0507-1304-0639

호텔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 20
TEL 064-766-3009

[반미, 정글버거]
서귀포시 성산읍 신고로22번길 39
TEL 0507-1321-5918
[찰떡구이, 단팥라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300번길 28
TEL 070-4656-1761
[마농바게트]
서귀포시 서호남로32번길 29
TEL 064-739-0033

[당근빙수, 당근케이크]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5길 23
TEL 070-8900-6621
[제주산당근주스, 팡도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1529
TEL 064-794-0073
[코시롱팥빙수, 오미자차]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00
TEL 064-784-1005

[산방산 말차샷라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114번길 54-102
TEL 064-794-0340
[차 테이스팅 코스]
제주시 은수길 110
TEL 064-712-1017
[와인, 치즈플래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255번길 4
TEL 0507-1384-1451
[당근착즙주스]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69
TEL 064-784-0080

[소금커피, 소금라떼]
제주시 애월읍 구엄길 96
TEL 0507-1428-5541

[우도땅콩비엔나라떼]
제주시 과원북4길 71
TEL 064-773-7004

[한우 새우냉채, 항정살테린]
제주시 중앙로1길 33 2층
TEL 064-901-7893
[아몬드라떼, 스트롱라떼]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2
TEL 070-8832-2727
[태왁도시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구로 8
TEL 064-764-6191
[당근주스]
제주시 구좌읍 평대2길 39
TEL 010-2047-8244

[한라봉양갱]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회관로 14
TEL 064-794-8887
[일월 스윗 비치, 말리부 모히또]
제주시 애월읍 애월북서길 56-1
TEL 010-2238-8812

193 디아넥스 호텔
디아넥스 [한식]

194 메종글래드제주
삼다정 [뷔페]

195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마고 [베이커리]

196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다랑쉬 [한식]

197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섬모라 [한식]

198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하노루 [한식]

199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밀리우 [프렌치]

200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해랑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 71
TEL 064-793-6021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TEL 064-780-8322

제주시 노연로 80 1층
TEL 064-710-8231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TEL 064-780-8311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TEL 064-780-8387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TEL 064-780-8328

HOTEL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TEL 064-780-8389
[한식]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TEL 064-731-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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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제주 사람들의 인생과 함께했던

‘재래종 흑돼지’

근래에 이르러 제주 흑돼지는 제주의 특산물로 특화된 외식상품으
로 전국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국의 이름난 외식업 단지에는
비해 잘 팔리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예전에 제주 흑돼지는 ‘똥돼지’
로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
후부터는 주거 환경의 개선과 양돈 산업의 현대화를 통하여 부정적

2021 JFWF

제주의 식재료

제주 흑돼지를 굽는 식당들이 성업 중이고 이는 대부분 다른 음식에

인 이미지에서 벗어났다.
또 생활 수준의 상승에 따른 식품 소비의 변화로 육류 소비가 급증
했고 유통 기술의 발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흑돼지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커졌다. 실제로 최근에는 양돈산업의
조수입이 4000억 원을 넘어서 전체 경제 항목에서 최고를 차지했
을 정도이다.
제주의 흑돼지는 선사시대부터 사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유
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주 돼지의 계열로서 운반하기 쉬운 소
형종이 2~3천 년 전에 제주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85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
夷傳)>에 제주를 주호국(洲胡國)으로 표기하고 그 풍습 가운데 흑돼
지를 사육한 사실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285년에 이미 돼지 사
육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선사시대부터 사육되었다는 추측
을 뒷받침한다. 이후에도 1600년대의 <탐라지(耽羅志)>, <성호사설
(星湖僿說)> 등에도 기록이 남아있어 흑돼지는 틀림없는 제주의 전
통적인 가축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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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를 사육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는데 많은 사람은 관

화는 돼지에 대한 비위생적인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고착화시키는

혼상제의 의례에 이용할 목적, 즉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했을 것이라

부작용(?)을 불러왔다. 하지만 흑돼지는 결국 제주의 옛사람들이 지

추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식용도 외에 척박한 토질을 보완할 거

혜를 발휘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름을 생산하려는 의도가 사육의 더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추정된다.

물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음은 부인할

한반도의 내륙과 달리 화산토 지질인 제주의 땅에는 작물을 키워낼

수 없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라는 불문

영양분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 제주 사람들은 거름을 주어 이를

율이 최근에도 통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돈가의 사육 시설이 현대

보완하였는데 돼지의 분뇨가 거름으로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

화되면서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도

았던 것이다.

축 시설 또한 위생적으로 갖춰져서 양돈 산업은 지역 산업에 가장

거름을 만드는 주재료는 동물의 분비물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로 인분(人糞)을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러나 발효

그러나 산업화라는 과정은 제주의 흑돼지가 가지고 있었던 매력적

되지 않은 인분은 유해균의 번식이 활발하여 이를 거름으로 주었을

인 부분을 많이 상실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는 제주의 재래

때 해당 식물로 만든 식품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인분을 거름

종 흑돼지가 가진 경제적인 약점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으로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이다. 채산성 좋은 외래종 돼지를 들여옴으로써 고유한 제주의 품종
이었던 재래종 흑돼지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서구의 돼지 품종이 도입된 것은 1903년 함경북도에
들어온 요크셔종이 처음이라 알려져 있다. 남한 지역에는 1905년
경기도와 전라남도 지역에 버크셔종이 도입되어 사육되어 온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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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돈분(豚糞)은 지푸라기와
혼합되면 발효 속도가 빠르고 자연적으
로 독성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거름으로
사용하기 수월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
산할 수가 있었다.”

로 전해진다. 이후 1930년대 개량종인 버크셔종이 전국적으로 도입
되었지만 제주에는 사실상 그 영향이 미미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미 흑돼지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주택 개

20

불과 30여 년 전만하더라도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오뉴월의

량 사업으로 각 가정마다 두세 마리씩 사육되던 재래종 흑돼지가 점

배추는 생식을 금지하는 농산물이었다. 겨우내 발효되지 못한 인분

차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외래종 흑돼지와 백돼지가 도입되기 시작

을 섞은 거름을 배추밭에 주었기 때문에 대장균 등 분변 세균이 번

했다. ‘버크셔’종을 기본으로 한 흑돼지와 함께 최근에는 채산성이

식하여 식품으로서는 부적합했기 때문이었다.

더 높은 ‘듀록’종을 기본으로 한 흑돼지가 제주 양돈산업의 흑돼지

그러나 제주에서는 연중 언제나 배추를 생식했다. 특히 모든 채소

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1980년대에 이미 제주 재래종 흑돼지는

가운데 배추를 사철 일상식으로 먹어 왔는데 이것은 돈분을 거름으

소멸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제주축산진흥원에서는 1986년 제주

로 이용한 덕분이었다. 더구나 울담 안의 ‘우영밭’은 주로 ‘통시’ 가

도 내의 민가를 수소문해서 재래종 흑돼지 다섯 마리를 찾아내서 이

까이 경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작물을 안전하게 생식할 수 있었

를 기초로 번식 사업을 진행했다. 오랜 노력 끝에 2015년 3월 17일

다는 점은 바로 인분을 소화하여 생산해 낸 돈분의 영향이었다고 할

에 260두의 ‘제주 재래종 흑돼지’를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받

수 있다.

았다.

그런 연유로 제주의 흑돼지는 통시에서 길러졌고 그래서 제주의 흑

그렇게 노력하여 제주 재래종 흑돼지가 되살아날 토대가 마련된 셈

돼지는 예로부터 똥돼지라고 불렸던 것이다. 이러한 제주의 농경 문

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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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마리의 재래종 흑돼지를 사육하여 개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돼지를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하고 일반 분양하고 있는데 이
를 분양받아 사육하는 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거론한 채
산성의 문제 때문이다. 제주의 재래종 흑돼지의 특성은 우선 작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 재래종 흑돼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베리코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외래종 흑돼지에 비해서 몸집이 작
은 것이다. 또한 사육 기간이 길다. 양돈업자들이 선호하는 크기인
100kg 이상의 돼지로 키워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백돼지는 6개월 이상 기르면 100kg을 넘어서고 외래
종 흑돼지인 경우에도 8~10개월 정도 길러야 원하는 만큼의 중량
이 나온다. 그러나 제주 재래종 흑돼지는 1년 이상을 사육해도 원하
는 만큼 중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15개월은 길
러야 하며 제대로 맛이 오른 고기를 원한다면 18개월을 길러야 한
다. 그리고 도체했을 경우 비계 함량이 많아서 수율이 떨어지기까지
한다. 그러니 양돈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육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좀 더 빨리, 많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는 현재의 양돈산업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가격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
‘양(量)’보다 ‘질(質)’을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실제로 국내산
‘한돈’을 위협하는 ‘이베리코’의 약진이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증명
하고 있다. 세계의 미식가들에게 호평받은 스페인의 이베리코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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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다. 객관적으로 모든 조건이 불리한 것이 사실처럼 보인다.

근 수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국내산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국내 일부 양돈 농가에서는 이베리코와 품질로 경쟁하
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 재래종 흑돼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베리
코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맛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제주 사람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안다. 옛 돼지고기가 얼
마나 맛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제주 재래종 흑돼지 시식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TV 프로
그램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패널들이 모두 고기의 육질과 향, 맛에
대한 극찬을 표했다. 지금까지 먹어온 돼지고기와 다르다며 이베리
코와 비교하기도 했다. 제주 재래종 흑돼지는 그런 고기이다.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베리코의 사육 환경이 다르다
는 점을 알고들 있을 것이다. 야생에서 방목하며 돼지는 도토리를
주워먹기 때문에 육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베리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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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이다. 스페인산이라고 해서 모두 이베리코는 아니며 이

썩어서 다시 나무의 영양분이 될 뿐이다. 이 조밤을 제주의 재래종

베리코도 등급이 있다. 최상급인 베요타 등급의 이베리코는 정말 맛

흑돼지는 맘껏 먹고 자란다. 그러니 이베리코와 무엇이 다를까? 돼

있는 고기이다. ‘데헤사(dehesa)’라 불리는 목초지에서 1년 중 수개

지는 생태적 특성상 흙 위에서 뒹굴고 흙을 파먹기 좋아하는데 공기

월을 자연 방목으로 사육하며 방목 기간 풀과 도토리 등 자연 산물

좋고 물 좋은 제주에서 특히 철분이 많은 제주 화산토를 씹으며 자

을 먹여 키운다. 베요타의 경우 도토리에 함유된 올레산이라는 성분

란 제주 재래종 흑돼지가 이베리코보다 맛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때문에 특유의 풍미를 내며, 긴 사육 기간으로 인해 지방이 많고 농

더구나 제주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린 돼지를 잡는 일은 별

축된 감칠맛이 배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이들은 살코기에서

로 없었다. 기본적으로 18개월 정도는 키워서 몸집이 최대한 불었

야생의 향이 느껴진다고 표현하기도 하며 지방이 차져서 맛있다고

을 때 행사용으로 도축했다. 만약 자기 집의 돼지가 덜 자란 상태에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등급 낮은 이베리코는 일반 돼지고기

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이웃의 다 자란 돼지와 교환해서 이용했다고

와 별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베리코라는 이름만

한다. 이베리코 최상품도 오래 키운 돼지들이다. 기본적으로 돼지는

붙으면 대도시 마켓에서는 날개 돋힌 듯 팔린다. 소비자들이 고기를

오래 키워야 맛이 좋아진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니아들은 꼼꼼히 등급을 따진다.

실제로 제주 재래 흑돼지의 사육 기간에 따른 맛의 차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시험해온 양돈 농가가 있다. 한경면에 소재한 김응두 씨

갇혀서 사육된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제주의 돼지들도 방목

의 농가이다. 이미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연리지가든’이라는 상호로

해서 키우기도 했다. 특히 서귀포 산간 지역에는 예로부터 돼지를

소문이 파다한 농가다. 연리지가든에서는 김응두 씨가 자신의 돼지

방목해서 키웠던 양돈 마을들이 산재했었다. 가시리가 대표적인 양

농장인 ‘늘푸른 농원’에서 직접 사육한 제주 재래종 흑돼지만을 판

돈 마을이었고 중문 강정 산간 마을이 그랬고 모슬포의 산간이 그랬

매한다. 현재로서는 제주 재래종 흑돼지를 소비자들이 직접 맛볼 수

다. 이들 양돈 마을에서는 봄, 가을에 걸쳐 돼지를 자연에 방목하여

있는 유일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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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재래종 흑돼지는 과거 ‘똥돼지’라고 불렸기 때문에 통시에

사육하기도 했는데 고려말 ‘탐라총관부’ 시절 쌓아놓은 ‘잣성’에서
풀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베리코 또한 일년 내내 방목하지 않는다. 연중 방목해 둔다면 집
돼지가 아니고 멧돼지 상태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관리
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제주의 중산간 마을에서는 아랫마을의 돼지
를 위탁해서 방목하기도 했다고 하며 자연 환경 속에서 교배하고 새
끼를 배면 나중에 나눠 갖는 방식으로 셈을 했다고 전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 재래종
흑돼지는 천연기념물 550호로
지정되어 축산진흥원에서 260여
두가 보존, 사육되고 있다.”

또한 제주의 재래종 흑돼지도 이베리코가 먹었다는 도토리와 영양

24

성분이 흡사한 나무 열매를 먹고 자랐다. 제주 사람들이 ‘조밤’이라

그 중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면 260두를 넘는 수량은 천연기념물

부르는 ‘구실잣밤’ 열매가 그것이다. 이름은 ‘밤’이라 불렸으나 실물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에게 분양하는데 제주의 양돈 농가 가운데 오

은 도토리에 더 가깝고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널리 분포했지만 특히

직 김응두 씨만이 이를 불하받아 사육하고 있다. 다른 양돈 농가들

제주도 전역에 지천으로 자생하는 수종이다. 마을마다 기본적으로

은 채산성을 들어 불하받지 않는다.

없는 곳이 없으며 특히 남쪽 지역에서는 군락을 이룬 곳이 많다. 식

김응두 씨는 30여 년 전부터 제주 재래종 흑돼지를 과거와 같은 방

용이 가능하지만 이걸 애써서 수확하진 않는다. 그저 때가 되어 떨

식으로 방목, 사육하고 있다. 자신의 1만5천 평 농장 내에 3천 평

어지면 주우면 된다. 예나 지금이나 이 열매는 탈피 작업이 번거로

정도의 부지를 구획하고 돼지를 놓아 기르는 것이다. 사육 두수는

워서 죽을 쑤거나 묵을 만들 정도만 거둬가고 그냥 땅에 떨어진 채

50여 마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현재 능력치에 따른 제

25

PART II

한 사육 두수이다. 1980년대부터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그는 1세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등심, 안심, 후지 등은 재고

친환경 농업인이다. 여전히 자신의 농장에서 다양한 농작물을 유기

가 쌓이고 반대로 삼겹살과 목살 등 인기 부위는 모자라는 현상이

재배하며 돼지를 함께 사육하고 있고 그 농장 내에 작은 식당을 마

지속되고 있다.

련하여 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돼지를 사육하며 제주

인기 부위의 돼지고기는 주로 구워 먹는 용도가 대부분이다. 지방

고유의 품종인 이 돼지들의 품질과 생태 습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함량이 높고 고루 분포한 탓에 사실 구워 먹는 것이 가장 맛있는 것

체험적 실험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오래 기른 돼지가 그 품질이 좋

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예로부터 돼지 한 마리를 모두 사

다는 것을 알아냈다. 현재는 무조건 18개월 이상을 사육한 후 보통

용하는 문화가 발달해 왔다.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전

1개월에 한두 마리 정도를 도축하여 손님들을 맞고 있다.

통적인 가축인 돼지에 제주의 전통적인 조리 방법을 이용한 외식

처음 제주 재래종 흑돼지 사육의 시작은 10여 개 농가가 같이 했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흑돼지를

다. 그러나 농업 환경이 변하고 경제성이 받쳐주지 않아서 하나둘씩

구워 먹는 방법 말고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전문점이 하나도 없다는

포기하고 오직 한 곳만 남았는데 김응두 씨는 오직 자부심과 책임

것이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까 싶다.

감으로 버티는 중이다.

세계적으로 돼지를 이용한 요리는 많다. 서양에서는 대부분 건식
조리 방법인 구워 먹는 방법으로 요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지 사육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넉넉한 공간을 유지하고 스

서는 습식 조리와 건식 조리가 공존했다. 특히 습식 조리인 삶는 방

트레스받는 돼지가 없도록 지극 정성으로 관리 한다. 오픈된 돈사

법의 비중이 더 높았다. 그리고 제주에도 전통적으로 돼지 요리가

에 돼지들은 자유로이 드나들고 십여 마리 이상이 들어가 목욕할

많다. 우선 ‘탕’ 종류로는 몸국과 육개장, 접짝뼈국, 아강발국 등을

수 있는 연못도 만들어져 있다. 또 철마다 새 흙을 깔아주고 하루

들 수 있고 고기 국수와 돼지고기 된장찌개, 고사리와 지져먹는 고

두 번 이상 분뇨를 수거하는 등 일반적인 양돈 농가에서는 생각도

사리 고기지짐, 한 사람분의 찬 수육을 담아주는 괴기반, 제사상에

못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제주 양돈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인 돈분

빠지지 않았던 돗괴기적, 뜨거울 때 썰어먹는 제주식 수육인 돔베

냄새는 전혀 맡을 수 없다.

고기, 제주만의 옛 방식으로 소시지에 더 가까운 전통 순대인 수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한 덕분에 최근 재래종 흑돼지의 명성이 높

내장으로 부쳐내는 북부기전과 간전 등 전통 음식만으로도 뷔페 상

아가고 있다. 일반적인 개량종 제주 흑돼지를 판매하는 식당보다 두

을 차릴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 특히 또 다른 제주의 상징인 메밀

세 배의 가격을 받아도 손님들은 계속 찾아온다. 이베리코의 소비

과 어우러진 요리가 많다는 것도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로 소비자들

상황을 보면 돼지고기의 품질이 좋으면 비싼 가격도 지불하는 시대

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한 많은 돼지고기 음식이 직화

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화된 제주 재래종 흑돼지를 부활시켜서

구이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사실 돼지고기를 굽는 것은 지방을 태

새로운 고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때가 된 것이다.

운 맛으로 먹는 것이다. 고기 자체의 맛을 음미하는 방법으로는 습

한 농부의 고집스러운 행보가 제주 양돈산업에 또 다른 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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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고유한 품종을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존경할 만하다. 돼

식 조리가 더 타당하다.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양돈 산업 종사자들은 현재의
방식을 쉽게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부가가치 양돈 산업을
지향하면서 돈분 처리로 인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석

제주의 고유한 향토 자원인 ‘제주 재래종 흑돼지’의 맛을 좀 더 많
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조의 제주 양돈 산업을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아울러 음식을 만드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안타까운 점도

- 글 / 양용진(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장)

있다. 부위별 선호도가 달라서 생산의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이다. 삼겹살과 목살의 소비 편중 현상은 비단 제주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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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뻔 한 제주의 명품

‘흑우(黑牛)’

“검은 쇠’라고 불리는 ‘흑우’이다.
흑돼지와 마찬가지로 기원전부터 사육했던
것으로 확인된 제주만의 품종이다.”

제주 사람들은 물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선호하는 고기는 돼지고
기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인기가 더 많은 것은 소고기임에
는데 이때의 ‘탕’도 근간은 소고기 국물을 주로 말한다. 그리고 전국
적으로도 각 지역마다 이름있는 ‘한우(韓牛)’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
고 제주에도 제주를 대표하는 한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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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식(韓食)을 탕반(湯飯) 문화라고 이르

그러나 전통적인 제주의 재래종 흑돼지가 있음에도 외래종을 도입
하여 개량종을 만들어 유통하듯이 제주의 한우도 토종 종자가 아닌
외래종을 도입하여 개량한 소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도 돼지처럼 제주만의 전통적인 품종이 존재한다. ‘검은 쇠’라고
불리는 ‘흑우’이다. 흑돼지와 마찬가지로 기원전부터 사육했던 것으
로 확인된 제주만의 품종이다. 고내 유적지와 곽지 유적지에서 발
굴된 소뼈 화석을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현존하는 흑우와
90% 이상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제향에
쓰이는 흑우는 더없이 중요한 제사에 바치는 물건’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에는 ‘고기 맛이 좋아 고려 시대 이래 삼명일(임금 생
일, 동지, 정월 초하루)에 진상품으로 사용됐다’라는 기록도 있다. 또
한 조선 숙종 때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작한 <탐라순력도>에도 흑우
의 사육 기록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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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일본은 한반도 전역의 소를 공출하여 우수한 품종의

해 놓았다. 한 번 채취하면 100마리 정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 소[和牛]로 육종하여 양질의 소고기를 생산하기에 이르는데

그러나 암소를 찾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6년이 지난 1992년

바로 세계적인 명품 ‘와규’이다. 즉, 와규의 뿌리가 제주 흑우와 연결

에 우도에서 폐경이 된 노쇠한 암소 열두 마리를 찾아냈고 이 암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들을 불임 치료하며 어렵게 수정에 성공, 새끼 네 마리를 얻는 성과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자국 내 식량 증산과 군수품을 만들

를 거두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 흑우를 살려내게 된 것이다.

가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의 소를 징발한 것인데 한국 내에 세

이후 2007년에는 박세필 교수가 합류하여 흑우 DNA 복원에 대한

곳에 통조림 가공 공장을 세웠다. 그 중 한립읍 옹포리에 ‘다께나까’

연구를 실험실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문 교수는 관련 프로젝트 전체

통조림 공장을 세우고 소고기 통조림을 생산하여 군수 식품으로 보

를 관장하며 흑우 사육 현장에서 사육과 수정 등 실질적인 생산 관

급했다. 가죽은 일본군의 피복, 군화, 배낭, 혁대 등의 군수 물자와

리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와규의 뿌리가 제주 흑우에 있음도

기타 군수 공장의 기계 동력 벨트로도 활용되었다.

문성호 교수가 일본 현지에서 1920년대 축산 사료를 직접 뒤져서
찾아냈다. 일본 미시마섬[見島]의 ‘미시마 와규’가 1928년 천연기념
물로 선정될 때의 자료 사진들을 구해 원우로 추정된 흑우를 일본
군인이 데리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배경이 제주도였고 촬영 시
점을 볼 때 일제가 흑우를 공출해 간 시점과 일치하였다. 이를 근거
로 일본의 천연기념물인 와규가 제주 흑우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현재 제주 흑우는 문성호 교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 내 지
정 농장 열두 곳을 포함하여 전체 서른 곳의 농장에서 약 1,3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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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제주 흑우는 다시 우수한
종자만 골라 일본으로 반출했는데
1925과 1926년 두 해에만 201마리의
흑우가 일본 야마구치현으로 보내졌다.”

정도가 사육되고 있다. 일반 판매는 서귀포 축협 매장 한 곳을 통해
이를 다른 소들과의 교잡을 통해 현재 일본 와규의 기원으로 알려진

이루어지고 있고 지정 농장에서 사육된 흑우는 오직 한 곳의 식당에

야마구치현 하기시 ‘미시마 소[見島牛]’로 품종 개량이 이루어진 것

서 요리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제주 흑우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속에 섞여 살아남은 제주 흑우는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멸종 위기에

지정했다. 천연기념물 제550호인 제주 재래종 흑돼지보다 1년 앞서

처하게 된다. 이승만 정권 시절 육량이 많은 외래종 소를 도입하여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 축산진흥원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기존 한우와 교잡, 육종하는데 이때 제주에는 1957년에 ‘국립송당

된 흑우 150~180두를 유지 보호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슬로푸드

목장’을 세우고 인도산 품종인 브라만과 미국의 산타거트루디스 품

국제본부의 맛의 방주 프로젝트에도 등재되어 제주에서 사라질 위

종을 들여와 흑우와 교잡함으로써 토종인 흑우는 찾아보기 힘들게

기에 처한 가축으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되고 만 것이다.

30

또한 흑우의 재생 노력과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개체 수가 많이 줄었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남겨진 최소량의 소들

자칫 그 뿌리까지 사라질 뻔한 소중한 제주의 명품 자산이 한 사람

그러나 1980년대 한 사람의 학자에 의해 흑우는 완전 소멸의 길에

의 노력으로 되살아난 기적같은 일을 우리 제주 사람들조차 잘 인지

서 탈출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현재 제주대학교에 재직 중인 문성호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전에 그 명품 자산에 대한 가치 자체를 인지

교수이다. 문성호 교수는 1981년 축산진흥원을 거쳐 축산과학원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는 사이 그것들은

입사하면서 가축을 연구하던 중 1986년도에 소달구지를 끌던 흑우

그 가치를 인정한 남의 것이 되고 말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숫소를 발견하고 어렵사리 정액을 채취하여 동결 정액으로 보존을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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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제주 흑우의 뿌리를 찾아 다시 정립하는 노력이 기울여지
고 있는 반면에 현재 제주의 한우 축산 농가들은 흑우 사육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축산 농가들의 입장에서 흑우는 ‘뜨거운 감자’
일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결국 경제성이다.
일반적인 한우와 비교했을 때 흑우는 성장 속도가 더디다. 일반적
인 한우는 30개월 정도 사육했을 때 생체 중량 700kg에 육박하여
출하하는데 흑우는 36개월 이상을 길러도 700kg에 못 미치기 때문

“일반적인 한우와 비교했을 때
흑우는 성장 속도가 더디다.”

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등급제에서는 흑우 사육을 아무
리 잘 해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이다.
현재의 한우 등급제는 ‘마블링’이라고 하는 근내 지방의 분포도를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흔히들 눈이 내렸다고 표현할 만큼 지방
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을 1++로 삼는다. 그런데 제주 흑우는 이 마
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육우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흑우 자체의 특성이 그러한데 단지 돈 몇
푼을 더 벌자고 고유한 특성을 버리도록 개량을 해서 토종을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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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이 적고 살코기 위주의 근육을 가진 소이기 때문에 낮은 등급

시킬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등급 낮은 고기라고 해서 맛이 없다면 문제이겠으나 실제로 흑우
를 맛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필자 또한 그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1++ 한우와 제주 흑우를 두고 선택하라면 설령
흑우가 더 비싸다고 해도 흑우를 선택할 것이다. 필자뿐만이 아니고
필자가 속한 모임인 ‘한국음식문화포럼’의 회원들에게도 흑우를 먹
여 봤더니 이구동성으로 극찬을 쏟아냈다.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음
식평론가로 이름 높은 사람들이다. 고기깨나 먹어본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그들이 극찬한다면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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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마블링이 선명한 최고급 한우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
보면 그냥 살코기는 퍽퍽하고 질겨서 맛이 없고, 마블링이 좋은 소
고기는 부드럽고 고소하며 풍부한 육즙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한다.

“흑우는 다르다. 마블링이 별로 보이지
않지만 살코기 자체가 촉촉하고 충분히
고소하다.”

그러나 흑우는 다르다. 마블링이 별로 보이지 않지만 살코기 자체가
촉촉하고 충분히 고소하다. 보습 능력이 좋아서 오래 구워도 쉽게
질겨지지 않는다. 마블링이 좋은 고기와 함께 구워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살코기가 많으면 더 진한 육향을 맡을 수 있다. 기름이 별
로 없어서 오히려 담백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제
주 흑우는 그런 소고기이다.
그러나 등급이 낮으면 소 가격도 떨어진다. 농가 입장에서는 키울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우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흑우가 소멸되지 않고 지켜지는 저변에는 앞서 거론한 문성
호 교수와 함께 또 다른 숨은 공로자가 있다. 유양봉 대표이다. 제주
에서도 유일하게 제주 흑우를 맛 볼 수 있는 ‘검은쇠 몰고가는’이라
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흑우 사육 농가들이 등급제에서 손해 보는 만
큼의 피해 금액을 농가에게 추가 지급하고 소를 받아 도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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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양봉 대표는 오직 흑우 한 가지만 다룬

것이다. 마리당 200만 원의 돈을 농가에 지급해줌으로써 마블링 없
는 흑우를 1++ 한우보다 우수한 고기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농가
입장에선 돈도 돈이지만 자신들이 생산한 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12개 축산
농가는 이 식당에 납품하는 흑우를 지극 정성으로 길러낸다. 문성호
교수의 자문을 받아 제주 흑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고기 맛이
좋은 흑우를 생산하고 있다. 실로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유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익을 포기하는 결단이다. 장사꾼이 수익
을 포기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제로
수익을 포기한 것이니 대단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또한 흑우를 도축하면 온전히 모두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별
로 다양한 조리 방법을 개발하고 코스 요리로 손님들한테 내놓는다.
등심, 업진살, 차돌박이, 치맛살, 늑간살, 제비추리 등 부위별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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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구워 먹을 수 있는 샘플러와 함께 족편, 육회도 조리하고 심지어
육포도 직접 생산, 판매하고 제주 무와 메밀을 풀어 넣고 끓인 곰탕
까지 내놓는다. 집념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집념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지난
2020년 6월 제주도에서는 ‘흑우 보호 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검은쇠 몰고가는’ 식당을 ‘제주 흑우 전문점 1호점’으로 인
증해준 것이다. 소위 소비자들이 말하는 ‘원조’ 식당이 된 것이다.
유양봉 대표의 노력에 비하면 작은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시
작으로 흑우도 흑돼지 못지않은 제주의 명품 먹을거리로 활성화되
길 빌어 본다.
1938년, 일제는 ‘조선 소는 황색, 일본 소는 흑색을 표준으로 한다’
라는 ‘모색 통일 심사표준법’을 제정했다. 일본 와규의 정통성을 합
리화하고 맛이 월등한 흑우 계통의 소를 독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의자들은 흑우의 맛과 우수성을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이를 갈취해
서 지금은 세계적 명품이라는 ‘와규’로 키워낸 것이다.
그렇게 대단한 제주의 자원이 등급제라는(이 또한 일본식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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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주 흑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던 그 시절, 이미 일본 제국주

근거로 만든 제도이다)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 사
라질 뻔했음을 생각하면 속이 상하다 못해 우리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누군가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 이를 지켜냈음은 참
다행한 일이지만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구 선생의 말씀을 기억한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지만 소명으로
일을 하면 선물을 받는다.”
어떤 선물인지 생각하고 소명을 받드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라 생각하고 희생과 고생을
각오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켜낸 것이다.
그만큼의 가치 있는 소중한 선물을 받을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글 / 양용진(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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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가장 잘 융화된 곡식

‘메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밀’이라면 강원도 평창군의 봉평을 떠올리곤
한다. 가산 이효석 선생의 소설 한 편이 봉평을 먹여 살려 온 셈이
조, 판매하고 이효석 선생의 기념관과 그분의 소설에 등장했던 여러
장소를 소설처럼 꾸며 놓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십
여 년 전부터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봉평 메밀의 생산량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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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도 봉평에서는 메밀로 만든 다양한 음식과 가공 식품을 제

줄어들었다. 그래서 현재 봉평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메밀 음식들이
제주산 메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랜 옛날부터 메밀을 활용함에 있어 제주의 선인들도 결코 봉평에
뒤짐이 없었다. 오히려 한 수 앞서서 매우 다양한 메밀 음식들이 제
주에는 존재하고 있었음을 아는 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제주에 메밀이 전래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는 자생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북방을
통해 전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가장 널리 퍼진 전래 시기는 고려 말
몽고의 직접 지배를 받았던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 시절로 알려
져 있다. 고려 충렬왕 때 몽골이 군마를 제주에 들여올 때 메밀 종자
도 함께 들여와서 산간 토지에 뿌렸다고 전한다. 몽고 군사들이 메
밀을 제주에 전해준 것은, 메밀에 남성의 정기를 해치는 성분이 들
어 있다고 알려져서 이를 이용하여 제주 남자들의 씨를 말리고 몽골
의 씨를 뿌려서 제주 섬을 몽골화시키려는 계략 때문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거론되었듯이 메밀에 실제로 남자의 정기를 해치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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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 있다는 설과 사람의 피를 말린다는 설도 있는데 이에 대하
여 조사해보면 이는 사실무근이라 하겠다. 다만 메밀의 껍질에는 미
세한 독소인 ‘살리실아민’과 ‘벤질아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거피한 메밀은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럼에
도 이러한 설이 돌게 된 이유는 메밀이 일반적인 곡식과 다른 형태
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메밀쌀은 삼각뿔 모양을 하고 있고 겉껍질은 비교적 잘 벗겨지며
과거에는 베갯속으로 애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속껍질을 벗기는

“메밀쌀은 삼각뿔 모양을 하고 있고
겉껍질은 비교적 잘 벗겨지며 과거에
는 베갯속으로 애용되기도 하였다 ”

것은 과거의 도정 기술로는 수월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곡식과 달리
속껍질까지 먹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모든 곡식의 껍질을 소화시
킬 능력이 없으므로 메밀은 당연히 소화가 안 되는 곡식이었고 특히
일부 사람에게서는 마치 배탈이 난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에 독이 있다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은 메밀밭 옆에 항상 메밀의 독을 제거할 수 있
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을 해결했고 이후 메밀과 무는 항상 함께 조
리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다.
무에는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카탈라아제’ 성분이 함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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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를 같이 심어서 두 재료를 함께 조리해 먹음으로써 소화가 되

있고 탁월한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 ‘디아스타아제’ 등이 풍부하
게 들어 있어서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메밀
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는 고마운 채소이다. 특히 제주의
무는 수확 시기가 메밀의 수확 시기와 겹쳐 있어 제철 궁합이 더더
욱 어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도입설과 함께 제주의 무속 신화에도 메밀과 관련된 이야
기가 전해온다. ‘농경신인 자청비가 하늘나라에서 오곡 씨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오다가 메밀씨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고 다른 곡식을
파종한 이후에 다시 하늘로 가서 뒤늦게 가져와서 메밀은 다른 곡식
들보다 가장 늦게 파종한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전파 경
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제주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작물이
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어쨌든 메밀은 전파된 이래로 제주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작
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이유는 쌀이 귀할 수밖에 없는 농업 환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쌀이 주곡인 논농사 문화권에서는 메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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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제주는 섬 대부분의 토질이 화산회토로 이루
어진 이른바 ‘뜬 땅’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아 쌀농사를 짓기 힘
들었다. 또 농지에 돌이 많이 섞여 있어 농사 자체가 힘든 환경이었
다. 특히 동촌의 산간 대부분은 평지가 없는 ‘빌레왓(돌밭)’이기 때문
에 실제로 경작할 만한 적당한 곡식이 드물었다. 그런 이유로 메밀
은 다른 곡식에 비해서 제주처럼 돌이 많고 척박한 땅에는 더없이
좋은 작물이었다. 이런 이유는 강원도나 이북의 일부 지방도 마찬가
지였다. 메밀을 재배했던 지역은 농업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는 반
증이기도 하다.
특히 재배 기간이 길어도 100일을 넘지 않고 가뭄에 강하며 높이

“명절 차례상이나 기일 제사상에
서촌은 두부적을 올리고
동촌에서는 메밀로 만든 묵적을
올렸다고 전해오고 있다.”

가 50여cm에 불과해서 바람이 거세고 척박한 제주 땅에서 바람의
피해를 많이 입지 않는 매우 적합한 곡물이 아닐 수 없다. 파종 시
기도 늦어서 해마다 태풍이 제주를 휩쓸고 가는 음력 8월에는 겨우
싹이 움트는 시기라 그 피해도 별로 없는 작물이니 바람 거세고 척
재미있는 것은 이 좁은 제주에서도 특히 빌레왓(돌밭)이 많았던 동
촌의 산간에서 메밀을 많이 재배했고 서촌에서는 그나마 개간된 경
작지가 많은 편이라 콩을 많이 재배했다고 한다. 그래서 명절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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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제주 땅에 최적의 작물이다.

상이나 기일 제사상에 서촌은 두부적을 올리고 동촌에서는 메밀로
만든 묵적을 올렸다고 전해오고 있다. 현재도 메밀 농사는 동촌에서
더 많이 짓는다.
다만 거피 작업이 힘들고 그로 인해 속껍질까지 같이 먹어야 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탁월한 소화 효소를 함
유하고 있는 무를 함께 섭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우리
선조들은 보여주었고 그렇게 메밀은 버릴 것 없는 제주의 대표적
구황 작물이 되었던 것이다.
공식적으로 메밀의 전파 경로를 기록한 문헌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주에서 메밀이 일반화되었다는 기록은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나 있다. 밭벼, 기장, 피, 보리와 함
께 메밀의 재배되었다는 기록이다. 또한 1530년에 편찬된 조선 시
대의 대표적인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
覽)> 제주목 토산조에도 기장, 피, 조, 콩, 보리, 밀 등과 함께 메밀이
기재되어 있어 조선 시대 초기에 이미 보리, 차조와 함께 제주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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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곡식으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메밀이 보

히 혼례나 장례 등 집안 대소사에 돼지를 잡으면 ‘몸국’이나 ‘육개

편화되었다는 것은 메밀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음을 의미하

장’, ‘접짝빼국’ 등을 끓이는데 이런 탕국에도 반드시 메밀가루를 풀

기도 한다.

어 넣어서 느끼함도 잡아내고 귀한 고깃국물을 좀 더 진한 느낌으
로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수단이 되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메밀의 90%는 소바나 막국수 등 ‘면’으로

도 했다.

가공되어 식탁에 오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이북 지방에서 주로

이렇게 메밀로 만든 음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이 바로

만들어 먹었던 메밀 음식 또한 냉면이나 막국수가 대세이며 그밖에

제주이고 메밀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우리 제주의 선인들이 한 수

메밀묵, 메밀 총떡 등의 전통 음식과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소바’ 정

앞선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목하는 이가 별로 없는

도로 그다지 다양하다고 할 수 없다.

것 같아 안타깝다.

그에 반해 제주에는 메밀과 보리쌀과 섞어 지은 ‘모멀밥’과 ‘모멀쌀
이렇게 다양한 메밀 음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메밀 생

혼합해서 만드는 ‘모멀범벅’, 메밀을 익반죽하여 도톰하게 펴서 자

산량이 많았음을 뜻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

른 ‘모멀칼국수’와 ‘꿩모멀칼국수’, 메밀과 제주산 돌미역만 넣고 끓

주의 메밀 생산량이 전국 최대임을 인정받은 것은 2010년대 중반

이는 ‘모멀배기’, ‘모멀묵’과 ‘청묵’, 무나물에 메밀가루를 버무려

이후이다. 공식적인 제주의 메밀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 43~48%

걸쭉하게 무쳐내는 ‘진메물’, 약간의 돼지고기나 고메기(보말)와 고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60% 이상일 것으로 필자는 추정

사리를 함께 지지면서 메밀가루로 버무리는 ‘고사리괴기지짐’이나

한다. 왜냐하면 제주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봄 메밀을 재배하고

‘고사리고메기지짐’, 그리고 대부분의 제주 도민이 가장 대표적인

있는데 이 분량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밀 음식이라고 손 꼽는 ‘빙떡’ 등의 다양한 음식이 존재했다.

우리나라에서 메밀 생산량이 최초로 집계된 것은 1961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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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감저(고구마)나 깅이, 넘패, 톳, 는쟁이, 믈릇 등 다양한 재료와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기록까지 찾아보아도 제주의 메밀

“빙떡은 ‘총떡’이라고 부르는 강원도
메밀 전병과 유사하지만 그 두께가
다르고 무엇보다 내용물이 다르다.
강원도에서는 신김치를 이용하는데
제주에서는 무나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하겠다.”

생산량의 집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1970년대까지 강원도가 가장 많
고 전남, 경북 등이 뒤를 잇는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는 경북이 최
다 생산지가 되고 강원, 전북이 경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제주의 생산량은 기록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제주는 혼란에 휩싸이고 4·3사건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소위 ‘빨갱이의 섬’으로 낙인찍히면서 사실
상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 10여 년 이상 지속되었다. 중앙 정부
에서 집계되는 농업 관련 수치 또한 쌀 등 주요 곡물과 과수에 집중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업 환경이 한반도의 여타 지역과 다른 변방
인 제주의 생산물은 관심 밖일 수밖에 없었기에 경제지표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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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

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귀포

데 강원도에서 신김치를 이용한 이유도 풍부한 소화 효소를 섭취하

를 중심으로 감귤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비로소 제주의 농산물이 정

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집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에도 메밀은 주요 작물

일반적인 음식 외에도 ‘만듸’, ‘벙개떡’, ‘방울떡’, ‘고리동반’, ‘손외

이 아니었고 이후 기존의 밭들이 감귤 경작지로 바뀌면서 메밀 경

성’, ‘발외성’, ‘모멀새미’, ‘물떡’ 등 다양한 떡을 메밀로 만들었고 특

작지도 줄어들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값싼 중국산 메밀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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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제주산 메밀은 사라지다시피 하기도 하였
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며 다시 나타난 제주 메밀은 건강한
식재료로 인정받으며 잘 팔리는 곡식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곡물이
되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전국 최고의 메밀 생산지로서 그 가치를 살려보
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이 많다는 자랑만 난무
할 뿐 그 활용도를 찾는 노력은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주의
메밀을 가져가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강원도 봉평을 흉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제대로 흉내내지도 못하고 있다. 봉평
에는 수많은 메밀 음식 전문점과 가공 공장들이 있다. 그러나 제주
에는 최근에 세워진 제분공장 두세 곳 외에 다른 가공 식품은 고사
하고 그럴싸한 제주의 메밀 음식 전문점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앞서가는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맞게 다듬어서 되살리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할 일이다. 제주만의 메
밀 문화를 복원하고 이를 시대에 맞게 다듬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제주 메밀을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되살리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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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에는 제주만의 메밀 문화가 있었음을 기억해내고 시대에

- 글 / 양용진(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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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의 보물 창고, 제주 해안의 갯바위

해산물과 ‘바릇잡이’

제주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이지만 그 생성 과정이 화산 폭발에 기
인했기 때문에 반도와는 매우 다른 자연 조건을 보여준다. 대표적으
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해안은 현무암으로 구성된 갯바위로 이
루어져 있으나 전체의 10% 정도의 모래사장이 형성되기도 했으며
20% 정도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드물지만 약간의 뻘 바닥도
드러난다. 그러한 다양한 해안 구조는 그곳에서 서식하는 해양 생물
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현무암 갯바위는 그 암질의 특성상 다공질이며 거친 특징을 보

2021 JFWF2021 JFWF

제주의 식재료

로 제주의 해안선은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어느 곳과도 다른 특

이는데 다공질이라는 것은 표면적이 매우 넓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갯바위 표면이 거칠고 넓으면 프랑크톤 등 미세 조류(藻類)의 활착
이 유리하고 그만큼 다양한 조류가 자라면 그것들을 포식하는 갑각
류(甲殼類), 패류(貝類), 연체동물류(軟體動物類) 등의 해물들이 풍
부하게 서식하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제주의 갯바위 군락에
는 다른 지방보다 많은 독특한 동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제주 사람
들은 그 모든 것을 식재료로 이용했다.
그러한 제주 바다의 해산물들은 바닷속에서 채집되는 것과 갯바위
등 비교적 얕은 바다에서 채집되는 것들이 고루 섞인다. 아무래도
바닷속에서 잡히는 것들은 개체 수는 적지만 크기는 큰 편이며 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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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잡히는 것들은 작지만 개체 수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자
맥질을 해서 숨을 참으며 바닷물 속에서 채취하는 것들은 해녀들의
손을 빌렸으며 얕은 바다의 해산물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은퇴한 해
녀들의 소일거리 결과물로 우리 밥상에 올랐다.
타 지방의 해산물과 제주 지역의 해산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류
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더 큰 차이는 갯벌에서 나는 해물과 갯바위
에서 나는 해물의 차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서해안과 서남
해안에 걸쳐 형성된 갯벌은 무수한 생명체의 보고(寶庫)로서 다양한
해산물을 생산해낸다. 특히 다양한 조개류와 낙지, 주꾸미, 꼴뚜기
를 비롯한 연체동물과 굴 등 제주에서는 흔하지 않은 해물들이 주

“서해안과 서남해안에 걸쳐 형성된
갯벌은 무수한 생명체의 보고(寶庫)로서
다양한 해산물을 생산해낸다.”

를 이룬다. 그에 반해 제주 해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들은 주로 갯
바위에서 서식하는 ‘전복’, ‘오분자기’, ‘구쟁기(뿔소라)’, ‘깅이(방게
등)’, ‘보말(바닷고동의 일종)’, ‘조개’, ‘물토새기(군소)’, ‘해삼’, ‘구살
그러나 사실상 한반도의 서남해안과 제주의 해안에서 잡히는 해산
물들은 거의 유사한 것이 많다. 다만 그 개체 수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 생산물을 별도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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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게)’, ‘솜’, ‘군벗’, ‘돌문어’ 등이다.

에서도 다양한 조개류가 채집되고 있으나 뻘이 많지 않고 주로 모
래사장에서 잡히는 만큼 그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제주의 해산물이
라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근래에 와서는 지구 온난화 현상
으로 인한 수온 상승 때문에 과거 제주에서만 나던 해산물들이 전
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양한 해산물의 양식 기술이
개발되어 타지방에서 제주 특산물들은 길러내고 있다. 하지만 반대
로 제주 해안에서는 오염과 남획 등으로 그 개체 수가 줄고 있어 제
주만의 해산물이 점점 그 가지 수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주 바다가 아니면 쉽게 맛볼 수 없는 싱싱한
해산물이 많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오분자기, 보말, 구쟁기, 해삼,
군벗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의 전복, 성게, 문어, 깅이 등은 타 지역
에서도 많이 나는 것들이지만 식재료로서 그 품질면에서 제주산이
우수하거나 특이한 점이 있어 제주 해안의 특산물로 꼽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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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주 해산물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자. 과거 제주를 상
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해산물이던 ‘전복’은 이제는 더 이상 귀한 영
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완도를 비롯한 전남 해안 지방의
양식장들이 워낙 대량의 전복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
주의 자연산 전복과 남해안의 양식 전복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고려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제주 전복은 최고의 진상품이었다.
전국에서 진상되는 전복으로는 ‘탐라복’과 경남 거제의 ‘통영복’ 그
리고 조선 시대 초기에 제주를 떠나 울산에 정착한 제주 사람들이
채취해서 진상한 ‘울산복’이 기록에 남아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전복을 진상하지 않았을 만큼 전복은 제주의 중요한 진상품이었던

“제주의 전복은 이른바 ‘말전복’인 경우가
많고 남해안의 전복은 ‘참전복’이라 하는데
그 씹히는 질감의 차이가 현격한 것을
느낄 수 있다. .”

것이다.
제주의 전복은 이른바 ‘말전복’인 경우가 많고 남해안의 전복은 ‘참
전복’이라 하는데 그 씹히는 질감의 차이가 현격한 것을 느낄 수 있
하기 때문에 열대 지방의 전복들처럼 성장 속도가 빠르고 씹히는 질
감이 별로 없어 많은 사람이 부드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 제주
전복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전복의 꼬들거리는 치감을 느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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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해안의 전복인 경우 파도가 잔잔하고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

어 전복 같지 않다고 말하하기도 한다. 그만큼 제주의 전복은 오랜
세월 거친 바다에서 자란 이력이 붙어 성장 속도도 더디고 그 맛이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특징이 있다.
제주 전복이 해안가의 드러난 갯바위에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갯바위보다는 해안 절벽 지대 앞바다의 자맥
질을 해야 할 정도의 바다 밑 바위 지대에 서식하고 있어 무릎이 잠
기는 정도의 얕은 바다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간혹 잡히는 것
도 2~3년생 이하의 치패로 채취하면 안 되는 것들이 고작이다. 10
여 년 정도 자란 전복은 전장 15cm에 이를 정도로 크며 썰었을 때
1kg 이상 되는 어지간한 생선 한 마리를 회 쳐 놓았을 만큼의 분량
이 나온다.
‘오분자기’나 ‘구쟁기’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얕은 바다나 신발
벗고 들어갈 정도의 바닷가에서 잡히기도 하는데 오분자기와 구쟁
기는 제주 바다가 아니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해산물이라 할 수 있
다. ‘오분자기’는 사실상 제주 바다에서 멸종되다시피 했다. 오분자
기는 과거 1980년대까지도 야트막한 바다의 바위를 뒤집으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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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었던 해산물이다. 그런데 ‘된장 뚝배기’의 재료로 인기를 끌
면서 관광식당의 인기 식재료가 되었고 쉽게 잡히기 때문에 쉽게 고
갈된 것이라 하겠다.
다 자란 오분자기라고 해도 4~5cm에 불과해서 한입거리의 해산
물이다. 전복과 흡사하게 생겨서 새끼 전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엄연히 구분된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껍데기에 나
있는 출수공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복의 출수공은 대부
분 서너 개이다. 새로운 출수공이 생기면 먼저 생긴 출수공은 막혀
버린다. 반면 오분자기는 출수공이 예닐곱 개에 이른다. 식감은 전
복과 비슷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편이다.
1990년대 후반, 완전 소멸하다시피 한 오분자기는 해양자원연구소
의 노력으로 되살아났다. 2019년 치패를 배양하여 몇몇 어촌계의
해녀들과 협업하여 다시 제주 바다에 방생하고 일부 수확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그 희소가치 때문에 전복보다 가격이 더 비싸게 되었
다. 한때 제주 바다의 주인인 양 온 바다에 걸쳐 잡히던 오분자기가
귀한 몸이 되었고 그로 인해 더 멀어진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제주 바다의 ‘구쟁기’는 그 뿔이 돋아난 터프한 모습과 특유의 쌉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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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소비처를 찾지 못하고 일부 냉동 보관되고 있는 상태이

름한 맛이 일품이다. 거친 바다의 갯바위 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돋아난 뿔들은 출수공 역할도 하며 바위틈새에서 파도에 밀
려나지 않기 위해 버팀발 역할을 하기 위해 발달한 것으로, 수조에
가둬 기르면 그 뿔이 퇴화한다고 전한다. 그만큼 자연 환경에 적응
하는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해산물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생식으로 많이 이용하거나 물회, 강회로 또는 구워서 먹는데
생긴 모습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터프하며 맛 또한 거친 제주 바다와
가장 흡사하다고 여겨진다. 간혹 산적으로 만들어 구워서 제수용으
로 이용할 때는 그 맛이 매우 독특해서 다른 산적들보다 더 인기가
좋다. 일제강점기부터 구쟁기는 전량 일본에서 수탈해 갔고 해방 이
후에도 1970년대부터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었다. 그래서 제주 사람
들도 쉽게 맛볼 수 없었다. 각 마을 어촌계마다 잡히는 전량을 수출
해버리고 도내에서 판매할 것은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바다에서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수출되는 귀한
몸이 되면서는 해녀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바다를 지키며 일반인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일본에서는 개체 수가 적어서 많이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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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전량 수입해 갔었지만 지난 2017년 규슈

물에 가라앉힌 후 윗물만 따라 죽을 끓여 먹었는데 키토산과 칼슘

지역에서 양식에 성공하며 수입선을 끊어버렸다. 그로 인해 해녀들

이 가득한 영양식이었다. 그밖에도 볶아서 간장에 조려 반찬을 만들

의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그 덕에 지금은 비교적 수월하게 구할 수

어 먹기도 했다.

있다.

간혹 많지는 않아도 제주의 갯바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식재

같은 고동의 종류지만 구쟁기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주 바다의

료가 바로 ‘문어’이다. 타 지방의 경우 문어는 해저의 바닥층에 서식

갯바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보말’도 제주만의 독특한 식재

하면서 바다의 포식자로 군림하며 통발로 잡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료라고 할 수 있다.

‘문게’, 또는 ‘물꾸럭’이라고 부르는 제주의 문어는 갯바위에서 잡힌
다. 이른바 돌문어라고 하여 훨씬 부드럽고 작은 종류로 맨손으로도

“보말은 크게 ‘먹보말’과 ‘수두리 보말’로
나눌 수 있다. 먹보말은 부드럽고 살이
달고 수두리 보말은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다.”

교적 깊지 않은 암초 지대에서 주로 잡힌다. 이 돌문게는 제주 사람
들의 원기 회복용으로, 죽을 끓여 먹거나 자숙 문어로 이용되거나
특히 산적으로 만들어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올려지기도 했다.
문게를 찾다보면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시커먼 밤송이 같은 ‘성게’
도 제주 바다의 보물이라 할 수 있다. ‘구살’이라 부르는 성게는 특

보말의 내장은 짙은 초록색을 띠는데 오장육부 중에 ‘간’을 보하는

주는 해산물로 유명하다. 한 마리당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소량

식재료로 제주의 선인들은 ‘죽’을 쑤어 즐겨 애용하였다. 요즘에는

이라서 그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은데 간혹 성게와 유사한 솜을 섞는

‘보말 칼국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나 걸음마를 배운 아기 정도

경우도 있다. 이 성게와 솜은 제주 바다 외에도 우리나라 모든 바다

면 누구나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채집이 수월했고 얕은 바다 어느

에 존재했다. 하지만 제주만큼 개체 수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성게

갯바위를 뒤져도 만날 수 있을 만큼 개체 수도 많고 번식력도 좋은

의 생태 습성상 갯바위에서 서식하기 때문이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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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그 향이 탁월해서 생으로 먹었을 때 바다의 맛을 가장 잘 전달해

해물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조차도 많이 감소하여 안타까움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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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곤 한다. 녀(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도 심심찮게 잡히는데 비

사실 과거에 성게는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했던 골치 아픈 존재였
다. 불가사리가 그랬듯이 성게도 해조류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보말과 함께 누구나 쉽게 채집할 수 있는 것 중에 ‘깅이’는 지금도

때문이었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는 전복의 먹이이기 때문에 성

흔하게 볼 수 있다. 통칭해서 깅이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게들은 ‘동

게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복이 살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남참게’, ‘말똥게’, ‘바위게’, ‘사각게’ 등 그 종류가 수십 종에 이른다.

그래서 성게는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폐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불

제주 사람들도 그 이름을 다 모르며 갯바위 지역, 모래사장 지역과

가사리와 달리 성게는 까는 것이 성가시긴 하지만 훌륭한 국물맛을

뻘 지역에 서식하는 것들이 고루 섞여 있고 명칭 또한 동쪽에서는

내는 국거리이기도 했고 생식도 용이해서 제주의 물미역과 버무리

‘갱이’라 부르고 서쪽에서는 ‘깅이’라 부른다. 이 깅이는 전국 해안

거나 뿔소라와 섞어서 먹어도 훌륭한 별미였다.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비교적 다양하

제주의 성게는 짙은 갈색의 밤송이 같은 ‘보라성게’가 대부분인데

게 조리를 해 먹은 곳으로 제주가 으뜸이다. 그래서 깅이를 제주의

이제는 개체 수가 줄어 그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솜’이라

식재료로 손꼽게 된 것이다.

부르는 ‘말똥성게’를 섞어서 유통되기도 한다. 솜은 약간 씁슬한 맛

타 지역의 게들의 경우 갯벌에서 잡힌 게를 조리하였을 때 역한 냄

을 내는데 특이하게도 솜은 보관할수록 쓴맛이 강해진다. 그래서 신

새가 나기도 하며 뻘 흙을 머금은 경우가 간혹 있어 식재료로 활용

선한 것만을 요리에 이용해야 한다. 제주에서는 예로부터 미역과 어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제주 사람들은 이 깅이를 ‘돌확’에 갈아서

우러져 국을 끓이는 재료로 많이 이용했다. 특히 혼례를 올리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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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집이나 상갓집에서 새기 추렴을 하여 만든 국이나 육개장이

은 주전자, 양동이 등을 들고 다시 모여 바닷가로 몰려가곤 했다.

모자랄 때 추가로 추렴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이 성게 미역국을 끓

한두 시간 해를 맞으며 갯바위를 누비면 식구들이 한두 끼 먹을 수

여 손님을 맞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처음부터 이 국을 끓여서 손님

있을 만큼의 갯것이 잡히곤 했다. 때론 마을 사람들이 물때를 맞춰

을 맞는 집이 많고 향토음식점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는 국이기도

늦은 밤에 횃불을 들고 다 같이 밤바다를 뒤지기도 했다. 그렇게

하다. 왜냐하면 미역국에 성게만 넣으면 진한 바다의 맛을 느끼게

한바탕 ‘바릇잡이’를 하는 날은 마을 사람 모두의 밥상이 갯바위의

해줄 만큼 조리가 쉽기 때문이다.

선물로 채워지곤 했다.

녀들의 물질에서 가장 대접받는 것은 전복이었으며 그 다음이

언제부턴가 개발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제주의 갯바위가 사라져가

문게였는데 문게 못지않게 대접받은 것은 ‘해삼’이다. 특히 제주의

고 바다에서 잡히는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되면서 오히려 제주

해삼은 그 빛깔이 붉어 홍삼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타 지방이나 열대

스러움이 사라지고 있다. 모두 같이 공유하던 갯바위의 산물이 사

지방의 흑해삼과 달리 많이 크지도 않으면서도 향과 맛이 깊어 해물

라지면서 제주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도 많이 사라져버렸다. 제주

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한다.

의 자연은, 특히 제주의 바다는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그

제주의 홍삼은 말리거나 조리할 만큼의 양이 생산되지 않는 탓에

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욕심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

주로 생식용으로 이용된다. 그 맛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늦겨울이

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더 이상 제주 바다가 고갈되지 않도록

기 때문에 겨울철 별미 ‘냉국’의 재료로 이용되었다. 겨울철에 냉국

우리의 욕심을 조절해야 할 때이다.

음식이란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먹기
좋게 조리법을 적용한 것이 바로 ‘해삼 냉국’이었다. 제주 홍해삼은
여름에는 여름잠을 자서 영양분을 모두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약효

- 글 / 양용진(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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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제철 음식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철

가 없다고 옛사람들은 말했다. 요즘 일부 향토 음식점에서 한여름에
해삼 물회라고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 이는 제철을 모르는 우매한 행
동이다. 조리법 또한 물회보다는 냉국으로 만들어 자극적이지 않아
야 제주 홍삼의 제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농업 환경이 열악했던 제주에서 갯바위는 농산물 못지않은 중요
한 식재료의 공급처였다. 특히 제주의 어머니들인 해녀들의 경제 활
동 터전이었고 제주 사람들에게 동물성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량 창
고였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먹을거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현대인들에게는 신기한 식재료일지 모르겠으나 과거 제주 사람들에
게는 그저 흔하디흔한 소소한 먹을거리였다. 그래도 그것이나마 있
었기 때문에 뭍에서 나는 산물이 풍부하지 못해도 생명을 유지해나
갈 수 있었고 밥상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바다에서 반찬거리를 장만하는 행위를 ‘바릇잡이’라 했다.
동네 친구들끼리 학교를 파하고 올레길에 모여서 “우리 바릇 잡으
러 가자!”라고 누군가가 외치면 집에서 찌그러진 양은 그릇이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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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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JF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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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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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 레시피
여기에 소개되는 열일곱 가지의 제주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의 조리 영상은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공식 유튜브 채널 ‘JFWF’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요리는 염현철 셰프가 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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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갈치국

2 흑돼지 제육볶음

재료 제주산 갈치 4토막, 단호박 100g, 배추 150g, 무

흑돼지는 우리나라 재래 가축으로 제주도에서 사육되

재료 흑돼지 200g, 마늘 4개, 양파 200g, 대파 100g,

함이 없는데 특히 제주도 갈치는 신선하여 최고로 칩

100g, 다진 마늘 0.5T, 대파 100g, 청고추 1개, 홍고추

는 검은 빛깔의 돼지입니다. 제주도 특유의 기후와 풍

홍고추 1개, 표고버섯 2개, 간장 1.5T, 고추장 1T, 설

니다. 단백질과 비타민B가 풍부하고 식욕을 북돋우어

1개, 다시마, 후추, 소금, 국간장

토에 잘 적응하여 체질이 강건하고 고기 질이 우수하

탕 1T, 고춧가루 1T, 참기름 0.5T, 다진 마늘 0.5T, 부추

여 맛이 좋습니다. 수입산 이베리코는 도토리를 먹고

10g, 소금, 깨

줍니다. 갈치와 호박은 궁합이 맞는데 호박은 소화 흡
수가 잘 되므로 임산부, 당뇨 환자, 비만 환자에게 좋

만드는 법

자랐다고 알려졌는데 흑돼지도 도토리와 유사한 성분

습니다.

채소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갈치 머리와 꼬리

을 가진 구실잣밤을 먹고 자라며 고기 맛에서 결코 이

만드는 법

제주 향토 음식 갈칫국은 고춧가루가 귀했던 제주도

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해서 적당한 크기

베리코에 뒤지지 않습니다.

채소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 후, 손질한 채소들을

에서 바쁜 해녀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갈치를 지리로

로 토막을 냅니다. 가위로 지느러미를 잘라냅니다. 갈

제육볶음은 기본 식재료로 양념장을 만든 후에 함께

한 곳에 담아줍니다. 고춧가루와 마늘을 다집니다. 간

간단히 끓여 먹은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며 호박을

치 비늘을 칼로 긁어내듯이 제거합니다. 찬물에 다시

볶는 간단한 음식으로 가정에서도 쉽게 조리할 수 있

장,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넣어 끓이는 국이 일반적입니다.

마를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다시마

습니다.

잘 섞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흑돼지를 먹기 좋은 크

를 건져내고 무를 넣습니다. 청고추, 홍고추, 배추를 넣

기로 손질해 줍니다. 흑돼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어 육수를 우려냅니다. 손질된 갈치와 단호박, 대파를

줍니다. 고기를 냄비에 넣고 볶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

넣어줍니다. 끓이다가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도 익으면 손질한 채소를 넣고 볶습니다. 만들어 둔 양

후추를 넣고 조금 더 끓이면 갈칫국이 완성됩니다.

념장을 넣고 버무립니다. 흑돼지 제육볶음을 플레이팅

2021 JFWF

제주식재료 레시피

하반기의 제철 식재료 갈치는 일년 내내 거의 맛에 변

하고 부추와 깨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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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짝뼈국

4 돔베고기

재료 접짝뼈 400g, 무 200g, 두부 200g, 청고추 1개,

옛날 추석을 앞둔 때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돼지를 잡

재료 수육용 돼지고기 500g, 양파 1개, 마늘 5개, 대파

지지 않은 음식이 접짝뼈국입니다. 제주 돼지 갈비뼈

홍고추 1개, 메밀가루 200g, 소금

아 추렴을 합니다. 이를 돗추렴이라 합니다. 차례 지

1개, 맛술 1T, 통후추, 새우젓

위에서 목까지 이어진 부위의 뼈를 접짝뼈라고 합니

2021 JF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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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토속 음식 중에 많이 알려

낼 만큼을 저장해 놓고 나머지 자투리를 삶아 즉석에

다. 오랜 시간 우려낸 국물에 무를 넣고 끓여서 걸죽

만드는 법

서 썰어 먹습니다. 돔베고기란 갓 삶은 흑돼지고기 수

만드는 법

하게 만들어 먹습니다. 제주도는 먹거리가 많지 않은

무의 껍질을 잘라낸 후 적당한 두께로 채 썹니다. 두부

육을 나무 도마에 얹어 덩어리째 썰어 먹는 제주의 현

냄비에 물을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통후추, 양파, 대

섬이라 돼지고기를 삶거나 우려서 음식을 만들어 먹

를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청고추와 홍고추를 잘라줍

지 음식으로, ‘돔베’는 ‘도마’의 제주 방언입니다.

파, 마늘을 넣습니다. 수육용 제주 흑돼지를 통으로 넣

었다고 합니다.

니다. 뜨거운 물에 접짝뼈를 넣어 삶아줍니다. 고기가

제주 정지(부엌)는 흙바닥이라 돔베(도마)가 다리가

고 다 같이 끓입니다. 한 시간 정도 삶아준 후 고기를

요즘은 제주도에 가면 접빡뼈국을 맛볼 수 있는 식당

잠길 수 있도록 물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물이 팔팔 끓

달려 있고 유난히 높습니다. 그 도마 위에 갓 삶은 돼

건져 적당한 두께로 썰어줍니다. 썰은 고기를 도마에

이 여럿 생겼습니다. 아마도 수년 전 케이블 방송인

으면 무를 넣습니다. 육수가 우러나면 두부를 퐁당 넣

지고기를 썰어 놓고 멜젓, 초간장, 소금을 찍어 먹습

올려줍니다. 돔베고기를 새우젓이나 마늘, 묵은지와 함

올리브TV의 한식대첩 요리 경연에서 제주팀이 접짝

습니다. 메밀가루를 따뜻한 물에 풀은 뒤 넣어줍니다.

니다. 고기는 써는 동시에 식기 시작하므로 한 번에

께 곁들여 먹습니다.

뼈국을 선보이고 우승을 한 이후로 대중에게 알려진

풀어서 넣지 않으면 뭉치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넣어야

전부 썰지 않고, 반만 먼저 썰어 냅니다. 몇 점 안 되

영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한 번 조

합니다. 소금으로 적당히 간을 합니다. 조금 더 끓여준

는 수육이지만 온 식구가 서너 점씩 나눠 먹는 정겨운

리해 보면 어떨까요. 걸죽하고 담백한 국물은 해장용

뒤 그릇에 담습니다. 청고추와 홍고추로 고명을 올리면

음식입니다.

으로도 좋습니다.

완성됩니다.

요즘에는 충분히 식힌 돔베고기를 다양한 종류의 젓
갈, 소금과 함께 즐기는 것이 미식 관광 트렌드로 자
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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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복내장죽

제주의 해산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전복입니다. 조선

재료 쌀 1컵, 전복 4개, 양파 150g, 당근 80g, 표고버

제주는 화산섬이라 물이 고이지 않아 쌀농사보다 밭

재료 메밀면 100g, 오이 80g, 달걀 1개, 들기름 1T, 간

시대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이었고 그래서 제주해녀

섯 2개, 참기름 2T, 달걀 1개, 간장, 소금

농사 작물이 주를 이룹니다. 메밀은 제주에 적합한 작

장 1T, 설탕 10g, 대파 20g, 김 10g

들에게 전복 채집은 중요한 임무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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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밀골동면

물입니다. 재배기간이 100일이내로 짧고 가뭄에 강하

전복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의 함량은 낮아서 비

만드는 법

며 높이가 50여cm에 불과해서 바람이 거세고 척박한

만드는 법

만예방에 효과적이며 타우린 함량이 높아서 간장보

채소를 잘게 썬 후, 손질한 채소들을 한 곳에 모아둡니

제주환경에 잘 견디는 식재료입니다.

오이 양 끝을 자른 후 반으로 자릅니다. 오이씨를 숟가

호, 피로회복, 시력보호, 심근경색예방 등에 효과가

다. 메인 식재료인 전복을 데칩니다. 전복 육수는 그릇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메밀의 90%는 ‘면’으로 가공

락으로 제거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오이를 소금에 절여

있다고 합니다.

에 담아 보관합니다. 데친 전복을 손질해줍니다. 솔로

되어 식탁에 오릅니다. 예로부터 제주에는 메밀이 풍

줍니다. 파를 송송 썰어줍니다. 끓은 물에 면을 넣고 젓

자연산 전복은 여름제철 식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겨

깨끗이 씻어 전복살과 내장을 떼어냅니다. 전복을 자르

부해서 면 이외에도 빙떡처럼 떡으로도 먹고 메밀가

가락으로 저어줍니다. 삶은 면을 얼음물로 씻은 후 면

울 전복이 더 맛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립수산과

고 내장을 다져줍니다. 냄비를 달구어 참기름을 두르

루는 몸국, 접짝뼈국 등의 돼지육수의 느끼함을 잡는

건지기 면채로 털어줍니다. 얼음물에 씻어진 메밀 면을

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겨울철에 미역을 먹은 전복이

고, 야채에 내장을 넣고 볶아줍니다. 간장으로 간을 하

데도 사용됩니다.

그릇에 담아 오이를 면 위에 고명으로 올립니다. 간장

단백질과 회분,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서 감칠맛과 단

고 육수를 부어줍니다. 밥을 넣어 중불에서 볶다가 자

제주의 메밀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에 설탕과 들기름을 섞은 양념장을 메밀면에 뿌려줍니

맛이 좋다고 합니다. 양식전복은 봄에 살이 많고 맛있

른 전복을 넣고 더 볶아줍니다. 완성된 전복내장죽을

절대적입니다. 이는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봄 메

다. 파와 김을 메밀면 위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삶은 계

습니다.

죽그릇에 담아줍니다.

밀도 재배하기 때문입니다.

란을 얹어줍니다.

전복내장은 기력보강 음식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지

골동면이란 삶아서 물기를 뺀 메밀국수에 계란,고기,

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 좋으며 각종 무기질이 풍

야채 등을 고명으로 올리고 양념장으로 비벼먹는 비

부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빔국수를 일컫는 옛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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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고기국수

일제강점기에 제주의 해조류가 일본에 의해 전량 수

재료 돼지고기 등뼈, 소면 100g, 파 1/4개, 마늘 4개,

미니밤호박의 속은 달콤한 호박 맛이 나고 껍질은 고

재료 미니 밤호박 1개, 쌀 1컵, 은행 6개, 밤 3개, 대추

탈당하자 돼지 육수에 그 당시 도입된 건면을 이용한

양파 100g, 당근 100g, 소금, 후추

소한 밤 맛이 납니다. 겉모습은 일반 단호박과 비슷하

2개, 곶감 1개, 잣 5g, 소금

고기국수가 등장합니다. 건면이 도입되기 전까지 제

2021 JFWF

제주식재료 레시피
70

8 미니밤호박영양밥

지만 크기가 한 손으로 쥘 수 있을 정도로 작게 개량

주 사람들은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먹어보지 않았

만드는 법

된 품종입니다. 밤호박은 단호박이라고도 불립니다.

만드는 법

습니다. 하지만 고기국수는 어느새 마을공동체가 치

등뼈를 두세 시간 끓여줍니다. 마늘을 얇게 썰어줍니

작지만 단호박의 영양을 모두 담고 있는 미니밤호박

밤호박을 잘라 뚜껑을 만들어줍니다. 밤을 반으로 자릅

르는 잔치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잔치 음식이 되었고

다. 당근 3분의 1조각을 채 썰어줍니다. 대파도 송송 썰

은 특히 단호박보다 당도를 높인 품종이라서 배변 활

니다. 대추의 속을 파내고 돌돌 말아 얇게 잘라줍니다.

이제는 제주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되었습니다.

어줍니다. 물에 파, 마늘, 후추, 양파와 제주 돼지를 삶

동과 갈증 해소,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당도가

곶감의 머리를 잘라내고 반을 접어 잘라줍니다. 밤호박

해방 이후 혼란기에 고기국수는 사라졌습니다. 그러

아줍니다. 국수를 삶아줍니다. 삶은 국수를 얼음물에

높으므로 죽,스프,샐러드 및 찜 등으로 활용됩니다.

속을 숟가락으로 팝니다. 밤호박 안에 불린 쌀을 넣어

다가 1990년대에 다시 나타난 고기국수는 진한 느낌

씻어서 뜰채로 건진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릇에 면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노화를 억제하고 성인

줍니다. 잣, 밤, 곶감, 대추, 은행을 위에 올려줍니다. 찜

을 주기 위해 사골을 달인 육수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

을 담고 제주 돼지를 썰어서 올리고 등뼈 국물을 부어

병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껍질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기에 물이 끓으면 천을 깔고, 밤호박을 넣어서 찝니다.

은 대부분의 식당에서 사골 육수를 사용한다고 합니

줍니다. 마지막으로 파를 고명으로 올립니다.

물질인 페놀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구수하고 겨울을 날 영양을

미니밤호박은 터널식으로 재배하는데 햇살을 많이 받

보충하는 고기국수는 면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을 수 있게 해 당도가 높고, 바닥과 떨어져 자라기 때

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문에 더욱 깨끗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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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어어만두

10 해물뚝배기

재료 광어 200g, 애호박 100g, 표고버섯 2개, 마늘 4

제주 딱새우는 커다란 집게다리가 특징이며 생물학

재료 딱새우 3마리, 모시조개 10개, 무 200g, 홍고추 1

습니다. 광어의 대량 양식법이 개발되면서 누구나 부

개, 대파 100g, 소금, 설탕

분류로는 가시발새우입니다. 제주도 근해에서 저인망

개, 청고추 1개, 고춧가루 1T, 간장 2T, 다진마늘 0.5T,

어선을 통해 어획되는데 주로 겨울에 잡힙니다. 예전

파 100g, 쑥갓 20g, 문어, 키조개관자

담없이 즐기게 되었는데 자연산과 양식을 입맛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

에는 국물 맛을 위해 된장찌개나 해물탕 등에 넣는 재

제주도는 세계 최대의 광어 양식장이 있는 생산지로

광어 비늘을 칼로 꼼꼼하게 제거해냅니다. 머리를 자

료였는데 제주 관광객 증가와 함께 다양한 요리 시도

만드는 법

서 우리나라 생산량의 60% 이상, 광어 수출량의 95%

르고 내장을 분리합니다. 지느러미를 자릅니다. 몸통

가 이어지면서 요즘은 회, 구이, 간장 새우, 찜 등 제

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홍고추와 청고추를 송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 광어가 유명한 이유

을 반으로 잘라 살을 발라냅니다. 광어 껍질을 살살 분

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대표 음식으로 거듭났습니다.

송 썰어줍니다. 마늘과 파도 잘라줍니다. 키조개 관자

는 제주의 청정 지하 해수를 끌어올려 양식하여 각종

리합니다. 표고버섯을 썰어줍니다. 애호박 표면을 돌돌

제주 문어는 ‘게’ 또는 ‘물꾸럭’이라고 불리는데 타 지

를 3등분 해줍니다. 문어 다리를 사선으로 자릅니다. 물

미네랄과 해조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깎아준 후 얇게 채 썰어줍니다. 파와 마늘을 잘게 썰어

방의 문어는 심해에 서식하여 동발로 잡지만 제주 문

이 끓으면 무를 넣습니다. 조금 끓인 뒤 모시조개와 딱

광어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고 고

줍니다. 광어 필렛을 얇게 썰어 피를 만듭니다. 어만두

어는 근해 갯바위에 서식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작아

새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키조개 관자와 문어 다리를

단백, 저지방, 저칼로리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다

속을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찜기에 물이 끓으면 천을

서 맨손으로도 잡히곤 합니다. 해녀들도 잡는 돌문게

넣고 끓입니다. 간장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섞은 양

량의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 웰빙 식품입니다.

깔고, 어만두를 넣어서 쪄냅니다.

는 제주 사람들의 원기 회복용 음식으로, 죽을 끓여

념장을 넣고 푹 끓입니다.

어만두는 생선 살을 만두피처럼 사용하여 쪄 먹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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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이 전부이던 시절 광어는 매우 귀한 생선이었

먹거나 산적으로 만들어 제사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리입니다. 원래는 광어살을 얇게 떠서 만두처럼 빚어

해물뚝배기는 각종 해산물과 마늘, 파 등을 넣고 끓이

서 만들지만, 워낙 손이 많이 가고 만들기 어려운 요

는데 간장과 고춧가루 외에 다른 양념은 필요가 없을

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쉽게 해 드실 수 있는 간단한

정도로 국물 맛이 매우 깊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조리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격인 음식이므로 가정에서 꼭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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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럭조림

우럭이란 돌 틈에 숨어 사는 양볼락과 어류에 광범위

재료 우럭 한 마리, 무 200g, 고사리 100g, 감자 1개,

귤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가꿔 오던 감귤을 통틀

재료 감귤 3개, 물 200g, 설탕 100g, 레몬 1개, 꿀,

하게 쓰이는 표현이자 방언입니다. 쏨뱅이, 조피볼락

간장 5T, 설탕 2T, 생강 1개, 미림 1컵, 올리브오일

어 부르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귤을 대표

소금

도 제주에서는 우럭이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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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귤그라니타

하는 만다린 계통의 온주밀감을 감귤이라 부르고 있

우리나라에서는 광어 다음으로 많이 찾는 어종으로

만드는 법

습니다. 1950년 이후 대학나무(자식 대학학비 마련하

만드는 법

맛이 고소하고 쫄깃하여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던

고사리와 감자를 잘라줍니다. 무의 표면을 잘라낸 후

는 작물)로 불릴 정도로 제주도에서는 가장 소득이 높

귤 껍질을 제거해줍니다. 귤을 얇게 자르고 다져줍니다.

생선입니다. 간 기능 향상 및 피로 해소 등에 효과가

깍둑썰기합니다. 조릴 것이기 때문에 재료를 큼지막하

은 작물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감귤 재배 면적이 늘어

스퀴저에 레몬을 짜서 즙을 냅니다. 물에 설탕을 녹입

있는 함황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으며 필수지방산과 비

게 잘라줍니다. 고사리도 큼직큼직하게 잘라줍니다. 프

나기 시작하여 현재 제주도 제1의 농업소득 작물이 되

니다. 다진 귤에 레몬즙과 설탕물, 꿀, 소금을 넣고 섞어

타민A가 풍부합니다. 흰살 어류로 지리탕, 매운탕 등

라이팬에 무와 감자를 올립니다. 올리브 오일을 조금

었습니다.

줍니다. 얼 때까지 냉동 보관한 후 꺼냅니다. 포크로 얼

을 끓였을 때 맛이 다른 어종에 비해 뛰어나 탕으로

넣고 우럭을 넣습니다. 생강을 손으로 잘라 넣어줍니

예로부터 감귤은 진피, 귤피, 지실, 귤핵, 청피 등으로

음을 긁어내면서 갈아줍니다. 갈린 감귤 그라니타를 동

인기가 좋습니다.

다. 설탕과 미림을 섞어 만든 간장 육수를 넣습니다. 어

불리며 한방에서 주로 소화기능 증가, 가래억제, 식욕

그랗게 만들어 그릇에 담아줍니다.

우럭조림은 우럭을 양념과 함께 조린 음식입니다. 제

느 정도 익으면 우럭을 뒤집어 골고루 익혀줍니다.

부진 그리고 동맥경화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재로

주는 갯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이 많아서 사시사철 다

사용되었습니다.

양한 해산물과 어패류, 해조류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

감귤은 다양한 디저트에 활용됩니다. 감귤그라니타는

어 먹었으며 생선을 이용한 조림도 그중 일부입니다.

과일에 당류와 얼음을 넣고 간 슬러시 형태로서 시칠

콩을 함께 조리하기도 합니다.

리아에서 유래한 디저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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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우타르타르

14 당근샐러드

15 더덕샐러드

재료 제주한우(안심) 200g, 파슬리 10g, 케이퍼 20g,

제주시 동부 지역 구좌읍은 제주 당근의 유명 산지입

더덕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향과 식감이 좋습니다. 사

타르(Tartare)란 프랑스어로 날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양파 1/4개, 디종머스타드 10g, 올리브오일, 달걀 1개,

니다. 우리나라 당근의 전체 생산량 중에서 약 70%

포닌 성분이 있어서 기침 약재로도 쓰입니다. 제주 더

음식으로 보면 날고기 혹은 날생선을 뜻합니다.

꿀, 간장

를 제주가 담당합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겨울 채소

덕은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맛과 품질이 좋습니다.

보통 양파, 케이퍼, 후추, 우스터소스, 날달걀 노른

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책임집니다. 겨울에도 육

가정에서도 더덕은 구이부터 나물에 이르기까지 다양

자, 기타 양념과 함께 제공됩니다. 종종 입맛을 돋구

만드는 법

지보다 따뜻하며 토양이 화산회토로 특별하여 당근의

하게 요리됩니다. 오늘은 더덕샐러드를 배워보시기

는 목적으로 보조 요리로 곁들여 제공되기도 합니다.

고기의 핏물을 빼줍니다. 고기를 썰고 또 썰어 잘게 다

색상이나 맛이 타 지역 작물과 차별화됩니다. 특히 제

바랍니다.

소고기타르타르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

져줍니다. 양파와 케이퍼를 잘게 썰어줍니다. 파슬리의

주 당근은 저장성이 좋아서 연중 맛볼 수 있습니다.

다. 말고기를 사용하거나 마요네즈를 추가하는 등 나

잎 부분만 사용합니다. 파슬리도 잘게 다져줍니다. 볼

비타민A,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구좌 당근

재료 더덕 200g, 배 200g, 버터 헤드 20g, 설탕 0.5T,

라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에 달걀노른자, 파슬리, 케이퍼, 다진 양파, 꿀, 간장, 디

은 특히 단맛이 뛰어납니다.

올리브오일, 소금

제주도에는 흑돼지가 대표적인 육류입니다만 소고기

종 머스타드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다진 고기를 넣어

류는 흑우 이외에도 한우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골고루 섞습니다. 틀에 섞은 재료들을 넣어 모양을 잘

재료 당근 200g, 올리브오일 3T, 레몬즙 5T, 홀그레인

만드는 법

우가 3만5천 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으며 제주도에

잡아줍니다. 틀을 빼고 위에 파슬리와 양파를 올려 마

머스타드 0.5T, 소금, 후추

깨끗이 씻은 더덕을 준비합니다. 칼로 더덕을 살짝 눌

가면 제주 한우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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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타르타르는 육회 스타일의 음식입니다. 타르

러준 후 칼집을 냅니다. 손으로 더덕을 살살 분리합니
만드는 법

다. 배 껍질을 벗겨낸 뒤 얇게 잘라줍니다. 더덕 가운데

당근 껍질을 분리합니다. 당근을 얇게 채 썰어 줍니다.

를 길게 자릅니다. 더덕 방망이질을 합니다. 더덕을 잘

소금과 설탕을 뿌려서 숨이 죽을 때까지 절여줍니다.

게 찢습니다. 배를 채 썰어 더덕과 섞습니다. 설탕과 소

홀그레인 머스타드, 올리브오일, 소금과 섞어줍니다 당

금을 뿌려 잘 섞습니다. 버터 헤드와 올리브오일을 넣

근의 수분을 제거하고 섞은 소스를 부어서 버무립니다

어 섞습니다. 접시에 담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빵에 올려서 곁들여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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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도땅콩강정

17 딱새우와 한우 채끝 서프앤터프

재료 볶은땅콩 300g, 설탕 5T, 물 2T, 물엿 3T, 소금

제주 딱새우는 국물 맛을 위해 된장찌개나 해물탕 등

재료 딱새우 5마리, 한우 채끝 200g, 단호박 150g, 아

서 배로 30분 가면 우도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

0.5T, 계피가루 1T, 꿀

에 넣는 재료였는데 제주 관광객 증가와 함께 다양한

스파라거스 20g, 당근 100g,

요리 시도가 이어지면서 요즘은 회, 구이, 간장새우,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 4개, 샴페인 1컵,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덕분에 매년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섬
이지만 땅이 비옥하여 어업보다 농업이 발달하였습니

만드는 법

찜 등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대표 음식으로 거듭났

다.

설탕을 녹인 후 물을 넣습니다. 섞어준 후 소금, 물엿을

습니다.

우도는 땅콩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 환경을 갖고

넣고 다시 저어줍니다. 완전히 녹은 걸 확인 후 시럽이

서프앤터프(Surf & Turf)란 새우 등 해산물과 육류가

만드는 법

있어서 우도에서 재배하는 땅콩이 다른 지역의 땅콩

끓으면 땅콩을 넣어 섞어줍니다. 불을 끄고 꿀을 넣어

함께 조리하여 나오는 요리를 말합니다. 제주도 청정

당근과 토마토를 기호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보다 크기가 작고 고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땅콩은

섞어줍니다. 틀에 넣고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강정이

식재료의 대표격인 딱새우와 한우의 조합으로 미식의

단호박도 구워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후, 호박씨를

비타민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좋으며

굳으면 한 입 크기로 뜯어 접시에 올려줍니다.

섬 제주를 느낄 수 있는 메뉴이며 관광객에게도 매력

빼냅니다. 방울토마토를 각각 반으로 자르고, 아스파라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적인 제주대표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쉽

거스를 3등분 해줍니다. 한우 채끝에 소금과 후추로 간

효과가 있습니다. 우도 땅콩으로 아이스크림, 막걸리,

게 만들어 즐길 수 있습니다.

을 해준 후, 선호하는 굽기로 구워줍니다. 채소는 느리

강정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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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는 제주도의 가장 큰 부속 섬입니다. 성산포항에

게 익으니 낮은 불에 천천히 구워줍니다. 딱새우는 손
질하지 않은 상태로 물과 올리브오일, 샴페인을 넣고
통째로 구워줍니다. 딱새우, 한우 채끝, 채소들을 접시
에 한꺼번에 담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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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욱

Q.셰프가 된 계기에 대해 들려주세요.

여 농사를 시작하는 초보 농부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홍콩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조엘 로부숑, 아크라메, 류긴 근무

원래는 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운명적으로 셰프의 길

겪는 것을 봅니다. 셰프로서 도움을 드리고 농작물을

두바이 주마 레스토랑, 카타르 노부 레스토랑 근무

로 들어섰습니다. 외국에서 매일같이 일만 하며 경력

구매하고 홍보도 해 드리면서 산지와 소비처를 연결

서울시 주최 ‘상생상회’ 메인셰프

을 쌓아가다가 병이 났어요. 요리의 세계를 떠나 자

하는 상생의 중개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습

연 속에서 쉬었죠. 직접 농작물을 기르며 자연 친화

니다.

제주 넘은 봄 오너셰프

서울에서 (전)인사식탁, 제주에서 (전)애월식탁 운영
현재 제주음식연구소 ‘넘은 봄’ 레스토랑 총괄

적인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후 다시 셰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Q.농부이기도 했던 셰프이군요?
농작물을 길러보니 식재료 산지에서 바로 조달해서
식탁에 올리는 Farm to Table 요리에 관심이 많습니
다. 특히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B급 농산물, 일
명 못난이 채소들이 버려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적극
적으로 활용하면서 농산물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요
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Q.요리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제 요리의 특징을 발효입니다. 발효는 온도, 습도, 기
간에 따라 그리고 셰프의 감각과 경험에 따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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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달라집니다. 발효를 통해 얻어낸 깊은 맛은 하나
의 포인트로 음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음식의 맛이 완
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굽고
찌고 하는 요리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지만 발효는 셰프에 따라 다른 수준의 맛을
냅니다. 요리는 해도해도 끝없는 공부라는 느낌을 많
이 받고 있습니다.
Q.제주에 식당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주는 섬이므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풍부한 해산
물이 있고 바로 앞에 농장이 있어서 농산물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산지에서 식탁으로 Farm to Table
이 가능한 환경, 그래서 제주에 식당을 열고 정착하
게 되었습니다. 행복합니다.
Q.셰프로서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서울에서 근무하던 시절 식자재가 새벽에 배송되는
것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가평에 ‘토종씨

제주 식재료

앗’이라는 농장에 종종 방문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베개 속에 씨앗을 넣어두면서 “죽으면 내 주변은 다
정리하고 버려지겠지만 베개 속 씨앗은 살아남을 테
니 농장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
요.
그때 깨달았어요. 셰프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농
가를 살리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에 귀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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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천

하고 그것을 토대로 메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

7th DOOR, 2021 미쉐린 가이드 1스타 수상

세븐스도어, 일곱 번째 문이라는 것은 미식의 7단계

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계절과 시장을 많이 되돌아

7th DOOR, 2021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 34위 선정

를 상정해 본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다섯 가지 맛

보게 됩니다. 주방에서만 연구하지 않고 사계절의 풍

톡톡, 4년 연속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 선정

을 넘어 여섯 번째는 발효와 숙성, 일곱 번째는 사람

광, 아이와 놀러 갔던 풍경을 이미지 삼아서 그것을

레스토랑' 수상

의 손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븐스 도어는 발효와 숙

바탕으로 메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루리본 어워드 2016 올해의 셰프 수상

성을 기본으로 해서 서양 요리와 우리나라 발효의 여

Q.플레이팅할 때 추구하는 것이 있나요?

러 가지 테마를 엮어서 한 장으로 감아서 만든 레스

일단 식재료의 자연스러움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 다

토랑입니다.

음으로 현재의 계절감을 반영합니다.

Q.셰프가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Q.행복하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쿠키도 만들고 요리를 좋아했어요. 자

그럼요, 살아 있으니까요(웃음). 처음에 요리할 때는

연스럽게 요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려는 내 앞길에 대한 목표가 있

Q.좋아하는 제주 식재료는 무엇인가요?

었어요. 목표에 매진하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

제주에는 계절별로 좋은 식재료가 광범위하게 있어

어요. 얼마 전부터 계기가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니

요. 제주 금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옥돔과 영귤은

제가 배울 만한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성공한

제가 매우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인생이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얼마나 남기고 그들

Q.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 옥돔과 영귤 소스 요리에

과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이고 그것이 행복

대해 소개해주세요.

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옥돔은 매우 촉촉한 텍스처와 껍질의 바삭함이 남다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릅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산미가 아닌 상큼한 영귤

Q.셰프 초년생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요?

주스와의 조합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리가 됩니다.

노력이란 끝이 없기에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순간순

Q.즐겨 하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간 스스로 일의 의미를 부여하면 질리지 않고 견뎌

아들에게 해주는 밥입니다.

낼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10

Q.가장 좋아하는 조리 도구는 무엇인가요?

년에서 15년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포기하

셰프의 손이죠.

는 사람이 많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훌륭한 셰프이지

Q.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있나요?

일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세프라고

르플레브 바테르 몽라쉐 1996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톡톡, 2017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 '밀레 주목해야 할

셰프 이야기

2021 JFWF

Q.레스토랑 세븐스도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7th Door 오너셰프

Q.코로나19로 인해 식당에 변화가 있었나요?
손님의 귀중함을 더 크게 느꼈고 철저한 위생 관념에
대해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시 관광이 활성화되면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
리나라 식재료와 발효 음식 문화에 대해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Q.어떤 셰프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이슈를 겪고 느낀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스탭들의 의
견을 듣고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레스토랑을 만들어
가는 그런 셰프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Q.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책을 읽고 외국 레스토랑에 가서 경험

84

옥돔구이와 영귤소스

85

PART IV

김성운

Q.레스토랑 테이블포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언젠가는 고향에 도움이 되

테이블포포, 파스타포포 오너셰프

2011년 오픈해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제 고향 충남

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고향에 가서 뭔가를 해보

대전보건대학교 조리과 졸업

태안의 현지 식재료로 요리하는 식당입니다. 제가 추

고 싶습니다.

리츠칼튼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근무

구하는 것이 로컬 푸드입니다.

Q.오늘의 요리, 한치구이, 병어구이에 대해 소개해

테이블포포 오너셰프

일 마레, 라 폴파이아, 본 뽀스또 근무
SG다인힐 부티크 블루밍 헤드셰프

Q.미쉐린가이드 별을 받고 있는데 어떤 비결이 있나

순대처럼 감자 라따뚜이를 채워서, 한치순대라고 할

탁에 올리는 것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 있어요. 오징어 계열과 잘 어울리는 것이 감자입

Farm to Table 스타일의 요리를 내고 있는 것이 비결

니다. 병어는 팬프라이를 해서 오븐에 잠깐 넣어 가

인 듯합니다.

열 조리를 합니다. 고명으로는 제철 식재료 시금치를

Q.셰프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볶고 여기에 엔초비 라따뚜이를 같이 곁들여서 요리

원래 꿈은 야구 심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고

합니다.

깨끗한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

Q.제주도의 식재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도우러 갔다가

동문시장에 갔을 때 갈치를 보니 정말 컸어요. 돔 종

주방에서 요리하는 일도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알게

류도 무척 많아서 놀랐습니다. 딱새우도 정말 식감이

되었습니다. 주방일은 상당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데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라봉, 천혜향도 맛이 참

운동을 좋아한 덕분에 체력적으로 잘 해낼 수 있었

좋죠. 제주 망고가 이렇게 맛있구나 하고 감탄하기도

죠. 식당에서 일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고요.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주도의 농수산물에 대해

Q.로컬 푸드 요리 스타일을 추구하게 된 배경이 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요?

Q.제주도 미식산업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세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어릴 적에는 불만

요.

이 많았죠. 쉬는 날에도 농사 짓느라 놀지도 못했거

야채도 제주도와 육지의 맛이 매우 다릅니다. 제주도

든요. 겨울에는 부모님과 바다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

는 토양 자체가 달라서 뿌리 식물인 무, 당근 등이 맛

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향의 식재료에

이 다르고 좋습니다. 셰프들이 여기에 요리 아이디어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

를 입히면 더 훌륭한 요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

고 내 요리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프렌치,

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다양한 생선들이

이탈리안 요리를 배운 뒤 그것을 바탕으로 고향의 색

나오고 있으니 다양한 생선 요리도 발전할 것이라고

깔을 고향의 식재료로 내는 요리를 해보자, 이런 생

봅니다.

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Q.셰프 지망생들에게 조언을 해 주세요.

2021 JFWF

셰프 이야기

한치는 껍질을 벗겨서 살짝 데친 다음에 그 안에다가

고향에 직접 농사를 짓고 그 로컬 푸드를 식당의 식

Q.존경하는 셰프가 있나요?

86

주세요.

요?

과거보다 많은 학생이 조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

어윤권 셰프입니다. 서울 청담동 리스토란테 에오의

도 다양해졌죠. 외국의 식당에 가서 경험 쌓는 젊은

오너셰프입니다. 이탈리아로 저를 데리고 가서 요리

이도 많아졌어요. 물론 기본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건축, 패션 등 다양한 문화를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셰프가 되고 싶다면 빨리 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어 셰프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

장에 와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웠습니다. 유학을 가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2주 여행

든, 외국이든 간에 빨리 주방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이 2년의 유학 같았죠.

필요합니다.

Q.셰프로서의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참가 소감을 말씀해 주

고향에 내려가서 Farm to Table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세요.

식당을 하고 싶습니다. 고향이 저의 색깔을 입힐 수

처음으로 사나흘의 긴 기간을 제주에서 행사 참가자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향에

로 있어 봤어요. 제주도를 쭉 다 돌아다녀 보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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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자연과 식재료의 매력을 알게 된 것이 큰 소
득입니다.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맛이 있고 산은 산대
로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준 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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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이야기
한치구이와 병어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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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탈리안클럽 오너셰프

Q.더이탈리안클럽을 소개해주세요.

프의 기본 자질입니다.

국제요리제과학교 졸업

현재의 조리 기술과 식재료를 사용해서 트렌드를 이

Q.셰프로서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ICE CREAM SOCIETY 운영중. 미쉐린가이드 서울 플레이트

어가되 클래식함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콘셉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요리학교가 아니라 농업 기

(전) RIPE 모퉁이우 헤드셰프 미쉐린가이드 서울 플레이트

트의 레스토랑입니다.

술, 유통, 식문화 전반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교를 만

(전) 스와니예 수셰프

Q.어떤 셰프로 기억되길 원하나요?

들고 싶습니다.

한우 명예홍보대사 활동중

한국적인 식문화, 식재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

Q.가보고 싶은 식재료 탐방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구나 하는 느낌의 셰프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제주도와

Q.요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옆 우도입니다. 섬에서 나는 재료들이나 해산물이

식재료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좋은 재료가 아닌 상

서울에서는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지에 가야 맛

태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좋은 다른 것들을 첨가

볼 수 있는 식재료가 많습니다.

해도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Q.셰프에게 제주란 어떤 곳입니까?

(전) OSTERIA ORZO 헤드셰프 미쉐린가이드 서울 1스타

Q.좋아하는 와인 종류는 무엇인가요?

제주는 저에게는 천연의 보고입니다. 제주 구좌읍의

프랑스 알자스 드라이 리슬링입니다.

당근, 청귤, 아스파라거스, 묘과 등 육지에서는 보기

Q.평소에 즐겨 먹는 군것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특징 있는 맛을 내는 식재료가 제주에 많기

한 입에 즐거움을 주는 라면, 만두, 치킨, 피자, 김

때문에 저에게는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밥…

Q.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을 참가해본 소감을 말씀

Q.기억에 남는 요리 영화는 무엇인가요?

해주세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일

Q.즐겨 읽는 요리 관련 책은 무엇인가요?

하는 주방팀과 같이 가서 직접 제주에서 요리하고 조

<사랑만한 음식없고 정성만한 양념없다(최상옥 저)>

리 전공 학생들도 같이 요리하는 경험이 좋았습니다.

입니다.

더욱이 제주의 셰프님들도 알게 되고 식재료 생산자

Q.평소에 애용하는 조리 도구는 무엇인가요?

와도 연결되는 기회를 얻고 제주 식재료를 제주에 가

무쇠 냄비입니다.

서 요리하면서 현지 분들의 반응도 보니까 지금 저의

Q.시그니처 메뉴 피오렌티나식 돼지뼈 등심구이를

식당에서 제주 식재료를 사용할 때 그 경험이 상당히

소개해 주세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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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화 ‘오센’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이탈리아 지역 이름입니다. 돼지뼈 등
심을 통으로 굽는 요리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돼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주도 돼지를 사용합니다. 뼈를
살려서 돼지 원물의 형태가 접시 위에 그대로 드러나
면서도 굽는 방식에 셰프만의 기술을 가미해서 굽기
때문에 제주도 돼지의 A급 지방의 풍미를 살립니다.
조리 중에 나오는 기름을 그대로 고기에 입혀서 요리
를 냅니다.
Q.셰프 지망생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셰프는 일하는 절대 시간이 적은 직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재료를 잘 고르고 준비해서 식탁
에 올리고 손님에게 대접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온
전히 자신의 기쁨을 찾는 성향이 있어야 합니다. 특
히 타인을 대접하는 마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른 사람에게 베풀려는 마음을 계속 함양하는 것이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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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아쉬미노프

불가리아 레스토랑 Zelen 오너셰프
불가리아 호텔경영과 요리를 배우는 고등직업학교 졸업
불가리아 셰라톤 소피아 호텔 근무
한국 웨스틴 조선호텔 근무
정화예술대학교 특임교수

Q.레스토랑 젤렌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젤렌(Zelen)이란 불가리아 말로 녹색이라는 뜻입니
다. 국기에도 녹색이 있고 불가리아는 한국처럼 산이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 용인 녹색 숲에 새롭게 레스
토랑을 재오픈했습니다.
Q.셰프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오일장에서 5년 전에 구입한
칼이 있는데 가격도 착해요. 5천 원에 샀는데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추억의 칼이죠.
Q.좋아하는 제주 식재료는 무엇인가요?

항상 불가리아의 전통 요리를 고집합니다. 한국 사람
들에게 불가리아의 음식을 퓨전이 아닌 전통 그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Q.평소 애용하는 조리 도구는 무엇인가요?

양배추를 맑은 김치처럼 담궈서 요리하는 불가리아
전통 음식 양배추밥 사르마입니다. 제주 양배추는 특
히 튼실하고 깨끗해서 즐겨 사용합니다.
Q.양배추밥 사르마는 조리하기 쉬운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야채나 치즈를 가는 강판입
니다. 슬라이스 전동 기계보다 강판으로 갈아서 요리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육류를 많이 사용하므
로 고기 다지는 주방망치도 애용합니다.
Q.불가리아하면 요구르트가 유명하죠.

간단하지만 오랜 정성이 필요합니다. 양배추를 절일
때는 큰 통에 양배추 꼭지를 따고 넣고 물 1ℓ와 소
금 40g을 부어서 2주간 숙성시키는데 매일 물과 소
금을 새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밥은 생쌀과 다진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600g씩 반반씩 섞습니다. 양
파, 토마토, 당근을 다져서 섞은 후 오일에 볶습니다.
절인 양배추에 밥을 쌈 싸듯 싸서 오븐에 구우면 사
르마 양배추밥이 됩니다. 만들어서 보관했다가 출출
할 때 먹으면 간단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Q.우리나라에 와서 겪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

전 세계에서 요구르트를 생산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불가리아의 유산균은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숟가락에 몇 억 마리의 유
산균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의 두 배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요구르트가 건강 음식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Q.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참가한 소감을 듣고 싶어요.
행사에 참가하는 멋진 셰프들과 친구가 돼서 좋습니
다. 힐링도 되는 행사입니다.
Q.즐겨 보는 요리책은 무엇인가요?
불가리아 전통 음식 레시피가 담긴 요리책입니다.
1959년에 출판된 책이죠. 전통 레시피를 보면서 아
이디어를 얻어서 신메뉴를 개발할 때 잘 활용하고 있
습니다.
Q.좋아하는 와인 품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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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요리를 늘 해주
셔서 그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Q.셰프로서 요리 철학이 궁금합니다.

제주에는 정말 다양한 식재료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
이 많습니다. 옥돔, 말고기, 갈치, 한라봉을 참 좋아
합니다. 특히 옥돔의 맛이 특별해서 외국인 친구들이
오면 항상 제주옥돔구이를 권합니다.
Q.오늘 소개하는 요리에는 양배추가 사용되는군요.

다면 소개해주세요.
찌개가 너무 매워서 안 맵게 주문하는 방법을 친구에
게 배워서 “빨간 것 넣지 마세요” 했더니 음식이 나
왔을 때 빨간색이 없어서 안심했는데 역시 엄청 매웠
어요. 알고 보니 녹색 청양고추가 들어간 거예요.
Q.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유럽에 안 가본 나라가 많아요. 푸드트럭 콘셉트로
여행하며 그 나라 식재료를 사용해서 요리하고 싶습
니다. 촬영도 하고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런 기회
를 꿈꿔봅니다.

마브루디 품종을 좋아합니다.
Q.외국인 셰프가 보는 한국 음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국 음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밥상
에 반찬이 매우 많아서 흥미롭습니다. 고기도 다양한
부위를 사용하고 해산물, 채소도 항상 신선해서 인상
적입니다.
Q.제주도에 가면 꼭 챙겨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주에 가면 오일장을 갑니다. 처음 접하는 식재료
가 많습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도 다양해서 교류하
양배추밥사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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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갓포아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Q.제주에서 즐겨 가는 여행지가 있나요?

1세대 스시 식당 야마모토 스시에서 근무

갓포는 칼로 썰고 불로 요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키

한림에 있는 금오름을 좋아합니다. 가을에는 억새가

리츠칼튼호텔, 파크하얏트호텔 근무

는 일본어로 가을입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

유명한 곳이죠.

오사카 미쉐린 1스타 아지키쇼분부안 연수

라 하죠. 일본에서는 식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갓

Q.애용하는 조리 도구는 무엇인가요?

포아키는 식욕을 불러 일으키는 화식 요리가 있는 주

일식을 하므로 칼이 중요합니다. 일본 출장 가면 전

점 형태의 식당입니다.

문 가게에서 그립감, 길이, 무게 등을 직접 체크해서

Q.셰프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구매하죠.

갓포아키 오너셰프

갓포아키, 몬드리안서울 타카(TAKA) 오너셰프

Q.집에서 즐겨 먹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혼자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는데 그런 관

마파두부, 청국장을 재료를 듬뿍 넣고 직접 만들어

심이 저를 셰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먹습니다.

Q.존경하는 셰프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Q.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와 이제 위드코로나 시

셰프 초년생 때부터 스시효의 안효주 셰프님을 롤 모

대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델로 삼았습니다. 안 셰프님의 책도 읽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방역으로 식당은 어려웠죠. 식당

Q.메뉴 개발할 때 식재료와 메뉴 구상은 어떻게 하

인력 규모도 줄었고 긴축을 했죠. 이제 위드코로나

시나요?

단계가 되면 손님 증가가 예상되니 여기에 대비하는

일식이므로 식재료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 전 처리 과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식당의 콘셉

Q.셰프로서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트가 주점이니까 술안주로 알맞은 것을 메뉴로 구상

요리사 20년 경력이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

합니다. 어느 식당이나 있는 메뉴 같아도 기본은 유

다. 일식에 국한하지 않고 갓포아키 메뉴가 하나의

지하되 특별하게 비트는 반전을 주는 요리를 추구하

장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 잘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Q.지금 행복하신가요?

Q.제주 식재료 중 즐겨 사용하는 재료는 무엇인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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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일본 요리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덕업일치란 말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주의 생선을 즐겨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옥돔, 은
갈치, 고등어 같은 생선입니다. 제주 은갈치는 워낙
유명하죠. 제주 고등어는 맛이 깊어서 남다르죠.
Q.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는 무엇인가요?
제주산 고등어로 만든 이소베 마끼와 제주 은갈치 솥
밥입니다. 고등어는 초절임하면 풍부한 맛이 살아나
서 손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청유자
는 제주에서만 나오는데 시트러스향이 참 좋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잡고 유자향을 낼 때 주로 사용하죠.

이소베마끼

은갈치 솥밥을 만들 때 대형 갈치의 뼈를 다 제거한
후 뼈는 육수를 내서 그 육수를 솥밥물로 사용하고
갈치살은 제주 청유자를 사용한 양념물에 담갔다가
튀겨서 풍미를 최대로 올려 솥밥에 얹습니다. 솥밥에
아스파라거스를 담는데 제주산이 연하고 부드럽습니
다.
Q.제주에 가면 즐겨 먹는 음식이 있나요?
고사리 해장국을 즐겨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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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두메부추가 인상적

서울 및 제주의 크라운돼지 오너셰프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입니다. 일반 부추와 다르게 영양 성분 뛰어나고 점

베이커리 하이드브레드 총괄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부대 사정으로 갑자기 간부

액질도 풍부해요.

CIA 졸업 후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그래머시 태번‘, ‘일레븐 매

식당에서 요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외로

Q.기억에 남은 제주 여행지가 있었다면 어디인가요?

(전) 에스테번 레스토랑 에프엔비사업부 총괄셰프

호평을 받아서 제대 후 요리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마라도입니다. 섬에 가보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있

(전)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에펠타워 레스토랑 근무

그렇게 셰프가 되었습니다.

어서 참 좋았습니다.

혜전대학교 호텔조리과 특임교수

Q.셰프의 요리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Q.셰프 지망 대학생들에게 조언을 부탁합니다.

어떤 스타일로 국한되지 않고 깊게 한 분야를 하기보

학생들의 꿈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군요. 호

다는 넓게 요리하는 요리사라고 생각합니다.

텔 셰프, 오너셰프, 아직 꿈이 없음, 이 세 가지입니

Q.존경하는 셰프가 있나요?

다. 시대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꿈을 갖기

마이클 앤서니 셰프입니다. 미쉐린 3스타 그래머시

를 권합니다. 꿈이 구체적이면 무엇을 해야 할지 구

테번의 헤드셰프였는데 미국 전체 최고셰프상을 수

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로봇 셰프가

상한 유명한 셰프입니다. 그의 주방에서 배우면서 셰

등장할 경우 그 로봇 셰프를 대체할 셰프를 목표로

프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매진해 본다면 어떨까요. 로봇이 요리할 레시피를 개

Q.즐겨 보는 요리책이 있나요?

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기본기는 잘 갖

<Culinary Art>라는 책인데 요리사들의 경험에 의한

춰야 하겠죠. 언젠가 로봇 셰프와 자동화 레시피는

식재료 간의 다양한 조합을 상세히 정리한 책입니다.

구현될 것이고 로봇 환경을 꼭지점으로 두고 공부한

Q.자신만의 소울푸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면 미래를 잡는 셰프가 될 겁니다.

디슨 파크' 에서 부주방장

셰프 이야기

미국에서 일할 때 주방에서 식사는 양식이 대부분인

Q.셰프가 되려면 외국 유학이 필요할까요?

데 어느 날 쌀 음식 잠발라야가 나오면 정말 기뻤습

이제는 유학보다 국내 현장에서 배우는 것을 권합니

니다. 고기, 해산물 등을 넣고 쌀과 볶은 미국 남부

다. 외국 유학파 한국인 셰프들이 국내에 많이 있어

음식인데 우리 볶음밥 같은 겁니다. 곡기를 보충하니

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경험 쌓기로

까 저녁 근무를 버텨낼 수 있었죠.

외국에 다녀올 수는 있겠죠.

Q.식재료 탐방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Q.식당에 왔던 손님 중 기억에 남는 손님은 누구일까요?

덴마크입니다. 북미나 동남아에 없는 식재료가 많습

미국에 있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훨씬

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흥미롭죠.

전에 사업가로서 방문해서 엄청난 매상을 올려주었

Q.애용하는 조리 도구는 무엇인가요?

어요. 7천만 원짜리 와인도 주문했고요. 대단했죠. 그

링몰드입니다. 모양내는 기구인데 원형, 별형 등 수

런데 더 대단한 건 팁으로 몇천만 원을 주고 갔다는

백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겁니다.

Q.셰프로서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Q.좋아하는 와인이 있나요?

유일무이한 외식업체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

쉬라 품종을 좋아합니다.

2021 JFWF

Q.셰프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주 송훈파크 총괄셰프

의 식당은 가는 과정입니다.
Q.우리나라 미식 산업의 미래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조리 전공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 수업 내용이 현재
의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늘 발전적인 콘텐츠를 담아
야 미래 미식 산업의 주역인 셰프 지망생이 훌륭하게
육성될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수업이라면 미식 산
업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Q.좋아하는 제주 식재료는 무엇인가요?
제주에 식당을 열고 요즘 제주 식재료에 대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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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백린

천년식향 오너셰프

Q.천년식향을 소개해주세요.

있는 인적이 드문 바닷가입니다.

국내 비건 문화의 선두 주자

천년식향은 밀레니얼 세대에 걸맞는 관능적 비거니

Q.애용하는 조리 도구는 무엇인가요?

이탈리아 채식 레스토랑 JOIA 근무

즘을 추구합니다. 천 년 동안 이어가고 싶은 요리의

구리로 된 모든 것입니다. 구리 냄비, 구리 프라이

프랑스 레스토랑 NOMICOS, PAVILLON LEDOYEN 근무

방향을 의미하는 퓨전 다이닝 바입니다. 천년식향의

팬…

스코트랜드 에든버러대학교 의료생물학 전공

콘셉트와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관능적이고 센세이셔

Q.좋아하는 요리 영화는 무엇인가요?

영국 더럼대학교 영성, 신학 건강학과 석사

널한 느낌을 추구합니다. 비건 레스토랑으로 알고 계

A.넷플릭스의 ‘셰프의 테이블’입니다. 음식은 반전 매

미국 LA 식물성 요리전문학교

시지만 저는 채소만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력이 있습니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즐겨 보는 요리책은 무엇인가요?

시카고 대학 비만 연구소 인턴

전) 사찰 음식점 ‘소식’ 운영
<고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공동저자

Q.관능적 비거니즘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르네 레드제피 셰프의 <노마 발효 가이드>입니다. 발

본능을 자극하는 그 무언가에 사람은 설득된다고 생

효 요리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감칠 맛은 발효에서

각합니다. 비건 음식이 윤리적이고 옳고 값이 싸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그 감칠 맛을 많이

설득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사람들의 욕

배우고 있습니다. 또 채소를 발효해서 1년 내내 먹을

망을 얼마나 자극하는가 이것으로 설득된다는 것을

수 있도록 하는 요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알게 되었어요.

Q.좋아하는 와인은 무엇인가요?

Q.비건 라이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요.

내추럴 와인입니다. 천년식향의 모든 음식은 내추럴
와인으로만 페어링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게 먹을 수 없을까

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당에서 된장과 간

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코로나19 이후에 건강

장도 직접 담급니다.

을 더 생각하게 되면 채소 중심적인 음식이 더 발전

Q.자연과 가까워지는 음식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음식입니다. 영어로는

Q.셰프로서의 꿈과 요리 철학을 들려주세요.

Eudaimonic Happiness라고 하는데 정신이 배불러

셰프보다는 철학도로 남고 싶습니다. 셰프는 맛있는

지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배부르면 비만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철학을

과 고혈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입을 먹더

전하는 방식으로 요리라는 언어를 선택했다고 생각

라도 맛있고 좋은 재료로 가치를 담은 음식을 먹으면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재료에

성인병은 예방이 될 겁니다.

2021 JFWF

셰프 이야기

미국의 미쉐린 셰프들도 육류를 메뉴에서 제외하고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Q.좋아하는 제주의 식재료는 어떤 것인가요?
제주에는 정말 신기한 식재료가 많습니다. 제주산 미
역, 비트, 당근, 레몬, 심지어 바나나까지 제주에서 재
배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주 식재료는 제주 바닷바
람을 맞으며 발효한 제주 흑마늘입니다. 제주에서 가
장 매력적이고 관능적인 재료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모든 요리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채수를 만들 때

흑마늘 먹물 파스타

미역과 다시마를 가장 많이 넣습니다. 감칠 맛은 미
역에서 나옵니다.
Q.제주 식재료로 요리한 메뉴를 소개해 주세요.
제주 흑마늘을 사용해서 제주도의 해산물과 바다의
느낌을 내는 먹물 파스타를 개발했습니다.
Q.제주에서 좋아하는 여행지가 있나요?
내추럴 와인을 마시고 조용히 노래를 틀고 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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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진

Q.셰프가 된 계기에 대해 들려주세요.

다. 그 해 작황을 확인하러 가죠. 월동 채소 수확철이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장

가업으로 셰프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1970년부터 도

지금입니다.

도쿄제과학교, 일본과자전문학교 전문가 연수과정 수료

내 대학교에서 요리 교수로 출강하셨고 요리 연구를

이탈리아 A Tavola Con Lo Chef 피자,파스타,리조또 과정 수료

Q.셰프로서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셨죠.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공부

제주 전통 음식 기록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알릴 수

하기 시작해서 셰프가 되었습니다.

있는 제주전통음식박물관을 건립하고 싶습니다.

Q. 어머니도 셰프이시군요?

Q.우리나라 미식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듣고

어머니는 김지순 명인으로, 제주 향토 음식을 연구하

싶습니다.

시는 분입니다. 제주 음식을 연구하면서 문화로 인식

코로나19 이후로 밀키트, HMR, 배달 시장이 커졌습

하기 시작한 계기를 만든 분이죠. 그 전문성과 공로

니다.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안 하게 되었어요. 사 먹

를 인정받아 제주도로부터 제주 향토 음식 명인 1호

는 음식은 요리의 획일화를 가져오죠. MSG에 의지

의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강연도 하

하는 상업용 음식들은 맛의 획일화도 가속화합니다.

고 연구를 하십니다.

미식의 발전은 맛의 다양성 있어야 하는데 유명한 브

Q.양 셰프님의 요리 스타일을 설명해 주세요.

랜드의 맛이 표준화가 되는 트렌드가 우려스럽습니

로컬 푸드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토종 식재료, 재래

다. 셰프들은 맛의 다양성을 추구해주면 좋겠어요.

종 식재료를 사용한 전통 음식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Q.제주 식재료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낭푼밥상 오너셰프

현재 김지순요리제과학원장,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장

Q.식당 이름 낭푼밥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도에서 생산하죠. 우리나라 연간 소비량의 30% 이상

푼이란 밥상에 가운데 놓이는 밥을 담은 큰 그릇입니

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유일한 해

다.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독상 문화이지만 제주에는

양성 기후의 지역입니다. 무, 고구마, 배추… 이름은

겸상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위고하를 막론

같아도 재배 환경에 따라 성질이 육지와 달라서 제주

하고 겸상을 하며 낭푼에 밥을 다같이 퍼담아 먹습니

도 식재료로 요리할 때 제주만의 조리법이 필요할 정

다. 공동체 의식을 담은 낭푼밥상을 식당의 모티브로

도로 일반 레시피로 요리하면 맛을 살리지 못합니다.

삼아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음식을 만

예를 들면 제주도 채소는 수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드는 식당이라는 의미입니다.

화산토라서 물이 빨리 빠지므로 비가 오면 채소가 수

Q.존경하는 셰프는 누구인가요?

분을 적극 저장하기 때문이죠. 수분이 많은 제주 배

물론 어머니 김지순 명인도 존경하지만 학생 시절부

추를 육지식으로 김장하면 맛이 안나요. 바닷물로 사

터 저에게 요리의 기본을 가르쳐 주신 KAL호텔의 정

흘씩 절이는 제주 방식으로 김장해야 맛이 납니다.

한철 셰프님을 존경합니다. 요리사의 표본이었습니

QQ.제주 미식 문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다.

낭푼밥상이라는 일상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두가

Q.즐겨 보는 요리책이 있나요?

함께 똑같이 먹는 공동체 문화가 제주 음식의 특징입

어머니의 기록물을 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작년에

니다. 그래서 제주의 잔치 음식 문화를 유네스코 인

일반 사람들에게 제주 음식을 쉽게 풀어서 소개하는

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식탁>을 직접 출판했습니다. 제주 향토 음식을

Q.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 오랫동안 참가해 오셨

소개하는 책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비매품이 대부분

는데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이라 공공도서관에만 남아 있다 보니 대중에게 알리

2016년 시작할 때부터 사단법인 코리아의 봉사직 이

는 데 한계가 있어서 서점에서도 접할 수 있는 책을

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참가해서 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JFWF는 제주에

Q.식재료 탐방을 간다면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해요. 제주의 음식 행사는 도내

제주도 채소 재배지에 갑니다. 대정읍 사계 모슬포

내부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행사에서는

비행장이 있던 곳에 제주도 모든 채소가 다 있습니

전 세계 셰프들을 초대하고 많은 외국 셰프가 행사에

2021 JFWF

셰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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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합니다. 겨울철 채소들은 거의 대부분 제주

낭푼밥상은 제주 사람들의 일상식을 의미합니다.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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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여 제주식 재료로 요리합니다. 그리고 제주 미
식 문화를 경험하게 하죠. 제주 음식이 전 세계로 알
려지는 계기가 되는 행사입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
인 음식 페스티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Q.제주 외식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코로나19 이후로 전화위복이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의 미식 관광지로서의 인식이 더 올라갔습니
다. 이미 연간 1천5백만 명 이상이 제주를 찾고 있는
데 앞으로 제주도가 동아시아의 인기 관광지로 위상
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의 제주 외식
업계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더욱이 젊은 셰
프들이 제주로 많이 정착하고 있고 제주 식재료로 새
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주가 동아
시아 음식의 메카로 자리잡을 날이 올 것입니다.
Q.오늘의 메뉴를 소개해주세요.
기름국수입니다. 제가 개발하고 이름도 지었습니다.
서민들이 싼 가격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국수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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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 봤죠. 들기름 막국수가 막 인기를 얻던 시기였
어요. 그런데 유행을 쫓아서 만드는 음식이 만연하더
라구요. 자기 철학으로 만드는 요리가 필요하다고 느
꼈어요. 제주는 들기름을 잘 먹지는 않아요. 외할머
니가 소면에 간장과 참기름 넣고 비벼주시던 맛이 생
각나서 이를 모티브로 해서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기름은 스무 가지 이상의 제주 채소를 넣고 뽑았어
요. 외할머니표 간장 소스를 재현했고요. 제주 메밀
로 면을 뽑아서 기름국수가 탄생했습니다. 손님들에
게 평이 좋습니다.
Q.셰프 지망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합니다.
학생 시절에는 테크닉을 배우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데 실력을 뽐내기 위해 만드는 음식은 오래 못가요.
물론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셰프는 조리 기술자가 아
니고 요리 예술가입니다. 먹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으로 요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기름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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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봄

Q.좋아하는 제주 식재료가 있나요?

서울 성북동에서 ‘엄마키친’ 운영

레에스티우란 발렌시아의 언어로 여름을 뜻합니다.

방어철에 제주에 자주 갑니다. 회를 참 좋아하거든

지중해풍의 유러피안스타일 레스토랑 ‘레에스티우’ 오픈

그래서 우리 식당은 항상 초여름처럼 신선하고 푸릇

요. 딱새우, 쥐치, 제주산 전복도 참 좋아해요.

푸릇한 느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우

Q.제주에 가면 좋아하는 여행지가 있나요?

리나라의 다채로운 식재료로 스페인의 싱그러운 초

발렌시아에서 자란 남편 호세와 저는 바다를 참 좋

여름 같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해요. 대평리라는 바닷가에 늘 갑니다. 해변에 돌

Q.셰프가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밖에 없는 정말 한적한 곳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우연히 셰프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잘 하세

서울을 벗어나 낚싯대만 가지고 가서 파도 소리 들으

요. 그래서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는 예

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다 옵니다.

술 전공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시작한 요리가 셰프의

Q.오늘의 요리를 소개해 주세요.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10년 전에 간판도

딱새우가 들어간 지중해풍 먹물밥입니다. 제주 섬의

없이 요리를 연구하는 랩스타일의 작은 식당을 열었

검은 밥(Arroz Negro de Jeju)이라고 제목을 붙여봤

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여행을 좋아해서 식재

어요. 온갖 새우를 사용해 봤는데 딱새우는 비스큐

료 구하러 외국에 자주 나갔어요. 그렇게 구해 온 식

(갑각류에서 나오는 오일)가 정말 황홀합니다. 딱새

재료로 요리를 개발하고 하면서 저에게 요리 소질이

우로 낸 비스큐의 모든 향이 밥알에 코팅이 되는 조

있다는 것을 알았죠. 아버지의 일 때문에 열 살 때 외

리법입니다.

국으로 이민갔고 남미 칠레와 스페인 마드리드, 아스

Q.셰프 지망생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토리아 등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시겠어요?

부모님은 꼭 집에서 한국 음식을 고집하셔서 저는 한

여러 곳을 여행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젊을 때는 많

국의 음식과 남미 음식 그리고 스페인의 지중해풍의

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그 경험이 요리

음식을 다 같이 먹고 자랐죠.

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본인의 요리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요?

Q.좋아하는 와인이 있나요?

식재료에 많이 집착해요. 테크닉은 언제든지 공부하

스페인의 와인 품종 중에 희귀한 것이나 토착 품종을

면서 수준을 올릴 수 있지만 좋은 식재료가 좋은 음

즐겨 마십니다. 요즘은 Tempranillo Peludo(털복숭이

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뗌쁘라니요) 품종을 좋아합니다. 털복숭이라서 부드

Q.존경하는 셰프가 있나요?

러운 실크 느낌이 있고 스페인의 강한 토양에서 자란

한식의 조희숙 셰프님에게서 한식의 기본과 자부심

포도의 맛이 각별하며 제주 흑돼지고기 또는 하몽과

을 배웠어요.

잘 어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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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레에스티우를 소개해주세요

레에스티우 오너셰프

Q.즐겨 보는 요리책이 있나요?
셰프들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Culinary Art>라는 책
입니다. 식재료의 궁합을 정리한 책입니다.
Q.애용하는 조리 도구가 있나요?
빠에야 프라이 팬과 오랫동안 사용한 나무 주걱입니
다. 이 두 가지면 모든 요리를 할 수 있어요.
Q.식재료 탐방을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가요?
터키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향신료가 정말 다양해
요.
Q.셰프로서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의 마지막 날까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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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카덴 오너셰프

Q.셰프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주는 식재료가 풍부하고 자연 풍광이 좋은 곳이죠.

일본 츠지 조리사전문학교 졸업

어머니가 식당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요리를 접했고

Q.제주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 있나요?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호텔외식조리과 특임교수

요리가 친숙했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 후부터 요리를

흑돼지와 해장국을 늘 찾습니다.

제주 우동카덴, 서울 연희동 일식 카덴 오너셰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Q.제주에 오면 꼭 들르는 곳은 어디인가요?

2014~2018년 블루리본 서베이 선정 맛집
2017~2018 미쉐린 가이드 소개

Q.어떤 요리를 추구하시나요?

유튜브 '정호영의 오늘도 요리' 채널 운영

기본적으로 일식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대중적으로

Q.셰프 지망 조리 전공 학생들에게 조언을 부탁합니

즐길 수 있는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Q.존경하는 셰프는 누구인가요?

요리사가 되는 길은 꾸준함을 필요로 합니다. 노력하

일식에는 안효주 셰프님, 양식 박찬일 셰프님, 중식

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이죠. 그러나

이연복 셰프님을 존경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멋진 직업이므로 이

Q.즐겨 보는 요리책이 있나요?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끝까지 하기를 권합니

일본에서 정기구독으로 받아보는 요리책인데 월간

다.

정기간행물입니다. 미식 트렌드와 요즘의 요리들에

Q.식당에 왔던 손님 중 기억에 남는 손님은 누구인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가요?

Q.자신만의 소울푸드가 있나요?

그룹 BTS가 다녀갔습니다.

시장에 가죠. 육지에 없는 생선이 많거든요.

Q.기억에 남는 요리 영화가 있나요?

가 했지만 지금은 그 맛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일본 영화 ‘우동’입니다.

Q.식재료 탐방하러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가요?

Q.좋아하는 와인이 있나요?

스페인입니다. 해산물이 풍부하고 해산물 요리가 발

내추럴 와인을 좋아합니다. 비스트로 카덴에서 음식

달되어 있으니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에 어울리는 내추럴 와인을 내고 있습니다.

Q.애용하는 조리 도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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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평양냉면입니다. 처음 맛보았을 때는 무슨 맛인

아무래도 일식을 하니까 칼이죠.
Q.셰프로서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주도에 식당을 차리는
것이었는데 우동카덴을 오픈하면서 이루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 현지에 식당을 내는 것입니다.
Q.우리나라 미식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주세요.
5~10년 전에 비해 발전했습니다. 요즘은 같은 일식
이라도 전문점으로 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동 전
문, 소바 전문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음식의 질은 숙
제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질 듯합니다.
Q.좋아하는 제주식 재료는 무엇인가요?
제주 고사리를 먹어본 후 고사리가 부드러운 음식이
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은갈치는 다양하게 요리
하는 것이 가능해서 매력적이고요. 최근 은갈치 낚시
를 해 봤는데 선상에서 맛본 은갈치회 식감이 남달랐
던 기억이 납니다.
Q.셰프에게 제주란 어떤 곳인가요?
제주는 예비 장인 장모님에게 인사드리러 올 때 처음
와봤습니다. 저에게 제주도는 처갓집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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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숙

Q.현재 우리나라 미식업계에서 한식의 대모로 인정

은갈치는 제주에서만 얻는 식재료인데 예전에는 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신

받고 있는데 요리 철학이 궁금합니다.

생선 취급을 받았어요. 지금은 고급 생선이 되었죠.

라호텔 근무

음식은 늘 변화하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지만 변하

제주에서는 미역국을 끓일 때 생선을 많이 써요. 오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저 총주방장 근무

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만의 색깔과 고유함이에요.

늘 고급 요리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밭작물로는 메

이것을 잘 다듬어 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밀이 많이 나오죠. 메밀 수제비라는 제주 음식과 은

최고의 여성셰프’ 수상

Q.늘 가까이 두고 보는 요리책이 있나요?

갈치 미역국을 조합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본 것

2019년, 2020년 한식공간 미쉐린 1스타

작고하신 황혜성 선생님이 궁중 음식에 관해 정리하

입니다, 저배기는 제주말로 수제비를 뜻하죠.

신 책들과 강인희 선생님의 사대부집 음식을 주로 소

Q.식재료 탐방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개하는 <한국의 맛> 책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 책들

전국 오일장 지도를 들고 장이 열리는 날짜에 따라

에 나오는 요리 방법을 내 나름으로 재해석을 하기도

전국을 다니고 싶어요. 당연히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

하는데 본질은 유지하되 요즘 시대에 맞는 음식을 해

포시 오일장도 포함이지요.

나가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Q.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 여러 해 참가하고 계

(전)한식공간 오너셰프

(전)우송대학교 교수
2020년 ASIA’s 50 BEST RESTAURANT AWARD 선정 ‘아시아

2021년 미쉐린 서울 멘토 셰프 어워드 수상

Q.자신만의 소울푸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시죠. 소감을 듣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계절마다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가 있

를 가지고 삭혀서 만들었던 감태지라는 것이 있어요.

는데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주푸드앤와인페스

익어가면서 나오는 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맛도 맛

티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마다 꾸준히 키우고 지

이지만 그 향까지 그립습니다.

켜가는 것을 보면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해 나가는

Q.가장 좋아하는 조리 도구는 무엇인가요?

것이 놀랍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한식 요리는 양식이나 일식에 비해 조리 기계나 특별

를 바랍니다.

한 도구로 요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주로 손을

Q.셰프 지망생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려요.

이용하거나 좋은 칼로 정교하게 썰고 하는 조리가 많

왜 셰프가 되려고 하는지 반문해 보기를 권해요. 자기

습니다. 잘 다듬어진 칼을 좋아합니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셰프

Q.가장 좋아하는 식재료는 무엇인가요?

라는 업에 대해 스스로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식재료가 요리의 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Q.외국에서 셰프들이 한국에 오면 꼭 조희숙 셰프님

봄에 한겨울을 견디고 나온 30~40가지 나물들을 보

을 만나러 오는 이유가 뭔가요?

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나물로 풀어낼

제가 여러 기회에 외국에 소개되곤 하니 그런 것 같

수 있는 음식들이 무궁무진해요. 재료를 보면 도전

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도 있는 같은 종류의 식

의식이 생기는 게 셰프잖아요. 작년과 다른 올해 봄

재료인데 어떻게 다른 맛을 내는지를 알고 싶어서 오

나물은 어떤 음식으로 풀어내 볼 수 있을까 하는 기

더라구요. 저는 그저 한국의 전통 레시피로 요리할

대도 하게 되니 저에게는 봄나물이 가장 즐겨 쓰고

뿐인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더군요.

2021 JFWF

셰프 이야기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 주셨던 바다에서 나오는 감태

좋아하는 재료입니다.
Q.제주 식재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주가 섬이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흙은 화산토이
기 때문에 수분이 많고 조직이 부드럽고 단맛이 많아
요. 제주 식재료의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요리 구성
을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요리가 많습니다. 제주는
설화도 많고 숨겨진 이야기가 많아서 그것과 함께 음
식을 공부하다 보면 제주가 더욱 흥미롭습니다.
Q.오늘의 메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은갈치 메밀 저배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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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갈치 메밀 저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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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생
제주요리공모전
SCO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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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 대학생 제주 요리 공모전
STUDENT CHEF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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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 on the Next Level
재료 흑돼지 오겹살 300g, 돼지고기 사태 200g, 보
리 500g, 참나물 500g, 부추, 150g, 양파 1개, 마
늘 20개, 대파 1개, 사과 1개, 버터 100g, 갈치속젓
20g, 할라피뇨 50g, 월계수잎 10g, 된장 100g, 맛
술 50ml, 소주 50ml, 페퍼론치노 10g, 통후추 50g,
소금 50g, 설탕 50g, 참기름 10ml, 통깨 50g, 식초
5ml, 고춧가루 10g

만드는 법
과, 마늘, 대파, 통후추, 소금, 된장, 월계수잎, 맛술,
소주를 넣어 돼지고기 수육을 만듭니다. 참나물을 데
쳐서 굵게 다지고 할라피뇨, 마늘, 소금, 통깨와 함께

고종환
2021 SCOTY 참가소감

듭니다. 보리는 물과 1:1 비율로 끓여서 물이 거의

“학교 단톡방에 대회 공지가 올라왔고, 관심

설탕, 참기름, 고춧가루로 부추무침 양념장을 만듭니
다. 고기가 다 익어갈 때쯤 부추를 무칩니다. 그 후에
접시에 보리를 담고 그 위에 참나물 페스토를 올리고
그 위에 부추 무침을 올립니다. 고기가 다 익으면 한
쪽에 빼놓고 육수는 체와 면보를 이용해 맑게 거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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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조리학과 2학년

갈고 갈치속젓으로 간을 맞추어 참나물 페스토를 만
다 사라지면 버터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식초, 소금,

밥 대신 보리, 다대기 대신 참나물 페스토를 이용하여
국밥의 국과 밥을 눈으로 따로 즐기고
입으로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리조또 스타일의 국밥

한국관광대학교
2021 JFWF

SCOTY 2021

냄비에 오겹살과 사태가 잠기게 물을 넣고 양파, 사

있게 지켜보던 페스티벌이어서 지원해서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
이고요, 내일 대회가 아주 즐거울 것 같아서
대회가 있다는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공항에
서부터 매우 들떠서 왔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다. 고기를 보기 좋게 잘라 부추 옆에 놓고 육수를 조

나온 김밥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먹어서 기

심스럽게 붓습니다. 고기 위에 페퍼론치노, 부추 위

분이 좋습니다. 내일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

에 통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다음 해 출연자, 다음엔 나올지 말지 고민하
는 사람들도 축제를 즐긴다는 마음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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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크러스트 흑돼지 목살과
표고버섯 크림소스
재료 흑돼지 목살 200g, 깻잎 30g, 부추 30g, 청
양고추 10g, 마늘 12개, 빵가루 100g, 파르미지아
노 100g, 디죵 머스타드 30g, 샬롯 2개, 표고버섯
150g, 파슬리 10g, 타임 10g, 화이트 와인 40ml, 레
드 와인 40ml, 생크림 200ml, 통마늘 1개, 단호박 1
개, 방울토마토 4개, 소금 50g, 후추 10g, 버터 50g

만드는 법
목살의 물기를 제거하고 오일을 두른 팬에 처음부터
워지는 동안 허브 크러스트를 만듭니다. 부추, 깻잎,
통마늘, 청양고추, 빵가루, 파르미지아노 치즈, 올리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조리학과 1학년
김영민

브 오일을 믹서에 넣어 갈아 허브 크러스트를 만듭니
다. 구워진 목살에 디죵 머스타드를 바르고 허브 크

2021 SCOTY 참가소감

러스트를 입혀 200도 오븐에 5분 조리합니다. 샬롯

“학교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제주도

은 Chop하고, 마늘과 표고버섯은 Slice합니다. 파슬
리와 타임을 Chop합니다. 팬을 달구고 버터 2T, 올
리브 오일 1T를 넣어 녹여줍니다. 마늘과 샬롯을 넣
어 30초 조리합니다. 표고버섯을 넣어 섞어 6분 조
리합니다. 소금 간을 하고 화이트 와인 2T를 넣고 1
분 조리합니다. 파슬리와 타임을 넣어 섞습니다. 생

2021 JFWF

SCOTY 2021

올려 약불로 4분, 중불로 2분 조리합니다. 목살이 구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흥미가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좋아
서 들떠있는 상태고요, 아침에 지각해서 기
분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
다. 내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참가자들

크림을 넣어 섞어주고 알맞은 농도가 될 때까지 끓여

에게 한마디 드리자면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

완성합니다. 통마늘 뿌리를 자르고 끓는 물에 3분 데

러 대회에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쳐줍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팬에 버터 1T를 녹여 구
제주 식재료로 양식과 한식이 만나 조화를 이룬
흑돼지 요리

워줍니다. 단호박을 깨끗하게 씻어 갈라 꼭지를 제거
후 알맞은 크기로 잘라 팬에 버터 1T를 녹여 구워줍
니다. 이때 소금을 살짝 뿌립니다. 방울토마토 꼭지
를 제거하고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 소금,
후추 간을 하고 구워줍니다. 마지막에 레드 와인을
소량 넣어 향을 입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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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물회
재료 광어 필렛 150g, 딜 20g, 바질 50g, 레몬 1개,
라임 1개, 꿀 15g, 올리브 오일 140g, 무 200g, 방울
토마토 2kg, 블랙 올리브 3개, 리코타 치즈 100g, 생
크림 50g, 딜꽃 5g, 만가닥버섯 30g, 우드소렐 5g,
땅콩 10g, 물 50ml, 화이트 와인 식초 50ml, 피클링
스파이스 7g, 소금 130g, 설탕 150g, 얼음 1kg

만드는 법
소금, 설탕, 레몬 제스트, 딜, 바질을 섞어서 광어 몸
렌더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곱게 갈아주고 면보에 걸
러서 토마토 콩소메를 만듭니다. 무는 얇게 채 썰어

호텔조리과 2학년
김하늘

무갱을 만들고 소금, 설탕, 물에 살짝 절여줍니다. 라
임, 레몬, 꿀, 오일로 레몬 드레싱을 만들고 방울토마

2021 SCOTY 참가소감

토를 웨지컷해서 버무려 놓습니다. 소금, 설탕, 화이

“대회를 알게 된 작년에 출전했다가 아쉽게

트 와인 식초, 피클링 스파이스를 섞어서 한번 끓이

우승을 못 해서 이번 연도에 또 열린다는 것

고 끓으면 불을 끄고 만가닥버섯 머리 부분을 넣어서
피클링합니다. 오일을 50도로 데친 후, 딜과 바질, 소
금을 넣고 블렌더에 곱게 갈아주고 체에 걸러 허브
오일을 만듭니다. 리코타 치즈에 생크림을 섞어서 리
코타 치즈 크림소스를 만듭니다. 블랙 올리브는 슬라

2021 JFWF

SCOTY 2021

통 살에 골고루 바르고 랩으로 감싸 절여줍니다. 블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알고 나서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붙을 줄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와서 이번엔 좀 제대로 해서 우승을 하
고 싶습니다. 일단 지원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스해서 준비합니다. 우드소렐과 딜꽃은 얼음물에

저는 대개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

담가 생생하게 준비하고 플레이팅합니다.

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접수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회를 오마주하여
새로운 요리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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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가을
재료 오리 가슴살 3개, 메이플 시럽 6T, 비트 90g,
양파 1개, 생크림 500ml, 코코아 파우더 3T, 감자 2
개, 비타민 채소 3개, 버터 2T, 미니 단호박 1개, 소
금, 후추

만드는 법
오리 가슴살에 칼집을 내주고 소금, 후추 간을 한 뒤
약불에 올려줍니다. 다 익으면 메이플 시럽을 껍질
에 바른 뒤, 오븐에서 색이 나도록 굽습니다. 양파를
니다. 생크림을 넣어 끓여주고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코코아 파우더를 넣으면서 맛을 조절합니다. 올리뱃

호텔조리과 2학년
서성빈

또 모양으로 깎아줍니다. 소금물에 삶은 뒤, 팬에서
소금과 후추를 곁들여 마무리합니다. 얇게 반달 모양

2021 SCOTY 참가소감

으로 썰어서 오리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작년에 아쉽게 우승을 못 해서 올해 다시 한

2021 JFWF

SCOTY 2021

버터에 볶은 뒤, 다이스로 썬 비트를 같이 조금 볶습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번 도전해보려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
울에서 제주도까지 멀리 왔기 때문에 내일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기분으로 돌아갔으
면 합니다. 이 대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
하게 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메이플 시럽 향이 살아있는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와
제주 비트를 활용해서 달달하면서
기름진 맛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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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곁들인 냉 파스타
재료 광어 50g, 뿔소라 2개, 감귤 10개, 마늘 3개,
방울토마토 50g, 적양파 1/4개, 블랙 올리브 20g, 푸
른콩 20g, 메밀쌀 10g, 파마산 치즈 50g, 올리브유
100ml, 꿀 100g, 식초 50ml, 쯔유 60ml, 소금 10g,
설탕 100g, 식용유 200ml, 카펠리니 100g, 후추가루
5g, 딜 5g, 레몬 1/2개

만드는 법
귤 절반은 껍질을 제거 후 과육을 갈아서 체에 내려
씻어 슬라이스해줍니다. 귤 슬라이스와 귤즙과 꿀을
동일 비율로 넣고 위에 설탕을 올려 귤청을 만듭니

호텔조리과 1학년
신소희 ★ 2021 올해의 학생셰프

다. 마늘과 딜은 곱게 다져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반
으로 썰어줍니다. 블랙 올리브는 슬라이스하고 적양

2021 SCOTY 참가소감

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채 썰어줍니다. 다진 마늘과

“학교 공문을 통해 대회를 알게 되었는데 제

올리브유, 식초, 쯔유, 소금, 귤 청, 레몬즙, 다진 딜을

주도와 관련된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

넣고 잘 섞어서 준비합니다. 카펠리니는 끓는 물에
삶은 뒤 찬물에 헹궈주고 올리브유, 소금, 후추로 밑
간을 합니다. 뿔소라는 삶아준 뒤 얇게 슬라이스해줍
니다. 광어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 소금, 후추 뿌려준
뒤 구워줍니다. 메밀쌀은 튀겨서 한 김 식힌 후 준비

2021 JF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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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베이킹 소다로 깨끗하게

한국관광대학교

든다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제
주도라는 느낌을 한 접시만으로 표현할 수 있
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고 설
레고 빨리 하고 싶어요.”

합니다. 접시에 면과 준비한 재료를 올려 마무리합니
다.

2021 SCOTY 대상 수상 소감
“일단은 제가 1등 할 줄 몰랐고 이렇게 좋은

제주 소스(귤, 딜)의 맛과 광어와 뿔소라를 곁들인
냉 파스타. 제주도의 맑고 푸른 느낌,
산뜻한 느낌을 강조
2021 SCOTY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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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과 제주도에서 요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
니다. 멋진 심사위원분들에게 좋은 평가 받아
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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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시 감귤망고 쳐트니 소스를
곁들인 말고기 꼬치
재료 구이용 말고기 300g, 양파 100g, 빨강 파프리
카 1개, 피망 1개, 파인애플 캔 200g, 애플망고 1개,
감귤 300g, 레몬 1개, 꿀 30g, 마늘 10g, 허브믹스
30g, 스파이스 시즈닝 10g, 식용유 50g, 화이트 와
인 비네거 20g, 소금 5g, 후추 2g, 설탕 50g

만드는 법
큐브 사이즈 말고기에 올리브 오일, 허브, 후추, 소
금, 스파이시 시즈닝을 넣고 마리네이드 합니다. 양
마리네이드한 말고기와 준비된 야채를 교차하면서
꼬치에 꽂습니다. 애플망고를 스몰 다이스 컷 해줍니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2학년
어로니 누지하트아민

다. 귤을 컷팅합니다. 식초, 올리브 오일, 레드 페퍼
파우더, 설탕, 허브, 간마늘, 꿀, 소금, 후추를 넣고 믹

2021 SCOTY 참가소감

스합니다.

“저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SCOTY에 참여하

2021 JF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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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파프리카를 큐브 사이즈로 커팅합니다. 10분 후

는 것이 제 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
리하고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SCOTY 관계자
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여정과 경험의
일부가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많은 것을 배웠
감귤즙에 마리네이드한 말고기 꼬치구이와 방글라데시 스타일의 스파이시 망고 쳐트니 소스에
제주 감귤과 애플망고의 상큼한 향과 달콤한 맛을 더한
이국적인 요소가 가미된 요리
2021 SCOTY 우수상

126

습니다. 저에게 큰 기회를 주시고 지지해주셔
서 감사합니다.”
“My dream is to be a chef. Participating in SCOTY is my
first step toward my dreams. Anyone can cook, I believe.
but cooking and joining art is to be a chef which is being
an artist. So I'm very grateful and thankful to SCOTY for
giving me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this competition. I'm
really thankful to be a part of this journey and experience.
I got a lot of experience from here and got to learn a lot.
Thank you. Thank you for supporting and giving me a great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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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을 피우다
재료 라이스 페이퍼 5장, 카놀라유 적당량, 베이킹
소다 적당량, 크림치즈 300g, 생크림(앨르앤비르)
300g, 설탕 500g, 감귤 6개, 감귤 분말 적당량, 레몬
즙 적당량, 화이트 코팅 초콜릿 150g, 다크 코팅 초
콜릿 200g, 식용 꽃 1팩, 땅콩 100g, 얼음 적당량

만드는 법
두 장의 라이스 페이퍼를 잘게 잘라 튀겨주고 나머
지 라이스 페이퍼는 넓게 튀겨 기름을 제거해둡니다.
게 잘라주고 과육은 잘라서 설탕과 같이 끓여 농도를
잡고 레몬즙으로 상큼한 맛을 내줍니다. 화이트 초콜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호텔제과제빵과 2학년
오아연

릿을 중탕해 감귤 분말을 섞어준 후에 라이스 페이
퍼 크럼을 섞어서 크런치를 만든 후 틀에 넣어 모양

2021 SCOTY 참가소감

을 잡아주고 굳힙니다. 크림 치즈를 풀어준 다음 설

“같은 학교 재학생이 참가하는 거 보고 관심

탕, 감귤 제스트를 넣어 섞어주고 생크림으로 텍스쳐
를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감귤 크런치 위에 치즈 크
림을 짜주고 감귤 콩포트를 올려줍니다. 땅콩을 다져
크럼을 만들고 감귤슬라이스, 라이스 페이퍼, 생크림
과 함께 플레이팅을 잡습니다. 데코는 얼음물 위에서
만든 다크 초콜릿 나뭇가지 장식과 식용 꽃으로 마무
리합니다.

2021 JF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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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을 베이킹 소다로 깔끔하게 씻은 후 껍질을 잘

이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떨리
는 상태이고 이왕 참가한 거 좀 입상해서 좋은
결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양한 기회에 좋
은 결과를 얻는 건 자신의 몫이지만 조금 자신
있게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갔으면 좋겠
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제주 감귤을 활용한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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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조 비빔 쌀국수
재료 흑돼지 다진 고기 300g, 새우 200g, 달걀 2개,
고구마 200g, 쪽파 150g, 표고버섯 100g, 목이버섯
80g, 당근 1개, 라이스 페이퍼 1팩, 쌀면 500g, 구운
땅콩 100g, 상추 400g, 오이 4개, 마늘 100g, 홍고
추 100g

만드는 법
먼저 새우를 씻고 껍질을 벗기고 머리를 제거하고
다집니다. 고구마와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씻어서 얇
담근 다음에 다집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씻은 다음
에 다집니다. 마늘과 홍고추도 다져줍니다. 큰 그릇

조리서비스경영학과 3학년
원딘두이

에다가 다진 흑돼지고기, 새우, 계란, 고구마, 쪽파,
표고버섯, 목이버섯, 당근을 넣습니다. 소금, 설탕,

2021 SCOTY 참가소감

후추, 미원, 식용유 등의 양념을 넣고 잘 섞어 소를

“학과에 공지 사항에 올라와서 관심을 두고

만듭니다. 다음으로 평평한 면에 짜조용 라이스 페이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온

퍼를 깔고 가운데에 소를 조금 넣고 말아줍니다. 프
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넣고 중불로 짜조를 황금색
이 나올 때까지 튀겨줍니다. 강불로 6~7분에 쌀면
을 말랑말랑 상태가 될 때까지 끓어줍니다. 작은 그

2021 JF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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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썰어줍니다. 목이버섯은 부드러워질 때까지 물에

경희대학교

지 4년 반이 넘었는데 제주는 이번에는 처음
이라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릇에다가 설탕, 다진 마늘, 다진 홍고추, 피쉬 소스,
식초, 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큰 그릇에다가 쌀면,
짜조, 야채, 땅콩을 넣고 매운 소스와 함께 즐깁니다.

쌀면과 바삭한 짜조,
신선한 야채에 매운 소스를 곁들여 먹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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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몰라타를 곁들인
광어구이와 채소샐러드
재료 광어 100g, 양파 100g, 파프리카 50g, 브로콜
리 30g, 방울토마토 30g, 케이퍼 10g, 그린 올리브
10g, 마늘 5g, 파슬리 30g, 고수 30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00g, 올리브 오일 100g, 라임 2개, 소
금, 후추

만드는 법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파를 먹기 좋게 잘라 한번 데
쳐줍니다. 방울토마토를 콩카세해서 3등분으로 잘라
채소와 다진 재료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합니다.
파슬리와 고수도 곱게 다져줍니다. 파슬리를 넣고 라

청운대학교
호텔조리식당경영학과 4학년
임진혁

임 주스 올리브 오일을 넣어 샐러드를 만듭니다. 고
수, 파슬리, 마늘찹, 라임 제스트, 라임 주스, 엑스트

2021 SCOTY 참가소감

라 버진 오일 소금, 후추를 넣고 그라몰라타를 만들

“제주도에 꿈이 있어서 요리를 증명받고 싶어

어 줍니다. 광어에 시즈닝을 한 뒤에 껍질과 살이 색
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광어 살에 그라몰라타
를 바릅니다. 접시에 샐러드를 놓고, 그 위에 광어를
올려 준 뒤 허브로 마무리합니다.

2021 JF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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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니다. 올리브, 케이퍼, 마늘, 양파를 곱게 다집니다.

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요
리 대회를 하는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
고요, 성실히 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하
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진다는
것을 두고 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
안하게 즐기시는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제주도

잘 익은 광어구이와 새콤함과 허브향이 있는
그라몰라타
2021 SCOTY 최우수상

의 바다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2021 SCOTY 최우수상 수상 소감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큰 상을 받아서 정말
좋았고요.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또 심사위원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
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추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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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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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푸드앤
와인페스티벌의
지난 6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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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WF 지난 6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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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지난 6년과 미래

사단법인으로 미식 관광 발전에 기여
사단법인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민간과 정부 그리고 기업인들의
노력을 담아내는 비영리 사회 공헌 기구로서 2016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써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을 기획하고 개최해 오고 있
습니다.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하 JFWF)은 제주에서 열리는 미식 축
제로 기획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 중의 하나이며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로
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미식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에 적
합한 곳입니다.
JFWF는 세 가지 사명(Mission)을 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제주 청
정 자연의 식재료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둘째, 제주에 새로운 미식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셋째, 미래 셰프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사단법인과 제
주관광공사, 제주한라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도

2021 JFWF

JFWF�지난�6년과�미래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취지에 공감하여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예산 지
출처: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2019)

민과 관광객이 축제의 여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습니다.

미식 관광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
세계적으로 자원 부국들과 비교하여 열세인 우리나라는 미래 발전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각국의 관광산업이 자국의 국내총생산
(GDP)에 기여하는 비중을 통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COVID-19이 발병
하기 전인 2019년 세계 200개국의 평균은 10.4%이었고, 그리스(21.2%),
중국(10.9%), 미국(7.8%), 일본(7.5%) 등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관광산업의 GDP기여도는 2.8%로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서 육성의
필요성과 발전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객들은 현지의 음
식을 통해 방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미식산업
과 접목시켜 미식관광산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식관광산
업의 육성은 민간, 정부 그리고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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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주요 행사

제주고메위크 맛집 200

JFWF의 주요 행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제

제주도 지역 식당, 카페, 바 등이 참가하는데 제주도 전역에서 펼

주도 맛집이 참여하는 제주고메위크이고 둘째, 전 세계 셰프 초청

쳐지는 행사이며 2016년 첫 해에는 50곳이 참여했고 2020년부터

행사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음식 축제들도 유사합니다. 개최 지역

200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맛집은 각종 인터넷매체에 평가가 좋

식당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외부의 유명 셰프나 미

은 식당들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리고 제주도 각 분야 전문

식산업 전문가를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활발합니다. JFWF에는 한

가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여 추천을 거쳐 200곳을 선정합니다.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 미래 셰프 인재 육성 행사

물론 제주 대표 맛집들은 제주산 식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곳

입니다. 셰프를 꿈꾸는 학생들이 요리 역량을 뽐내고 마스터셰프

만을 선정합니다. JFWF 행사 기간 이 맛집을 방문하면 특별한 혜

들이 심사하여 격려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운영하는 미식 축제는 JFWF가 유일합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매
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맛집을 선정하거나 행사를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
다만 단지 맛집 선정 발표만 하거나 행사만 하거나 둘 중의 한 가
지 형태입니다. 선정과 행사를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는 JFW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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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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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셰프는
음식 문화 홍보대사
유네스코(UNESCO) ‘미식(Gastronomy)’ 분

JFWF의 세프 초청 행사는 유네스코 Chef

야 창의 도시(Creative City)는 전 세계에

Ambassador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의도를

서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포파얀(콜롬비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셰프를 제주로 초청

2005년), 청두(중국, 2010년), 오스터순드(스

하여 제주의 식재료를 경험하게 하고 그 재료

웨덴, 201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나라 전

로 제주 셰프와 어울려 요리를 선보이면 관광

주가 미식 창의 도시(2012년)에 이름을 올렸

객은 제주의 미식을 다채롭게 즐기게 됩니다.

고 2021년에는 강릉이 예비 후보 도시로 인정

이것은 제주를 동아시아 미식의 중심 도시로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JFWF의 비전을 실
천하는 행사입니다.

선정 기준은 유명 화려한 음식을 많이 보유했
2016년 제1회 행사 이래로 매년 20여 명의 글

환경에서 자란 식재료를 가지고 그 지역 고유

로벌 마스터셰프가 제주에 모여 제주를 경험

의 문화로 정착한 미식 문화를 보유한 곳이어

합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2020년 이후로는

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셰프의 방문이 제한적이라 아쉬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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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자연

데 지금까지 70여 명의 외국 셰프가 제주에
제주는 청정 식재료가 충분하고 섬 고유의 공

다녀갔습니다.

동체 문화로 빚어낸 낭푼밥상이라는 미식을
갖고 있는 곳이기에 그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주를 찾은 외국 셰프들은 한결같이 제주의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노력이 조금이나

독특한 음식과 문화를 즐겼고 자국에 돌아가

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실제로 제주의

서 그들 식당의 새로운 메뉴에 제주의 영감을

뜻있는 미식 분야 관계자들이 유네스코 미식

담아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와이의 알란 웡

창의 도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셰프는 우리나라 장류(된장,고추장)를 스테이
크 요리에 곁들이고 폴란드의 알렉산더 바론

140

유네스코는 미식 창의 도시로 선정된 곳에

셰프는 발효 음식 특히 김치에 열광하여 다양

서 지역 셰프를 Chef Ambassador 위촉하

한 김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재니

여 그들이 전 세계 음식을 소개하는 홍보대사

스 웡 페스트리 셰프는 제주도 푸른 콩 된장을

로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미식 문화를 알리

담그는 체험을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

는 최전선에는 셰프가 있습니다. 2017년 선정

다. 해녀의 물질을 함께 해 본 외국 셰프들은

된 미국의 샌 안토니오 시를 대표하는 Kelly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Daughety 셰프를 비롯 총 여섯 명의 셰프 홍

JFWF를 통해 제주를 찾은 외국 셰프들은 제

보대사가 2021년~2023년 동안 활동하고 있

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미식 문화 홍보대사입

습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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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재 셰프 지망 대학생들의 활약
하와이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지역 셰프 지망 대학생들의 자원
봉사를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Kapi
‘olani Community College의 Culinary Arts Program은 이 행
사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유명 셰프들의 조리를 지원하면서 배우는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JFWF도 미래 미식관광산업의 주인공이 될 셰프 인재의 육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1회 행사 때부터 제주 지역의 호
텔 조리 전공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는 제주도에서 매년 지속하
는 유일한 유명 셰프 요리 체험 행사 기회입니다. 수십 명에 이르
는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제주한라대학교는 본 취지에 공감
다.
조리 전공 대학생들은 행사 기간 전 세계에서 온 마스터셰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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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2회 행사부터는 공동 주관 기관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

함께 요리합니다. 수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마스터셰프의 요리
철학, 식재료를 다루는 솜씨, 조리 비법, 플레이팅 그리고 마스터
셰프와 수셰프팀을 보면서 그 나라 식당 주방의 분위기까지 익히
는 기회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첫 해에 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그들의 경험이 소문이 난 뒤부터는 자원
봉사 경쟁률도 높아졌고 이에 호응하여 주최 측에서는 학생 참여
를 늘려서 매년 80여 명의 학생 셰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참여한 후 자극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두바이, 독일,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전 세계로 유학과 취업의 도전을 하여
2016년 첫 해 네 명이 외국에 나간 이후 지금까지 20여 명의 학생
이 글로벌 셰프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 셰프로 인연을 맺
은 이들이 성장하여 언젠가 JFWF의 초대를 받고 마스터셰프로
참가하여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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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생제주요리공모전
(SCOTY; Student Chef Of The Year)
미국조리협회(American Culinary Federation,ACF)는 조리산업
의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시작된
ACF Student Chef of the Year Award는 매년 미국 전역에서
지역별 한 명의 학생요리왕을 선발합니다. 중부, 서부, 동부, 남
부, 군인의 5개 분야에서 선발합니다. 이들은 미래 미국 미식관광
산업을 이끄는 인재입니다.
JFWF도 2016년 첫 해부터 대학생 요리 경연을 열고 있습니
다. 처음에는 제주 지역 학생들의 경연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행사 명칭도 전국대학생제주요리공모전
(Student Chef Of The Year, SCOTY)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
포함해야 합니다.
감염병으로 대면 수업을 못하는 제약 속에서 실습이 중요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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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JFWF의 사명을 준수하여 요리는 반드시 제주 식재료를

의 조리 전공 대학생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마스터셰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현장지도하
고 학생들은 참가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소감을 말하는
모습은 이 행사를 개최하는 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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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셰프 인재 장학금 조성
셰프의 역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
대상을 반영하여 미국 명문 요리학교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CIA) 산하의 Strategic Initiatives Group(SIG)은 미
래 미식산업의 주인공 셰프에게 요구되는 인재상을 교육하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앤 맥브라이드(Anne McBride)
박사는 SIG의 편집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셰프업계의 아카데미
상격인 제임스 비어드 상을 수여하는 제임스 비어드 재단 부사
장으로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를 빌리자면 1960년대까지 셰프
는 주방(Kitchen)에 있었지만 1970~80년대에 들어 홀(Hall)로
나오면서 식당 경영자가 되었고 1990년대 이후 방송 프로그램
을 통해 대중의 명사(Celebrity)로 진화하여 셰프가 사회에 끼
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셰프는 요리의 철학을 갖
료의 조달 과정도 책임지고 다양한 문화권의 미식 전통을 연구
하여 세계인의 입맛에 호응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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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은 기본이고 환경친화적인 식재

가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JFWF의 미래 셰프 장학금 조성은 이제 시작이지만 미래 사회
의 리더 그룹의 일원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지속해 나가야
할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는 전 세계로 열린 섬이지만
섬에서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직 외부로부터의 경험
전수가 필요합니다. JFWF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육하는 학교
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가 출범한 2016년
부터 매년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뜻에 공감한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은 매년 같은 금액
으로 함께 장학금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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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과 문화의 콜라보레이션
관광은 음식이 함께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 축제에는 관광이
빠질 수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즐기거나 혹은 다양한 문화프
로그램이 곁들여지면 음식 축제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유명 미식 축제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발리의 우붓푸드페스티벌
(UBUD Food Festival)은 수십 명의 강연자를 초대합니다. 푸드
칼럼니스트, 언론인, 예술가, 미식관광 행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식의 트렌드를 짚어보는 세미나와 강연이 열립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유명 관광지 발리에서 동남아 특유의 미식 체험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입니다.
JFWF도 미식과 문화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술과 미식
제주 해녀를 사랑하고 행복을 그리는 화가 스페인의 에바 알머슨
(Eva Armisen)의 제주와 행복을 주제로 한 다양한 그림 전시회
를 열었고 행사 참가 셰프들이 직접 만든 제주 과일 쿠키의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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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남(ART X GOURMET)은 특별합니다. 본태박물관에서는

보레이션 행사는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음악과 미식의 만남(MUSIC X GOURMET)은 가든디너와 갈라디
너에서 프로그램 in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첫 해 하와이 춤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하와이 도의회 의원이 직접 제주에 와서 춤
공연을 함께 한 것을 시작으로 가수 윤종신, 기타리스트 이병우,
팝페라 듀오 휴, 아카펠라그룹 다이아, 제주밴드, 제주 가야금 연
주단, 제주대학교 성악가 등등 매년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 공연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와 그가 추진하는 글로
벌 평화연주프로젝트를 제주에서 함께 하려다가 일정이 안 맞아
실현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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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Event 가든디너 (Garden Dinner)
전 세계 유수의 미식 축제 중에는 페스티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사(Signature Event)가 있습니다. 호주 멜번푸드앤와인페스티
벌(Melbourn Food & Wine Festival)은 Longest Lunch라는 행
사가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JFWF는 가든디너(Garden Dinner)가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제
주도 푸르름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 잔디공원에서 개최하고 전 세
계 15명 내외의 셰프가 제주 식재료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입니다. 고기류, 생선류, 야채류,
디저트류 등 종류도 안배합니다. 제주 전통주와 세계 각국의 와인
도 곁들여집니다. 제주 과일로 만드는 믹솔로지스트의 칵테일도
매력적입니다.

니다. 다양한 음악 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가든디
너 행사에는 셰프마다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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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백여 명의 도민과 관광객이 참가하여 맛과 분위기를 즐깁

조리하고 플레이팅을 합니다. 조리팀으로는 마스터셰프와 수셰프
를 비롯 학생 셰프들이 함께 합니다.
모든 셰프가 7백 명이 맛볼 음식을 핑거푸드 스타일로 준비하므
로 참가 셰프들의 음식 접시를 모두 합치면 약 1만 개의 음식을 담
은 접시가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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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밤 갈라디너(Gala Dinner)
하와이푸드앤와인페스티벌(Hawaii Food & Wine Festival)은 하
와이 지역 사회의 기관, 기업 및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을 받아
운영합니다. 매년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열리는 후원의
밤 갈라디너(Gala Dinner)입니다. 후원자들이 기꺼이 참가하여
행사를 축하하는 자리이며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 공감
하는 사람들 간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JFWF도 제주 지방정부와 다양한 기관, 기업 및 기업인들의 후원
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갈라디너는 후원기관과 후원인들이 행
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매우 명망있는 셰
프들이 초대되어 각 셰프가 한가지 플레이트를 담당하면서 총 여
섯 코스의 멋진 요리를 선보입니다.

석하여 글로벌 미식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전 행사
기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셰프들도 모이고 학생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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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제주 관련 외교 사절도 참

와 모든 행사 스태프도 모여서 함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특히
열흘 간의 행사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할 때는 모두들 행사의 다
채로움에 놀랍니다.
주관하는 사단법인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이 자리에서 항
상 더 발전하는 행사를 기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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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후원의 힘
이러한 행사는 지방정부, 지역 사회, 기관, 기업 및 민간의 협력과
후원이 없다면 지속하기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유럽에서 유명한 Taste of London 축제는 지역 사회의 식당, 기
업 및 심지어는 전 세계 외국 기업들도 영국과 인연을 맺고 있다
는 이유로 후원에 이름을 올립니다. 호주 멜번푸드앤와인페스티
벌(MFWF)은 멜번은행과 멜번 시가 대표적인 후원자이며 빅토리
아 주 전역의 수백 개 식당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음식 축제로 대표적인 행사는 하와이푸드앤와인페스티
벌(HFWF)과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FWF)을 들 수 있습니
다. HFWF는 하와이안 항공사, 마스터카드사가 오랜 후원자입
을 약속하고 있으며 그렇게 마련한 펀드는 하와이 농업과 미식연
합(Hawaii Agricultural Culinary Alliance)의 사업 목적에 따라
지역 사회에 다시 기부로 환원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지난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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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밖에도 매년 200명 이상의 기업, 일반 후원자들이 후원

간 누적으로 250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JFWF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 제주관광공사
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90여 곳의 기관, 기업
및 일반 후원자들의 지속된 후원으로 지난 6년간 행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JFWF가 시작하던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미식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
는 행사는 JFWF가 유일합니다.
기업은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명
한 명분을 갖고 있지만 JFWF로서는 더욱 분발하여 다양한 후원
이 보람으로 열매 맺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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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

SILVER

PLA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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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ZE

GOLD

2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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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전

때문에 초청하려던 외국 셰프는 외국에서 요리 영상을 보내주었
습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지역 식당이 참여하는 제주고메위크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2020년 시작된 코

기존의 80곳에서 200곳으로 늘려 더욱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이

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는 제주도 외식업을 살리려는 제주도의 희망과 저희의 의지가 반

러한 자연 재앙의 도전에 응전하면서 결국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영된 결과이며 회복을 애타게 원하는 지역 식당들의 호응이 만들

생각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당황하여 헤맬지라도 말입니다.

어낸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미식 축제가 모두 멈추었던 2020년이었습니다.

예상을 깬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은 2021년에도 또 다른 도전으로

지역 외식업 기반은 무너지고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2021년을 온라인

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JFWF도 예정했던 5월의

과 오프라인의 Blended Activity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

행사는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을로 옮겨서 온라인과 오프라

고 이 활동은 연중 온라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

인의 병행 행사라는 불굴의 아이디어로 기간도 열흘에서 3개월로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며 특정한 기간에 오프라인 행사가 곁들여

늘리는 역발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는 것으로 행사의 중심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던 세프들은 제주를 대표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

자연의 도전에 사람들의 응전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처럼 JFWF도

하여 요리 영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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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창립자

정문선 이사장에게 듣다,
행사 비하인드 스토리
Q1. 기업인으로서 음식 축제를 시작한 계기가

Alan Wong과 함께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

있나요?

하와이관광청과 하와이항공 등 많은 지역기업

평소에 의식주 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

이 후원에 동참하여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얘

다. 이 중에 식생활은 혼자만의 활동이 아니

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의 대

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활동이므로 삶에 큰 영

표 관광지 제주도에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

향을 주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음식을 산업으

다면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흔쾌히 그의 동의

로 본다면 음식 산업은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를 받았습니다.

큰 사업이며 국가 전략 사업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언제 그런 활동을 시작할지 당시로서

생각했습니다.

는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봄에 당시 제주도 원희룡 지사님을 뵙

그런데 제가 어느 해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갔

고 이러한 행사 계획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랬

을 때 식사 중 그 식당의 오너셰프와 인사를

더니 제주에도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Roy Yamguchi 셰프

감과 함께 제주도민이 아닌 기업인들이 이렇

입니다. James Beard 상을 수상한 미국에서

게 좋은 제안을 하는데 제주도가 어찌 호응하

유명한 셰프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출생하여

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지지해 주셔서

미국 CIA에 유학하고 하와이에 정착한 일본

용기를 얻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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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의 사회 공헌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계 미국인이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하와
이 농수축산업계를 돕는 비영리 활동으로 하

첫 해 행사는 하와이푸드앤와인페스티벌 조직

와이푸드앤와인페스티벌을 창립한 것을 알게

위원장격인 Denise Yamaguchi의 자문을 받

되었습니다.

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 지원이 밑
바탕이 되고 창립자 셰프 Roy와 Alan이 직

하와이는 대부분의 식재료를 본토에서 조달

접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도움으로 전 세

하여 정작 하와이 섬들의 지역 농가들은 생존

계 유명 셰프들도 참여하여 제1회 제주푸드앤

문제에 직면하고 점점 폐업을 하고 있었다고

와인페스티벌이 성공적인 데뷰를 하였습니다.

합니다. 하와이 셰프로서 책임감을 느껴 지역

이제는 매년 우리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하

기반을 살리는 운동으로 행사를 기획하게 되

고 있습니다.

었고 뜻을 같이 하는 역시 유명한 하와이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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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처음 해보는 일이었을 텐데 애로 사항도

년째 저희 행사에 참여하는 장수 식당으로 특

특히 제주한라대학교가 신축한 컨벤션센터가

Q5. 어떤 행사가 가장 보람이 있었나요?

많았겠는데요.

히 기억에 남습니다.

없었다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기 어려웠을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속하고 있

것입니다. 컨벤션센터 내 넓은 주방과 숙박

는 전국대학생제주요리공모전입니다. 처음에

네, 처음 하는 일이라서 겪는 시행착오도 있
었습니다. 특히 2016년 첫 행사를 앞두고 제

많은 식당이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하는 행사

공간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는 제주 지역 내 학생들의 경연으로 시작했습

주도 내에서 지역 식당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라는 설명을 하면 믿어주셔서 결국 결과는 좋

것은 김성훈 총장님의 무조건적인 지원 덕분

니다만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국 단위로 행사

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았으므로 애로 사항들은 이제는 모두 웃을 수

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SCOTY(Student

있는 추억입니다.

Chef Of The Year)라는 행사명은 브랜드화
Q4. 일반적으로 문화 행사는 기업이나 민간의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양대 축은 셰프 초
Q3. 제주도 내에서의 지원도 중요했었겠군

후원이 필요하던데요?

식당 참여 행사는 ‘제주고메위크’라고 명명했

요?

그렇습니다. K-POP 공연 같은 행사와는 다

저희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지역의 셰프들을

습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맛

네, 당연합니다. 저희 행사는 제주도의 지역

르게 행사 참가 티켓 판매 수익은 행사 전체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들이 전

집을 선정하여 발표했고 그 식당들은 행사 기

사회와 외식업계등의 신뢰와 호응이 중요했습

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미 자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가 있다면 금상첨화일

간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제주

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후원과 제주관광

리가 잡힌 하와이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경우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

도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부여한 행사입니

공사의 공동주관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성공적

조차 행사티켓 판매보다는 기관 후원이 더 큰

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행사는 이렇게

다.

인 행사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제주관광공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셰프가 되려면 제주로 가라.”

제주를 동아시아 미식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2021 JF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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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행사와 지역 식당 참여 행사입니다. 지역

사의 배려와 이해 덕분에 6년간 행사를 이어
참여해줄 식당을 찾기 위해 우리 조직위원회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 행사는 큰 주방

다행히 저희의 순수한 뜻에 기꺼이 공감해 주

Q6. 2020년부터 아직 감염병 시국입니다. 행

팀원들이 직접 제주도 전역의 맛집 식당들을

이 배후에 필요하고 참여자들이 음식을 즐길

신 많은 기관, 기업, 일반 후원자들이 있었기

사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방문하여 식당 사장님이나 오너셰프님에게 설

넓은 공간이 요구됩니다. 제주도는 날씨가 변

에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

2020년 1월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던 것

명하고 참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직

화무쌍하여 실내 공간의 확보가 특히 더 중요

입니다.

을 기억합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이동을 제

접 행사 안내문을 들고 직원들과 지역을 나눠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는 호텔급이 아니

서 식당을 방문하였는데 퇴짜도 여러 번 맞았

면 치러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후원자들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야외 군집 행사도 불가능해져서 5월

습니다.

제주도의 하얏트리젠시호텔, 메종글래드호텔,

의 적극적인 후원을 보시고 동참 결정을 한 것

행사는 열지 못했습니다. 가을에는 풀리기를

해비치호텔앤리조트의 장소 제공은 매우 큰

이기 때문에 원희룡 도지사님과 도청 관광국

기대하였으나 난망하여 포기할까 고민도 많았

그런데 제주 애월에 있는 두부전문점 ‘신의 한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서 하는 디

그리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 제주도의회 문화

습니다. 외국 유수의 미식 축제들도 모두 개

모’를 방문했을 때 오너세프님과 첫 대면하고

너에는 반드시 그 호텔의 총주방장도 정식 참

관광체육위원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

최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행사 취지를 설명하자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여 셰프로 초청하여 상생의 기회로 만들었습

입니다. 행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망설여졌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았습니다. 이 식당은 6

니다.

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

한하고 얼어붙어 버려서 결국 셰프 초청도,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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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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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덕분에 온라인 채널 중심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이던 2020년 가을에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
벌은 10월부터 12월까지 오히려 3개월 장기에
걸쳐 열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페스티벌
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행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2021년 올해는 위드코로나에 대비해야 하는
든 행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을 당연
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로 연중 제주푸드앤와인페스

2021 JF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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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모

티벌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Q7.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미식을 통한 평화, 음식 교류를 통한 세계인
의 화합을 구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KFWF(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
는 제주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제주 도민과
셰프, 식당 등 제주의 뜻있는 분들이 적극 나
서주신다면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탄탄
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KFWF는
지역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미식관광산업 발
전에 이바지하는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 곳은 강릉, 대전, 전주, 광주나 부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평양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이 열리는 상상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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