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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 깊은 식문화의 발달 덕분에 제주도는 국내외 관광객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식의 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매년 음식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적인 미식 행사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FWF:Jeju Food&Wine Festival)은
이러한 제주도의 청정 식재료를 알리고 함께 즐기는 뜻깊은 행사다.
2회째 개최된 2017년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서는 총 20명의 국내외 최정상

미식의 섬, 제주에서 세계로

셰프가 모여 제주의 뛰어난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를 다채롭게 선보였다.

2017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향후 글로벌한 셰프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셰프들이 직접 요리를 시연하는 그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은 세계 일류 셰프와 함께 현장경험을 하며
랜드 키친 위드 마스터스 행사는 물론 셰프의 요리와 함께 제주 향토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세계 요리 축제 가든디너, 아시아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요리향연 갈라디
너, 현지인이 사랑하는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제주고메위크 등 특별한 이벤트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이 책은 쉼 없이 발전하는 글로벌 미식계와 함께 성장하는 2017 제주푸드앤와인
페스티벌에서 일류 셰프들이 선보인 제주 식재료 관련 조리법을 총정리한 레시피
북이다. 현장의 열기와 함께 담아낸 제주의 맛과 향기를 만끽해 보자.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청정의 섬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미식 축제다. 글로
벌 셰프들이 제주의 청정 식재료를 주제로 요리하며 제주 농·수·축산물의 우수

2017.5.11(목)-20(토) 10일간

성을 홍보하고, 제주도를 미식 관광지로 부각시키며 제주의 조리학과 대학생들과

제주인이 즐겨찾는 맛집 50곳 소개 및 탐방

의 협업으로 인재육성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행사로 기획되었다.

2017.5.18(목)

2016년에 시작되어 매년 제주를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명 2017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 JFWF:Jeju Food&Wine Festival
일 시 행사 | 2017. 5. 18 (목) - 5. 20 (토)
제주고메위크 | 5. 11 (목) - 5. 20 (토)
주 최 JFWF 조직위원회
주 관 제주관광공사, 제주한라대학교, (사)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60여 기업/기관
장 소 메종글래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국내외 최정상 셰프의 요리 시연

2017.5.18(목)

제주 고메 위크

GRAND KITCHEN
With MASTERS
제주 향토음식 무료시식회

제주도민, 국내외 관광객, 참여셰프가 함께 어울려 제주 전통음식 시식

2017.5.19(금)

GARDEN DINNER

국내외 셰프 13인이 선보이는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세계 요리축제

2017.5.20(토) GALA DINNER

아시아 미슐랭 스타 셰프 5인이 준비한 정찬을 즐기는 특별한 시간
홈페이지 jejufoodandwinefestiv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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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접한 섬이자 흑갈색 화산회토로 뒤덮인 토양과 바람 많고 습도 높은 환경
을 갖춘 독특한 자연 환경이라는 최적의 조건 덕분에 제주도는 육지와 다른 개별
적인 식문화를 구성하게 되었다. 수산물, 육류, 채소, 과일 등 맛이 좋고 질이 뛰어
난 천연 식재료를 활용하여 만드는 단순하지만 건강에 좋은 향토음식 덕분에 장수
의 섬이라고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제주의 육류는 흑우와 흑돼지가 대표적이며, 육지에서는 접하기 힘든 담백한 말고
기나 맛이 깊은 꿩고기 요리도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채소로는 고사리, 무, 메밀
등 전통 품종, 과일로는 두말할 것 없이 감귤과 더불어 새롭게 개발한 신품종 감귤
류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블루베리나
파인애플, 키위 등 새로운 식재료의 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에 등재된 해녀들이 예부터 직접 채취한 해산물이 풍
부한 것은 물론이며, 성게나 잘게 빻은 게 국물을 넣은 각종 해산물 죽, 독특하게
된장을 풀어 만드는 물회, 잡곡과 해초를 섞어 만든 밥 등 그로 인해 발달한 색다
른 향토음식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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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BLE

육류

채소류

말고기
담백하고 부위별로 맛이 다
양하며, 대부분 육회나 초밥
등 날 것으로 섭취하고 엉덩
이 살 등은 구이로 먹는다.

닭고기
백숙은 물론 엿기름이나 찹
쌀 등과 함께 곤 닭엿, 중탕
해서 받은 진국인 닭제골 등
다양한 보양식을 만들어 먹
는다.

꿩고기
제주도에는 꿩요리가 다양
하다. 가을에 제일 맛이 깊
으며, 꿩엿은 '맛의 방주'에도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고사리
제주도 명절 상차림에 반드
시 올라가는 재료로 육지와
색, 맛이 다르다. 나물, 전, 육
개장 등으로 활용한다.

표고버섯
제주에서는 '초기'라고 부르
며, 흙향이 아릿하고 고기
맛이 난다. 말리면 영양소가
늘어나며 향이 더 진해진다.

더덕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한 덕
분에 제주 더덕은 육질이 연
하고 맛이 달다. 흑돼지와 함
께 굽거나 장아찌를 만든다.

흑우
보통 한우보다 몸집이 작고
육즙이 풍부하다. 기원전부
터 사육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

흑돼지
제주도를 상징하는 식재료
로, 향토음식은 물론 관광
음식으로도 활약한다. 털이
검고 고기 맛이 좋은 재래품
종이다.

아강발
'새끼 돼지의 족발'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쫄깃하고 담
백하다. 부드럽게 푹 삶거나
국으로 만들어 먹는다.

메밀
제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메
밀을 빻아 떡, 국수, 만두 등
을 만들어 먹었다. 구황작물
이자 의례음식으로 다양하
게 사용했다.

유채
찬 바람이 부는 3월에 돋아
나는 봄나물로, 밑동을 잘라
데쳐서 무쳐 먹기도 하고 겉
절이나 물김치를 만들어 먹
기도 한다.

무
'놈삐'라고 부르며 맛이 시원
하고 달콤하다. 제주에서는
메밀 음식에 무를 곁들여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한다.

JEJU FOOD INGREDIENT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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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과일류

수산물류

JEJU FOOD INGREDIENT

FRUIT

천혜향
오렌지와 귤을 교배한 품종
으로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
으며 향이 매우 좋다. 3~5
월 동안 잠깐 맛볼 수 있어
더욱 귀하다.

백년초
선인장에 열리는 손가락만
한 자주색 열매. 과육도 진한
붉은색을 띠며 민간에서 소
염제 및 해열제로 사용한다.

영귤
'신선이 살 만한 곳'이란 뜻
의 제주 옛 이름인 영주에서
영을 따 '영귤'이라 부른다. 크
기가 작고 신맛이 강하며 감기
예방에 좋다.

고등어
겨울철에 주로 잡히며 예전
에는 신선할 때 염장하여 구
이로 먹었다. 회, 조림 등 다
양한 방식으로 조리한다.

옥돔
옥돔은 생선, 기타 바닷고기
는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제
주에서는 생선 중의 생선으로
친다. 맛이 담백하고 깊다.

오분자기
제주 방언으로는 '떡조개'라
고 부르는 전복과의 연체동
물. 씹히는 맛이 독특하며
구워서 먹거나 된장찌개, 죽
의 재료로 사용한다.

한라봉
톡 튀어나온 꼭지가 인상적
이라 한라산의 이름을 딴 제
주 특산물로, 열매가 크고 육
질이 부드러우며 즙이 많다.

댕유자
'맛의 방주'에 오른 재래종
감귤로 크기가 크고 모양이
좋아 제수용으로 쓴다. 껍질
이 우둘투둘하며 비타민C가
레몬에 비해 4배 많다.

레몬
제주에서는 농약 기타 왁스
등을 일절 배제한 유기농 레
몬을 구할 수 있다. 껍질째
사용하는 레시피에 활용하
기 좋다.

보말
고둥의 제주 방언으로 봄과
여름이 제철이다. 자연산으
로 구하기 쉬워서 국, 칼국
수, 죽 등 다양한 음식을 만
들어 먹는다.

전복
제주에 먹을거리가 귀하던
시절 주요 단백질원으로 활
약했다. 전복을 발견한 날은
해녀가 운수 대통한 날이라
한다.

미역
예부터 제주에서는 직접 건
져 말린 미역을 팔아 쌀을
구입하는 등 주요 수입원이
었다. 생으로 먹으면 특유의
식감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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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글래드제주 야외정원에서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 참여한
국내외 유명 셰프가 제주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풍성하게 선보인 세계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가든 디너가 열렸다.
누구든 세계 각국의 셰프를 가까이서 만나고 소통하며
요리하는 과정까지 접할 수 있는 오감 만족 축제다.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시그니처 이벤트로,
와인과 전통주 등 음식에 어울리는 주류를 함께 제공하며
야외 행사에 어울리는 다양한 공연까지 펼쳐졌다.
해가 기울며 더욱 아름다워진 정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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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GARDEN DINNER • 알렉산더 바론

Aleksander
Baron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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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솔레츠 44 Solec 44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자리한 레스토랑으로 전통이 물씬
느껴지는 공간에서 현대적인 폴란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034
035

•

GARDEN DINNER • 알렉산더 바론

그물 버섯*과 폴란드식 김치를 곁들인
훈제 흑돼지 목살 구이와 직화 꿀 적양배추

*제주 표고버섯으로 대체

재료 제주 흑돼지 목살 200g, 적양배추 또는 콜라비·양파 50g씩, 표고버섯 1개, 김치 100g,
소금·소주 약간씩
만드는 법
1 돼지고기는 230℃로 예열한 오븐에서 15분간 구운 다음 쿠킹호일을 씌운다. 오븐 온도를
135℃로 낮춰서 4시간 더 굽는다. 꺼내서 뼈를 제거하고 덩어리 모양으로 자른다.
2 적양배추는 반으로 잘라서 220℃로 예열한 오븐에서 구운 다음 토치로 겉을 가볍게 태운다.
3 버섯은 잘게 다진 다음 달군 팬에서 노르스름하게 볶는다. 김치와 돼지고기, 버섯, 양파를 냄
비에 담아서 몇 시간 동안 뭉근하게 익힌다.
4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잎을 한 장씩 떼어낸 적양배추를 곁들여 낸다.

Smoked roast black pig chop, Honey burnt red cabbage,
Polish kimchi with boletus mushrooms
Ingredients Jeju black pork chop 200g, red cabbage or kholrabi 50g, onion 50g,
shiitake mushroom 1ea, kimchi 100g, salt, soju
Method
1 Roast pork in 230℃ oven for 15 minutes then cover and roast for another 4
hours in 135℃ oven. Take the bones off and trim meat in chunks.
2 Roast red cabbage in 220℃ oven then gently burnt with fire torch.
3 Chop mushrooms. Hit a pan and fry mushrooms until nice and brown. Mix
kimchi, meat, onion and mushroom in a pot. Stew for few hours.
4 Taste it. Add salt if need it. Serve with separated red cabbag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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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랑

GARDEN DINNER • 로랑 달레

Laurent
Dallet
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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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르 셰프 블루 Le Chef Bleu
점심은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저녁은 하루
에 한 팀만 예약을 받는 가정식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038
039

•

재료 제주 흑돼지 안심 500g, 한라봉 3개, 올리브 오일 50ml, 아르마냑 20ml, 생강 10g, 꿀
30ml, 게랑드 꽃소금 10g, 이즈니 버터 100g, 소금·후추 10g씩, 한라봉 제스트 적당량
한라봉 마멀레이드 한라봉 3개, 영귤 1개, 레몬즙 100ml, 설탕 100g
만드는 법
1 돼지 안심은 손질해서 올리브 오일과 한라봉 제스트를 뿌려 냉장고에서 최소 30분간 마리네

GARDEN DINNER • 로랑 달레

제주 흑돼지 필레 미뇽과 영귤 소스

이드한다. 자투리 살은 소스용으로 따로 보관한다. 2 소테용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소스
용 자투리 살을 굽는다. 꿀과 한라봉 즙을 넣어서 디글레이즈한다. 충분히 졸여 소스를 만든 다
음 거른다. 3 안심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서 양면을 바싹 굽는다. 아르마냑을 살짝 부어 플
랑베한다. ②를 넣어 디글레이즈한다. 4 안심을 120℃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 10분간 굽는다.
소스를 수시로 필레 위에 끼얹는다. 5 구운 안심을 쿠킹 호일로 싸 둔다. 6 흘러나온 육즙을 모
아서 레몬즙과 함께 안심을 구운 팬에 넣어 디글레이즈한다. 소스를 걸러서 냄비에 담는다. 버
터를 넣고 저어 유화한 후 다진 차이브를 섞는다. 7 한라봉 마멀레이드를 만든다. 칼 끝으로 한
라봉에 여러 군데 칼집을 낸 다음 끓는 물에 1분간 3번 데친다. 작게 깍둑 썰어서 레몬즙, 영귤
즙, 설탕과 함께 냄비에 담는다. 걸쭉한 시럽이 될 때까지 끓인 후 식힌다. 8 고기를 접시에 담
고 ⑥의 소스와 한라봉 마멀레이드를 얹어 낸다.

Jeju Black Pork Filet Mignon with Citrus Sauce
Ingredients tenderloin Jeju black pork fillet 500g, olive oil 50ml, armagnac
liquor 20ml, hanrabong 3ea, ginger 10g, honey 30ml, salt(fleur de sel) 10g,
pepper 10g, isigny butter 100g, hanrabong zest
Jeju citrus marmalade jam hanrabong 3ea, sudachi lemon 1ea, lemon juice
100ml, sugar 100g
Method
1 Trim the pork tenderloin fillet. Reserve the trimmings for the sauce. Marinate
the fillt in olive oil and some zests of Hanrabong. Reserve for at least 30 min.
in the fridge 2 In a sauté pan, add olive oil and sear the trimmings on each
side. Add honey and deglaze with Hanrabong citrus. Reduce the liquid, filter
and reserve. 3 Sear the fillet on each side with salt and pepper. Flambé with a
little bit of Armagnac liquor. Deglaze with the trimming and citrus liquid. 4 Roast
in the oven at 120℃ for 10 minutes. Bash frequently with the liquidly during
cooking process. 5 Reserve in aluminium foil while finishing the sauce. 6 Collect
meat cooking liquid and deglaze with lemon juice. Strain the sauce in a sauce
pan. Add butter and swirl the pan to emulsify the sauce. Add chopped chives.7
Making Jeju citrus marmalade jam. Prick the citrus at different places with the
tip of a knife. Blanch the citrus 3 times one min. in boiling water. Cut the citrus
in small dices and place in a pot. Add lemon juice with sudachi lemon juice and
sugar. Cook the ingredients until you obtain a syrup consistency. Cool down. 8
Place pork in plate, add sauce and Jeju citrus marmalade.
040
041

•

마리아

그라치아

GARDEN DINNER • 마리아 그라치아 송치니

Maria Grazia
Soncini
송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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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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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몬테식 뜨거운 디핑 소스

재료 광어 1마리, 당근·노란 파프리카 2개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적당량
바냐 카우다 마늘 150g, 버터 40g, 안초비 200g, 소금 20g, 헤이즐넛 오일 50ml, 우유 약간
만드는 법
1 팬을 달궈서 버터를 녹인 후 얇게 썬 마늘, 소금을 넣고 볶는다. 우유를 부어 잘 섞은 다음 바닥
에 눌어붙지 않도록 저어가며 부드럽고 달콤해질 때까지 익힌다. 안초비와 소금을 넣고 섞는다.
2 헤이즐넛 오일을 두르고 약한 불로 줄여서 따뜻하게 데운다.
3 노란 파프리카와 당근은 깍둑 썰어서 찐 다음 곱게 간다.
4 팬에 베이킹 페이퍼를 깔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광어를 껍질이 아래로 가도
록 올려서 바삭하게 구운 다음, 껍질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서 180℃로 예열한 오븐에서 3~4
분간 굽는다. 노란 파프리카와 당근 소스, 바냐 카우다를 곁들여 낸다.

Halibut with Bagna Caouda
Ingredients halibut 1ea, carrots 2ea, yellow peppers 2ea, extra virgin olive oil
Bagna caouda garlic gloves 150g, butter 40g, salted anchovies 200g, salt 20g,
hazelnut oil 50ml, milk
Method
1 Spell the cloves of garlic and sliced finely. Put them in a heated pan with
Butter, cook it and peel it with milk and bake it until soft. Add the anchovies, salt.
2 Combine with hazelnut oil. Warm with low flame. 3 Steam Yellow peppers and
carrot cubes and processed until smooth. 4 Cook the halibut on a pan with oven
paper on the skin part below, until the skin is crisp. Put it in 180℃ oven with the
skin up and cook for 3~4 minutes. Serve with veggie sauce and bagna cao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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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GARDEN DINNER • 미카엘 아쉬미노프

Mihal
Ashminov
아쉬미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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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젤렌 Zelen
국내 유일의 불가리아 레스토랑. 동유럽의 미식 대국인 불가리아의
가정식을 현지 모습 그대로 맛볼 수 있다.
046
047

•

GARDEN DINNER • 미카엘 아쉬미노프

애호박 요구르트
재료 플레인 요구르트 1/2컵, 애호박 50g, 파프리카 50g, 올리브·올리브 오일 적당량씩, 호
두·딜·소금·후추 약간씩
만드는 법
1 애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저민다. 파프리카는 얇게 썬다.
2 팬에 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애호박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굽는다.
3 구운 애호박을 볼에 담고 양면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 실온으로 식힌다.
4 파프리카를 팬에 넣고 즙이 배어나올 때까지 굽는다.
5 접시에 파프리카를 담고 위에 애호박과 요구르트, 딜을 순서대로 얹는다.
6 호두를 잘게 부숴서 접시에 흩뿌린다. 딜과 올리브를 곁들여 낸다.

Zucchini Yogurt(Katak)
Ingredients yogurt 1/2cup, zucchini 50g, paprika 50g, olive oil, olive, walnut, dill,
salt, pepper
Method
1 Peel zucchini and slice it. Thinly slice paprika.
2 Heat abundant oil in a frying pan and fry the zucchini until golden brow.
3 Place the fried zucchini in a bowl and sprinkle each layer with a bit of salt and
pepper. Leave the zucchini to cool down.
4 Fry a slice of paprika until the jus come out.
5 Put paprika on the plate. Put zucchini on paprika. Pour yogurt and dill on the
zucchini.
6 Sprinkle crushed walnut over the plate. Serve with dill and green o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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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크람

GARDEN DINNER • 비크람 가르그

Vikram
Garg
가르그

비크람 가르그는 섬세한 요리실력으로 독창적이면서도 고유한 전통의 맛을 잘 표
현해내는 셰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와이의 할레쿨라니 호텔 총주방장으로,
'하우스 위드아웃 어 키', '더 베란다', '오키드', '라 메르', '루어스 라운지' 등의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인도 델리의 오베로이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석
사 학위까지 취득한 후 두바이 팰리스 호텔, 뭄바이 오베로이 호텔 등 인도 최고급
5성 호텔에서 요리 경험을 쌓았다. 2000년 영국 버진 아일랜드에 자리한 로즈우
드 리틀 딕스 베이에서 수 셰프로 근무했다. 이후 모국인 인도에서 5성 리조트 릴
라 켐핀스키 팰리스에서 총주방장을 맡았다.
Chef Vikram Garg is influenced by the flavors of international cuisine. He
takes particular delight in the menu degustation—a chef ’s finest expression
of innovative cooking. Classically trained in French, Mediterranean and
Southeast Asian cuisine, Chef Garg is a graduate of the Oberoi School of Hotel
Management and holds a post-graduate degree from the Oberoi Center. Chef
Garg was the executive chef for five-star Halekulani hotel (Honolulu, Hawaii).
Prior to his time at the Halekulani, Garg was the executive chef and operating
partner of IndeBleu. He has worked at leading luxury and five-star resor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Metropolitan Palace Hotel (Dubai, United Arab
Emirates), Little Dix Bay Hotel (Spanish Town, British Virgin Islands) and
the Leela Palace Kempinski Hotel (Bangalore, India), Oberoi Hotel (Delhi &
Mumbai, India). Currently, he is executive chef and executive vice president at
TMG Hosp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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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제주 흑돼지 목살 1kg, 적양파 150g, 다진 토마토 200g, 포도씨유 60g, 고춧가루 20g, 마
늘 60g, 생강 30g, 커민씨 10g, 강황 가루·설탕 5g씩, 시나몬 1개, 통후추 6개, 클로브 3개, 식
초 100ml, 소금 약간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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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흑돼지 빈달루

1 모든 스파이스를 섞어서 부드러운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다. 적양파는 저민다.
2 돼지 목살은 2.5cm 크기로 깍둑썬 다음 스파이스 페이스트에 버무려서 냉장고에 넣고 6~8
시간 재운다.
3 냄비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저민 양파를 반쯤 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4 ③에 잘게 다진 토마토를 넣고 졸인다.
5 재운 돼지고기를 ④에 넣고 몇 분간 저어가며 볶은 후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약 30분간
졸인다(필요하면 물을 추가한다).
6 돼지고기 빈달루와 밥을 담고 오이, 토마토, 양파, 고수, 레몬으로 만든 샐러드를 곁들여 낸
다. 기호에 따라 고추와 소금을 추가한다.
참고 돼지고기는 다음날이 되면 더 맛있어진다.

Jeju Pork Vindaloo
Ingredients Jeju black pork butt(boneless) 1kg, sliced red onions 150g,
chopped tomato 200g, grapeseed oil 60g, red chili powder 20g, garlic
60g, ginger 30g, cumin seeds 10g, turmeric powder 5g, cinnamon 1 piece,
peppercorn 6ea, cloves 3ea, sugar 5g, vinergar 100ml, salt
Method
1 Combine all the spice ingredients to make a smooth paste.
2 Cut the boneless pork butt into 1 inch cubes and marinate with the spice paste
and let it rest for 6-8 hours in a refrigerator
3 Heat oil in a pot and add sliced onion cook until translucent.
4 Add chopped tomato and cook until it has melted.
5 Combine marinated pork and stir for few minutes. Cover and simmer for about
30 minutes on low heat. Add water if required. Check if the pork is cooked and
for seasoning.
6 When done serve with steamed rice and Salad made with sliced cucumber,
tomato, onion, cilantro & lemon.
Note The pork taste better the next day and the chilies can be adjusted to
personal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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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Tae-hwan
류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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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류니끄
신사동에 자리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류태환 셰프의 '류'와 '유니
크'의 합성어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음식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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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제주 고등어 1/2마리, 소금 적당량
고등어 절임액 영귤즙 100ml, 모닌 레몬시럽·현미식초 200ml씩, 다시마 1/2장(손바닥 크기)
오이 주스 오이즙 300ml, 스톡 시럽 100ml, 영귤즙 1큰술, 소금
오이 젤리 오이즙 100ml, 젤라틴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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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귤에 절인 제주 고등어와 오이 주스

게살 가니시 게살 10g, 아보카도 5g, 샬롯·쪽파 3g씩, 성게알 2개, 소금·후추·라임즙·산초
가루 약간씩
가니시 식용꽃, 딜, 처빌, 산초잎, 올리브 오일, 영귤즙
만드는 법
1 제주 고등어는 손질해서 소금에 1시간 염장한다.
2 제주 고등어에 묻은 소금을 찬물에 씻은 다음 물기를 잘 제거한다.
3 고등어 절임액 재료를 전부 잘 섞은 다음 염장한 고등어를 넣어 1시간 절인다.
4 오이즙에 올리브 오일, 오이 젤리를 섞어서 오이 드레싱을 만든다.
5 접시 바닥에 게살 가니시를 깐 다음 저민 고등어를 3조각 올린다. 영귤즙, 식용꽃, 허브를 장
식한다. 오이 드레싱을 부어 낸다.

Jeju Mackerel marinated by citrus with cucumber juice
Ingredients Jeju mackerel 1/2ea, salt
Mackerel Marinade Liquid sudachi juice 100ml, monin lemon syrup 200ml,
rice vinegar 200ml, kombu 1/2 piece(palm size)
Cucumber Juice cucumber juice 300ml, stock syrup 100ml, sudachi juice 1Tb,
salt
Cucumber Jelly cucumber juice 100ml, gelatin 1 slice
Crab Meat Garnish crab meat 10g, avocado 5g, shallot 3g, chives 3g, sea
urchin 2ea, salt, pepper, lime juice, chinese pepper powder
Garnish edible flowers, dill, chervil, chinese pepper leaves, olive oil, sudachi
juice
Methods
1 Trim raw mackerel and preserve in salt for 1 hour.
2 Wash the salt on mackerel in cold water and drain.
3 Marinate 1/2 fillet of mackerel in mackerel marinade liquid.
4 Mix cucumber juice with olive oil and cucumber jelly to make cucumber
vinaigrette.
5 Put crab meat garnish on the bottom of a plate. Place 3 pieces of mackerel
fillet. Garnish Sudachi Juice, edible flowers and herbs. Pour cucumber jelly into
the plate and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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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Dong-il
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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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녹차고을
제주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주퓨전요리 전문 레스
토랑이다. 문동일 셰프가 <한식대첩3> 등에서 선보인 요리 등을 직
접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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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700명 기준: 1인 100g) 제주 흑우 뼈육수(뼈와 심줄) 80kg, 흑우 양지머리 10kg, 흑우 사
태 10kg, 제주 월동 무 5kg, 간 마늘 2kg, 국간장 1.2L, 소금 50g, 대파 2kg, 톳 1kg, 소주 2L, 메
밀가루 5kg, 월계수 잎 90g, 통후추 200g, 청양고추 300g, 된장 30g, 당근 적당량

만드는 법
1 흑우 뼈와 심줄을 찬물에 4시간 담가서 핏물을 뺀다. 끓는 물에 넣어서 10분간 데친다. 찬물
로 3~4회 깨끗이 씻는다. 큰 통에 뼈와 심줄을 넣고 끓인다. 떠오르는 거품은 계속 걷어낸다.
4시간 간격으로 물을 보충하면서 12시간 정도 끓인다. 2 흑우 양지머리와 사태는 핏물을 빼고
끓는 물에 데쳐서 통후추, 청양고추, 된장, 소주 500ml, 월계수 잎과 함께 찬물에 약 3시간 삶
는다. 3 제주 월동 무를 반으로 잘라서 찬물에 넣어 삶은 다음 익으면 고기 육수를 부어서 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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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흑우 놈삐국

다. 식혀서 따로 보관한다. 4 ①의 흑우 뼈육수에 ②의 살코기 육수와 무 삶은 물을 섞는다. 소
주 500ml와 된장, 마늘 500g, 무를 넣고 약 30분간 거품을 잘 걷어내며 끓이다 간을 맞춘다. 5
삶은 흑우 뼈에 붙은 살과 부드러운 심줄을 건져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잘라서 국간
장과 소주, 마늘, 소금으로 양념한다. 6 삶은 무를 건져서 3X2X1cm 크기로 자른다. 7 양지머리
와 사태를 얇게 썰어서 국간장, 소주, 마늘, 소금으로 양념하여 잠시 재운 다음 흑우 육수를 잠
길 만큼 부어서 촉촉하게 보관한다. 8 마른 톳은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건져 간장과 마늘로 양
념하여 국물에 넣고 끓인다. 9 흑우 뼈 육수에 삶은 고기와 무를 넣고 찬물에 푼 메밀가루를 조
금씩 넣어 농도를 조절한다. 크림수프보다 조금 연한 농도로 맞춘다. 10 대파는 얇게 썰어서 준
비한다. 11 흑우놈삐국을 그릇에 담고 양지머리와 사태, 대파, 당근으로 장식해 낸다.

Jeju Black Cattle Soup
Ingredients(For 700 person: 100g to one) Jeju black beef bone Stock 80kg,
brisket 10kg, shank 10kg, Jeju radish 5kg, chopped garlic 2kg, soy sauce 1.2L, salt
50g, green onion 2kg, hijiki seaweed 1kg, soju 2L, buckwheat groat powder 5kg,
bay leaves 90g, peppercorn 200g, green chili 300g, soybean paste 30g, carrots
Methods
1 Wash black cow bone and tendon in cold water for 4 hours, boil bone and tendon
in water for 10 min and remove from water and wash 3~4 times to remove blood.
2 Boil bone and tendon in a large bowl for 12 hours. Skim off the foam from the
surface. Remove blood from brisket and shank, and blanch them. Boil brisket and
shank with peppercorn, green chili, bay leaves, soybean paste and soju 500ml.
3 Boil radish, add the beef bone stock and set aside once done. 4 Mix the beef
bone stock, brisket stock and radish stock. Boil the mixed stock with soju 500ml,
soybean paste and radish for 30 min, and skim off the foam from the surface. Add
extra salt if necessary. 5 Pick bone bare and remove fat from bone and tendon, and
marinate meat from bone and tendon in soy sauce, soju and garlic. 7 Cut boiled
radish in 3x2x1cm size. 7 Thinly slice boiled brisket and shank, and marinate in
soy sauce, soju, garlic and mixed beef stock until softened. 8 Macerate dried hijiki
seaweed in medium-warm water, marinate the swollen hijiki seaweed in soy sauce
and garlic, and boil in mixed beef stock. 9 Put boiled brisket, shank and radish into
mixed beef stock, and simmer with buckwheat groat powder and cold water, but the
consistency is looser than cream soup. 10 Thinly slice green onion. 11 Place the
beef stock, brisket, shank, sliced green onion and a piece of carrot in a b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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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Kyung-seok
안경석

안경석 셰프는 일본 핫토리영양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누이누이에서 근무하다
2010년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리스토란테에서 경험을 쌓은 뒤 트라토리아에
서 주방장을 맡았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이어갔다. 2015년에 귀
국해 캐비아 레스토랑 코로비아의 주방을 책임졌으며, 현재 본인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 중이다.
Kyung-seok Ahn graduated from Hattori Nutrition College. After working at
Nui Nui as sous chef, he built up his Italian culinary skills in Italy from 2010. He
experienced ristorante, trattoria and 3 Michelin stars restaurant. After he returned
from his culinary journey in 2015, he worked as executive chef in caviar-specialty
koroviar restaurant, located in Seoul. Now he is preparing for opening a new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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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고기 볼로네제 소스를 만든다. 마늘을 제외한 모든 채소를 잘게 다진다. 2 삼겹살에 소금
을 뿌려서 프라이팬에 넣어 겉만 노릇하게 구운 다음 적당한 크기로 다진다. 3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으깬 마늘을 넣어 노릇노릇하게 익힌다. 4 마늘을 건지고 다진 채소를 넣어 볶
는다. 어느 정도 익으면 말고기, 돼지고기를 넣고 볶는다. 5 레드 와인을 넣고 졸여서 수분이 없

성게알 리조또 튀김과 말고기 볼로네제 소스

어지면 홀토마토를 손으로 으깨서 넣고 끓인다. 한소끔 끓으면 불을 줄이고 소금과 후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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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법

볍게 간을 한다. 6 걸쭉해지면 버터를 넣고 잘 섞는다. 7 버섯과 고사리를 다져서 프라이팬에

재료

노릇하게 볶은 다음 소스에 더해서 간을 맞춰 완성한다. 8 성게알 리조또 튀김을 만든다. 볼로

말고기 볼로네제 소스 말고기(간 것) 100g, 제주 흑돼지 통삼겹살 50g, 양파 1/2개, 당근 1/3개,

네제 소스를 만들고 남은 채소를 껍질까지 모아서 냄비에 넣고 물과 함께 끓인다. 9 셜롯을 잘

셀러리 1/2대, 마늘 1쪽, 고사리·표고버섯·무염 버터 10g씩, 레드 와인 30ml, 홀토마토200g,

게 다진다.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셜롯을 볶는다. 쌀을 넣고 잘 볶은 다음 화이트 와인을 넣

올리브 오일 적당량, 소금·후추 약간씩 성게알 리조또 튀김 백미 100g, 셜롯 1/2개, 모차렐라

고 섞는다. 수분이 사라지면 ⑧의 국물을 부으며 약 13분간 쌀을 익힌다. 10 쌀이 익으면 불을

치즈·그라나 파다노 치즈(간 것) 20g씩, 춘권피 2장, 달걀 1개, 화이트 와인 20ml, 성게알 40g,

끄고 성게알, 소금, 후추, 간장,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넣고 간을 맞춘다. 그릇에 담아 식힌 다

간장·식용유 적당량씩, 소금·후추 약간씩

음 모차렐라 치즈를 넣고 잘 섞는다. 11 달걀을 따로 푼다. 춘권피를 반으로 잘라서 리조또를
넣고 만 다음 끝부분에 달걀물을 발라 고정한다. 12 식용유에 튀긴 후 말고기 볼로네제 소스를
곁들여 낸다.

Jeju Sea Urchin Risotto Fries and Horse Meat Bolognese

064

Horse Meat Bolognese Sauce chopped horse meat 100g, Jeju black pork
(pork belly) 50g, onion 1/2ea, carrot 1/3ea, celery 1/2ea, garlic 1ea, gosari 10g,
shiitake mushroom 10g, red wine 30ml, tomato(whole) 200g, unsalted butter
10g, salt, pepper, olive oil Jeju Sea Urchin Risotto Fries rice 100g, shallot
1
/2ea, mozzarella cheese 20g, pasta brick 2ea, egg 1ea, grinded grana padano
cheese 20g, white wine 20ml, sea urchin 40g, salt, pepper, soy sauce, oil
Methods
1 Making horse meat bolognese sauce first. Chop all the vegetables except
for garlic. 2 Sprinkle salt on pork belly and sear until golden brown. Chop the
seared pork belly. 3 Put olive oil on a pan and fry the chopped garlic. 4 Remove
garlic from the pan, put chopped vegetables and stir them together with horse
meat and chopped pork belly. 5 Pour red wine into the pan, boil until the meat
absorbs wine and add mashed tomato. Reduce heat and sprinkle a pinch of
salt and pepper. 6 Add butter once the sauce is glutinous enough and gently
simmer. 7 Put chopped mushroom and gosari into another pan. Place stir-fried
mushroom and gosari into the sauce. 8 Making Jeju sea urchin risotto fries. Boil
water with vegetables. 9 Slice shallot. Heat oil in a pan and cook the shallot
slices. Add rice and stir it together with shallot. Pour white wine and whip slowly.
When water is dried, pour vegetable stock in the pan for 13 min. 10 Turn off fire
and sprinkle sea urchin, salt, pepper, soy sauce and grana padano cheese over
the pan. Place the sea urchin risotto on a plate and rest. Put mozzarella cheese
into the risotto. 11 Cut pasta brick in half, fill it with the risotto and glue the two
pieces of pasta brick into one by whipped eggs. 12 Fry the arancini, serve it on
a plate topping with horse meat Bolognese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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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Kwon
에드워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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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랩24
'하루 24시간 동안 요리를 연구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가장 현대적
이고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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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제주 흑우 채끝등심 200g, 포도씨유 300ml, 꽃소금 20g, 검은 후춧가루·타임 5g씩, 쌈장·가
염 버터·차이브 30g씩, 포트와인 500ml, 데미글라스 소스 믹스 50g, 셜롯·백설탕·냉동 미
니 양파 10g씩, 발사믹 식초 50ml, 감자 100g, 생크림·우유 500ml씩,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1
개, 마이크로 파슬리·레드 소렐 1g씩, 흰 후춧가루 2g,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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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흑우 등심 로스트

1 제주 흑우 채끝등심은 손질해서 소금과 후추를 뿌린 다음 팬에서 겉면만 굽는다. 180℃로 예
열한 오븐에서 20분간 익힌다.
2 버터를 크림화한 다음 쌈장, 차이브를 넣고 잘 섞는다. 기둥 모양으로 말아서 냉동실에 보관
한 후 잘라서 사용한다.
3 포트와인을 팬에서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졸인다. 데미그라스 소스 믹스를 넣어 농도를 맞춘다.
4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양파가 색이 날 때까지 볶는다. 설탕과 발사믹을 뿌려서 마무리한다.
5 감자는 씻어서 껍질을 깐 다음 삶아서 푸드밀로 곱게 간다. 팬에 감자와 우유, 생크림, 버터를
넣고 섞어서 퓨레를 만든다.
6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겉껍질을 벗기고 버터와 함께 찌듯이 익힌다.
7 모든 재료를 접시에 담아 낸다.

Jeju Black Beef, Ssamjang Butter, Port Jus
Ingredients Jeju black beef striploin 200g, grapeseed oil 300ml, salt 20g, black
pepper 5g, thyme 5g, ssamjang 30g, salted butter 30g, chive 30g, port wine
500ml, demi-glace sauce mix(powder) 50g, shallot 10g, white sugar 10g, mini
onion(frozen) 10g, balsamic vinegar 50ml, whole potato 100g, fresh cream
500ml, milk 500ml, white asparagus 1ea, micro parsley leave 1g, micro red
sorrel 1g, white pepper(powder) 2g
Method
1 Trim beef striploin, sprinkle with salt and pepper, and sear on each surface in
skillet. In oven, roast seared beef for 20 min at 180℃.
2 Mix melted butter, ssamjang and chives and roll. Chill in freezer before
serving.
3 Pour port wine in a pan, simmer until half of wine is absorbed. Put demi-glace
sauce mix to reach creamy consistency.
4 Heat oil on a pan and cook until brown caramel color. Add a pinch of sugar
and balsamic vinegar.
5 Peel off potato and boil. Mash with food mill. Add potato on a pan with milk,
fresh cream and butter to make potato puree.
6 Peel the skin of white asparagus and poach with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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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yun-hee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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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디저트리
각종 디저트를 주문 즉시 만들며 디저트만으로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도 선보이는 디저트 전문 레스토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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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1 물, 우유, 무염버터, 천일염, 설탕은 냄비에 담아 불에 올린다. 중력분은 체치고 다른 볼에
달걀을 푼다. 2 ①의 버터가 다 녹고 냄비 가장자리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인 후 중력분을 한
번에 넣는다. 3 주걱을 사용해서 바닥이 눌지 않도록 약 5분 정도 냄비 안 내용물을 빠르게 휘
저어서 호화한다. 4 반죽에 윤기가 흐르고 한 덩어리로 뭉쳐지면 깨끗한 볼에 담아서 미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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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법

량한 달걀을 조금씩 넣으며 젓는다. 5 반죽에서 윤기가 흐르고 주걱으로 들어올려서 삼각형 모
양으로 떨어지며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때까지 달걀을 넣는다. 6 지름 2cm 크기의 깍지를 끼
운 짤주머니에 반죽을 담고 기름종이를 깐 오븐 팬 위에 약 11cm 길이로 일정한 간격을 두며
짠다. 7 미리 만든 슈쿠키를 반죽 위에 조심스럽게 올리고 180℃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서 약
25분간 굽는다. 8 반죽이 부풀고 갈색 빛을 띠면 온도를 160℃로 낮추고 다시 20분 정도 수분
을 빼며 굽는다. 꺼내서 식힌다.
슈쿠키 1 실온으로 되돌려서 말랑말랑해진 무염버터에 녹색 색소를 적당량 넣어 진한 녹차 색
깔을 낸다. 2 황설탕과 박력분을 잘 섞어서 버터에 넣어 섞은 다음 바닐라 에센스를 더한다. 3
모든 재료가 색소와 잘 섞이면 기름종이 2장에 반죽을 올리고 밀대로 약 2mm 두께로 얇게 민
다. 4 냉장고에서 굳힌 후 칼로 2X11cm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른다. 5 차갑게 굳은 상태
에서 슈 반죽 위에 얹는다.
녹차 화이트 초콜릿 커스터드 크림 1 냄비에 우유, 긁어낸 바닐라 빈 씨, 버터를 담고 따뜻하게
데운다. 2 볼에 노른자, 설탕, 옥수수 전분, 중력분을 담고 거품기로 빠르게 저어서 크림화한다.
3 우유가 따뜻해지면 ②의 볼에 반 정도 부어서 거품기로 잘 섞은 다음 다시 전부 냄비에 붓는
다. 4 바닥에 눌러 붙지 않도록 고무 스패튤러와 거품기로 저어서 걸쭉한 커스터드 크림을 만
든다. 5 내용물이 뭉치지 않도록 거품기로 계속 저으면서 용암처럼 끓기 시작하면 1분 정도 그
대로 둔 다음 바닥이 평평한 용기에 부어 빠르게 식힌다. 6 화이트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서
녹인 다음 녹차파우더를 섞는다. 7 커스터드 크림이 38℃가 되면 ⑥의 녹차 화이트 초콜릿을
넣고 거품기로 이용해 잘 섞는다. 8 깍지를 끼운 지름 약 8cm 크기의 짤주머니에 녹차 화이트
초콜릿 커스터드 크림을 담는다.

녹차 에클레어

녹차 화이트 초콜릿 글레이즈 1 생크림을 냄비에서 데운다. 2 화이트 초콜릿은 전자레인지에
서 녹인 후 녹차파우더를 섞는다. 3 데운 생크림을 화이트 초콜릿에 붓고 잘 섞는다. 4 ③의 초

재료

콜릿이 38℃가 되면 말랑한 실온의 버터를 섞는다.

슈 물 125g, 우유 125g, 무염버터 100g, 천일염 4g, 설탕 5g, 중력분 150g, 달걀 230g 슈쿠키

마무리

황설탕 60g, 무염버터 50g, 박력분 60g, 바닐라에센스 1작은술, 녹색 색소 적당량 녹차 화이트

1 식은 에끌레어 바닥에 젓가락 등을 이용해서 구멍 3개를 균등하게 뚫는다. 2 짤주머니를 이

초콜릿 커스터드 크림 우유 800g, 무염버터 50g, 옥수수 전분 60g, 중력분 40g, 설탕 120g, 노

용해서 구멍 속에 녹차 화이트 초콜릿 커스터드 크림을 넣는다. 새어 나온 크림은 깨끗하게 정

른자 110g, 바닐라 빈 1개, 화이트 초콜릿 200g, 녹차 파우더 20g 녹차 화이트 초콜릿 글레이

리한다. 3 에끌레어를 몇 개 나눠서 녹차 화이트 초콜릿 글레이즈에 쿠키 부분만 담갔다 빼낸 후

즈 화이트 초콜릿 200g, 녹차 파우더 10g, 생크림 80g, 버터 20g

글레이즈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한다. 4 슈거파우더, 녹차 잎, 식용 금박 등으로 장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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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water 125g, milk 125g, unsalted butter 100g, salt 4g, sugar 5g,
medium flour 150g, egg 230g
Choux cookie(Choux au craquelin) brown sugar 60g, unsalted butter 50g, soft
flour 60g, vanilla essence 1tsp, green pigments a pinch
Green tea white chocolate custard cream milk 800g, unsalted butter 50g, corn starch
60g, medium flour 40g, sugar 120g, egg yolk 110g, vanilla bean 1ea, white chocolate
200g, green tea powder 20g
Green tea white chocolate glaze white chocolate 200g, green tea powder 10g, fresh
cream 80g, butter 20g
Method
Choux 1 Boil water, milk, unsalted butter, salt and sugar in a bowl. Filter medium flour
and whisk eggs in another bowl. 2 When butter is melted and is boiling over, reduce
heat and pour filtered medium flour into the bowl. 3 With spatula, stir the mixture, being
careful not to let scorch, and stir for 5 min to make it sticky. 4 When the dough has fine
luster and become a lump, put it on a clean bowl, whisk eggs, pour the eggs into the
bowl and stir. 5 Put extra eggs until the dough has fine luster but has triangle-shape
drops at the edge of spatula. 6 Use a pastry bag fitted with a 2cm tip, pour the dough
into the bag, and pipe it onto the lined baking sheet on an oven pan about 11cm apart.
7 Put choux cookie (choux au craquelin) on the dough, preheat the oven to 180℃ and
bake for 25 min. 8 When the dough is swollen and brown, reduce heat to 160℃ and
bake for 20 min. Remove from the oven and let cool.
Choux cookie 1 Add green pigments to unsalted butter to color dark green. 2
Combine brown sugar and soft flour together with butter and add vanilla essence. 3
When mixed well, put into two pieces of oilpaper and elongate to a 2mm thick using
rolling pin. 4 Harden in refrigerator and split to a 2X11cm rectangular shape with knife. 5
Put hardened choux cookie on choux.
Green tea white chocolate custard cream 1 Heat milk, vanilla bean and butter in a
bowl. 2 With whisk, stir egg yolk, sugar, corn starch and medium flour to make cream
in a bowl. 3 Pour half of heated milk in the cream, whisk again and put in heated bowl.
4 Make thick custard cream with rubber statula and whisk. 5 Stir the cream until boiled,
keep it for 1 min and pour the cream into a container with a flat bottom. 6 Melt white
chocolate on a microwave and mix with green tea powder. 7 When custard cream
reaches 38℃, mix with green tea white chocolate mix and whisk together. 8 Fill green
tea white chocolate custard cream in a 8cm pastry bag fitted with a tip.
Green tea white chocolate glaze 1 Heat fresh cream in a bowl. 2 Melt white chocolate
on a microwave and mix it with green tea powder. 3 Pour heated cream on white
chocolate and mix. 4 When the temperature of white chocolate mix reaches 38℃, add
butter.
Last step 1 Make three holes on the bottom of éclair with chopsticks (or use other
similar object). 2 Pipe green tea white chocolate custard cream into the éclair using
pastry bag. 3 Clean up the cream flowed out of the hole. 4 Dip choux cookie of eclair
into green tea white chocolate glaze and trim the edge. 5 Plate with sugar powder,
green tea leaves and edible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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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ea Ec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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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eung-joo
이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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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이탈리
마켓(그로서리)과 레스토랑이 결합한 그로서란트라는 독특한 개념
의 이탤리언 다이닝.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오픈 중이며, 맛있는 이
탈리아 먹거리와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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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제주 한치 1마리 자리돔 소스 당근·양파·셀러리 1/2개씩, 마늘·토마토 1개씩, 화이트와인 1
병, 자리돔 1마리, 양하순 5g, 소금 약간 한치 라비올리 소 아몬드 1개, 바질 1g, 훈연 스카모르짜
치즈·고사리순·토마토(콩피)·브로콜리 20g씩, 청보리 10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적당량, 소
금·후추 약간씩 흑우 타르타르 제주 흑우 우둔살 15g, 양하순 5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적당량,
소금·후추 약간씩 딱새우 타르타르 딱새우 1마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적당량, 소금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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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치 라비올리

만드는 법
자리돔 소스 1 당근, 셀러리, 양파, 마늘은 씻어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자른다. 2 자리돔은 씻어
서 올리브 오일을 발라 180℃로 예열한 오븐에서 20분간 굽는다. 3 팬에 오일을 두르고 손질한
당근과 셀러리, 양파, 마늘을 약한 불에서 연한 갈색을 띨 때까지 볶는다. 4 채소에 색이 나기 시작
하면 구운 자리돔, 토마토홀, 화이트 와인을 순서대로 넣는다. 5 화이트 와인이 졸아들기 시작하면
물을 붓고 약 20분간 끓인다. 6 불을 끄고 체에 걸러서 자리돔 소스를 만든다. 7 양하순은 즙을 낸
다음 팬에서 반으로 졸인다. 8 ⑥과 ⑦을 섞어 소스를 완성한다. 한치 라비올리 소 1 훈연 스카모
르짜 치즈, 고사리순, 바질, 브로콜리, 토마토 콩피, 아몬드는 작게 깍둑썬다. 2 팬에 오일을 두르고
손질한 브로콜리, 고사리순을 살짝 볶는다. 3 볼에 볶은 브로콜리, 고사리순, 바질, 토마토 콘피, 아
몬드, 훈연 스카모르짜, 올리브 오일, 소금을 담고 잘 섞어 소를 만든다. 한치 마무리 1 한치는 손질
해서 타임, 마늘, 올리브 오일에 약 30분간 재운다. 2 한치에 라비올리 소를 채우고 그릴에 약 5분
간 굽는다. 3 접시에 한치 라비올리, 타르타르, 자리돔 소스를 담아 낸다.

Jeju Cuttlefish Ravioli
Ingredients Jeju cuttlefish 1ea Jaridom Sauce carrot 1/2ea, onion 1/2ea, celery 1/2ea,
garlic 1ea, tomato 1ea, white wine 1bottle, jaridom 1ea, onion sprout 5g, Salt Cuttlefish
Ravioli Fillings almond 1ea, basil 1g, smoked scamorza 20g, gosari 20g, green barley
10g, tomato confit 20g, broccoli 20g, extra virgin olive oil, salt, Pepper Black Cow Tartare
black cow rump 15g, onion sprout 5g, salt, pepper, extra virgin olive oil Langoustine
Tartare langoustine 1ea, extra virgin olive oil, salt, lemon
Method
Jaridom Sauce 1 Clean carrot, celery, onion and garlic, and chop them in 1 inch. 2
Heat oil in an oven and cook jaridom at 180℃ for 20 min. 3 Heat oil on a pan and stirfry the chopped carrot, celery, onion and garlic until golden brown. 4 Once softened,
add jaridom, tomato and white wine, and simmer. 5 Add water and boil for 20 min. 6
Turn off fire and filter. 7 Make onion jus and simmer. 8 Mix jaridom sauce and onion
jus. Cuttlefish Ravioli fillings 1 Dice smoked scamorza, gosari, basil, broccoli,
tomato confit and almond. 2 Heat oil on a pan and gently stir-fry broccoli and gosari.
3 Mix stir-fried broccoli and gosari, basil, tomato confit, almond, smoked scamorza,
extra olive oil and salt in a bowl. Finishing Cuttlefish 1 Trim cuttlefish and marinate
with thyme, garlic and extra olive oil for 30 min. 2 Fill ravioli fillings into cuttlefish and
grill for 5 min. 3 Place cuttlefish ravioli, tartare and jaridom sauce on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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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Duk-hyun
임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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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스시 호시카이
'제주의 별과 바다를 품은 꿈의 스시'라는 슬로건에 맞춰 제주에서
만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식재료로 정통 스시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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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 스시와 참치 뱃살 스시
재료
생선살(참돔 & 참치 뱃살)·쌀 적당량씩, 와사비·소금·식초 약간씩
만드는 법
1 참돔과 참치 뱃살을 먹기 좋게 손질한다.
2 제대로 손질한 생선 살을 저온에서 하루 이상 숙성한다.
3 밥을 짓는다.
4 소금과 식촛물 적당량을 잘 지어진 뜨거운 밥에 골고루 섞어서 샤리(스시용 밥)를 만든다.
5 저온에서 하루 이상 숙성한 생선살을 와사비와 함께 샤리에 얹어 스시를 만든다.

Jeju Tripletail Sushi and Tuna Sushi
Ingredients
tripletail, tuna, wasabi, rice, salt, vinegar
Method
1 Trim tripletail and tuna.
2 Age trimmed fish for one day in low temperature.
3 Cook rice.
4 Mix rice with salt and vinegar to make sushi rice.
5 Put fish on sushi rice and serve with was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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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Jung-ho
홍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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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메종글래드 제주
40여 년 역사를 지닌 제주의 랜드마크로서, 천혜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기 위해 제주를 찾는 고객에게 품격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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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700인분)
제주 흑돼지 삼겹살 70kg, 꿩엿 1L, 메이플시럽 2L, 타임·로즈마리·생강·된장·버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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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엿에 절인 제주 흑돼지 삼겹살과
제주 댕유자향 푸른콩 된장 크림소스

셔 소금 1kg씩, 마늘·셀러리 7kg, 흑통후추·월계수 잎 100g씩, 일본 적된장 0.5kg, 댕유자
청·붉은 고추 2kg씩, 양파 25kg, 당근 12kg, 적채 30kg, 복분자와인 또는 복분자주 6병, 설탕
13kg, 감자 35kg, 진간장·양조식초 3L씩, 한라산소주·해바라기유 5L씩
만드는 법
1 깨끗한 볼에 꿩엿과 메이플 시럽, 술을 섞는다. 2 진공 포장용 비닐에 삼겹살을 넣고 소금, 타
임, 로즈마리, 마늘, 생강, 흑통후추, 월계수 잎, 붉은 고추를 ①과 함께 넣어서 진공 포장한다. 3
②를 80℃의 물에 넣어 12시간 정도 조리한다. 4 당근, 양파, 셀러리는 미르푸아로 썰어서 오븐
용 팬에 담는다. 절임 용액은 따로 보관하고 삼겹살은 꺼내서 채소 위에 올린 다음 170℃로 예
열한 오븐에서 25분간 굽는다. 5 삼겹살은 따뜻하게 보관한다. 구운 채소에 절임 용액을 섞어
서 끓인 다음 크림을 섞어 한 번 더 끓이고 체에 거른다. 6 댕유자청을 다져서 된장과 섞은 다
음 ⑤의 크림과 섞어서 농도와 간을 맞춘다. 7 삼겹살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소스와 가니시
를 더해 낸다.

Grilled Black Pork Belly Marinated by Phesant Taffy
with Jeju Citrus Flavored Grean Bean Paste Cream Sauce
Ingredients(For 700 person)
Jeju black pork belly 70kg, pheasant taffy 1L, maple syrup 2L, thyme 1kg,
rosemary 1kg, garlic 7kg, black pepper 100g, bay leaves 100g, soybean paste
1kg, jeju citrus marmalade 2kg, ginger 1kg, red chili 2kg, celery 7kg, onion 25kg,
carrot 12kg, red cabbage 30kg, raspberry wine 6bottle, sugar 5kg, salt 1kg,
potato 35kg, soy sauce 3L, vinegar 3L, soju 5L, butter 1kg, oil 5L
Method
1 Mix pheasant taffy, maple syrup and brandy in a mixing bowl. 2 Vacuum-pack
pork belly with salt, thyme, rosemary, garlic, ginger, pepper, bay leaves, red
chili and mixed pheasant taffy syrup. 3 Cook the pack at 80℃ for 12 hours in
boiling water. Remove the pack from the water and rest. 4 Chop carrot, onion
and celery in mirepoix-size and roast them with pork belly at 180℃ for 25 min.
5 Rest pork belly in warm place. Mix roasted vegetables with the jus from the
pack. Boil the vegetable jus and add fresh cream. 6 Chop Jeju citrus and mix it
with the creamed au jus and green bean paste to make sauce. 7 Cut the pork
belly and serve with sauce and garnished h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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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키친
위드 마스터스
2017.5.18
국내외 유명 마스터 셰프 8명이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제각기 개성 넘치는
요리 비법을 선보였다.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든 제주 특산물을
활용하여 자기만의 노하우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셰프들의 손놀림에 모두가 주목했다.
또한 치열한 예선을 거쳐 결승에 오른
제주한라대학교 주니어 셰프의
요리경연 대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펼쳐진 요리경연에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는
대학생 셰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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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LIST
마리아 그라치아 송치니
Maria Grazia Soncini
절인 광어와 오렌지 소스

비크람 가르그
Vikram Garg

코쿰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인 광어

에드워드 권
Edward Kwon

제주 전복과 조개 쌈장

유현수

Tony Yoo
말고기 설야멱

조희숙

Cho, Hee-sook
초기사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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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치아

송치니

• 마리아 그라치아 송치니

마리아

GRAND KITCHEN With M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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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라 까빠나 디 에라끌리오 La Capanna di Eraclio
마리아 그라치아 송치니가 3대째 이끌고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 이탈리
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작은 시골마을에 자리한 테이블 11개짜
리 자그마한 식당이지만 15년 연속 미슐랭 1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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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광어 100g, 검은깨 30g, 레몬밤 약간
샐러드 아루굴라 70g, 양파·래디시·파 100g씩, 유자 1개

• 마리아 그라치아 송치니

절인 광어와 오렌지 소스

폰즈 소스 간장 70ml, 레몬즙·맛술 30ml씩, 가츠오부시 10g, 다시마 100g
비네그레트 레몬즙 30ml, 옥수수유 150ml, 설탕·소금 20g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적당
량, 발사믹 식초 약간
만드는 법
1 광어는 슬라이스한다.
2 양파와 래디시, 파는 적당한 크기로 저미고 유자는 껍질만 벗겨서 채썬다.
3 폰즈 소스와 비네그레트 재료를 각각 잘 섞는다.
4 그릇에 광어를 담고 비네그레트에 버무린 샐러드를 올린다.
5 레몬밤과 볶은 검은깨를 뿌린 다음 폰즈를 곁들여 낸다.

Marinated halibut with citrus mice
Ingredients halibut 100g, black sesame seeds 30g, lemon balm
Mesclun arugula 70g, onion 100g, red radish 100g, spring onions 100g, yuja
1ea
Ponzu sauce citrus or lime juice 70ml, sweet soy sauce 70ml, martini dry or
mirin 30ml, katsuobushi 10g, kombu 100g
Citronette corn oil 150ml, sugar 20g, salt 20g, fresh lemon juice 30ml, balsamic
vinegar, extra virgin olive oil
Method
1 Thinly slice the halibut.
2 Place the sliced halibut with each salad, ponzu sauce, citronette.
3 Place the slices on leaves of arugula, onion roses and julienne of citrus.
4 Season with lemon balm and sprinkle with roasted black sesame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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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크람 가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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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쿰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인 광어
재료 광어 필레 150g, 머스터드 씨 1g, 다진 셜롯 30g, 다진 생강 10g, 다진 토마토 60g, 고수
파우더 3g, 고춧가루 3g, 커리잎 5~6장, 말린 코쿰 1/2개, 코코넛밀크 30g, 물 100g, 포도씨유
30g,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냄비를 달궈 오일을 두르고 머스터드 씨를 탁탁 소리가 날 때까지 볶은 다음 다진 셜롯을 넣
고 반투명하게 볶는다. 2 다진 생강을 넣고 약 1분간 볶은 다음 다진 토마토를 넣고 액체가 될
때까지 익힌다. 3 고수 파우더, 고춧가루, 커리잎, 소금을 넣고 풋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볶는
다. 4 코쿰, 코코넛 밀크, 물을 넣고 약한 불에 8~10분간 졸여서 걸쭉한 소스를 만든다. 기호에
맞게 간을 한다. 5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광어 필레를 앞뒤로 굽는다. 6 광어를 소스에 넣고
익을 때까지 졸인다. 7 밥을 곁들이고 고수 잎을 장식해서 낸다.

Halibut with Kokum-coconut gravy
Ingredients halibut fillet 150g, mustard seeds 1g, chopped shallots 30g, chopped
ginger 10g, chopped tomato 60g, coriander powder 3g, red chili powder 3g,
curry leaves 5~6pieces, kokum dried 1/2piece, coconut milk(unsweetened) 30g,
water 100g, grapeseed oil 30g, salt
Method
1 Heat oil in a pot and add mustard seed when it starts to crackle add finely
chopped shallots and cook until translucent. 2 Add chopped ginger and cook
for about a minute then add chopped tomato and cook until it has melted. 3 Add
coriander powder, chili powder, curry leaves, salt and cook until the raw scent
of the spices is gone. 4 Add kokum, coconut milk and water simmer for about
8-10 minutes on a low flame or reduced to a sauce consistency. Check for
seasoning. 5 Heat oil in a pan and sear the Halibut fillet. On both sides. 6 Add to
the sauce and simmer until fish is cooked. 7 Serve with hot rice and garnish with
cilantro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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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 에드워드 권

Edward
Kwon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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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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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전복과 조개 쌈장
재료 제주 활전복 2개, 쌈장 30g, 양파 1개, 마늘 3쪽, 모시조개 8개, 화이트 와인 100ml, 생크
림 200ml, 처빌·미니 소렐 5g씩, 율무 튀밥 10g, 사과 1개, 파슬리 오일
만드는 법
1 전복은 세척 후 손질하여 얇게 슬라이스한다.
2 해감한 모시조개와 물 200ml을 냄비에 넣고 화이트 와인과 마늘, 양파를 더해 육수를 낸다.
3 모시조개 육수에 생크림과 쌈장을 넣어 쌈장 조개소스를 만든다.
4 손질한 전복을 접시에 담고 소스, 처빌, 소렐, 튀밥, 깍둑썬 사과를 올리고 파슬리 오일을 뿌
려 마무리한다.

Jeju Abalone & Ssamjang Clam Sause
Ingredients Jeju abalone 2ea, ssamjang 30g, onion(peel off) 1ea, garlic(peel
off) 3ea, clam 8ea, white wine(dry) 100ml, fresh cream 200ml, chervil 5g, micro
sorrel 5g, puffed adlay 10g, apple 1ea, parsley oil
Method
1 Wash and slice abalone.
2 Put cleaned clam in a pot and add 200ml water with white wine, garlic and
onion, and boil.
3 Put fresh cream and ssamjang into clam stock.
4 Place sliced abalone on a plate, serve with ssamjang clam sauce and garnish
with puffed adlay, sorrel, diced apple and parsley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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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수

Tony
Yoo
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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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레유
서울 가회동에 자리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사찰 음식 바루 코스, 산나물로 조리하는 채집 코스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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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4인분) 제주 말고기 400g, 우엉 60g, 제주 청고사리·동충하초·버섯·잣·제주푸른콩
간장·식용유·소금·후추 약간씩, 액화질소
더덕 퓨레 더덕 250g, 감자 1개, 양파 1/4개, 우유 1/4컵, 소금 적당량
만드는 법
1 감자는 삶고 양파는 가늘게 채썬다. 달군 팬에 양파를 볶다가 투명해지면 더덕, 우유를 넣어
2 양파가 부드럽게 익고 우유가 걸쭉해지면 불에서 내린다. 한 김 식힌 다음 삶은 감자와 함께
블렌더에 넣고 소금으로 간해 곱게 간다.

• 유현수

뭉근하게 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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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설야멱

3 우엉은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얇게 어슷썬다. 냄비에 튀김용 식용유를 넉넉하게 붓고 우엉을
130℃에서 바삭하게 튀긴다.
4 청고사리는 끓는 소금물에 데친 후 찬물에 하루 정도 담가둔다.
5 말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간장, 후추로 간한다.
6 달군 팬이나 그릴에 말고기를 앞뒤로 굽는다.
7 구운 말고기를 액화질소에 담가 급냉각한 다음 다시 굽는다.
8 접시에 더덕 퓌레를 모양내서 바르고 구운 말고기와 튀긴 우엉을 올린 다음 데친 청고사리,
동충하초, 잣가루, 버섯 등으로 장식한다.

Sliced horse meat roast
Ingredients Jeju horse meat 400g, burdock 60g, cheonggosari, cordyceps,
mushroom, pine nut, soy sauce, oil, salt, pepper, liquid nitrogen
Deodeok Puree
deodeok 250g, potato 1ea, onion 1/4 ea, milk 1/4 cup, salt
Method
1 Boil potato and slice onion thinly. Heat a pan, stir-fry onion until translucent,
put deodeok and milk and boil.
2 Remove from heat when the onion is softened and milk begins to thicken.
Rest and put in blender with boiled potato and a pinch of salt, and blend.
3 Wash burdock and slice thinly. Heat a plenty of oil and fry burdock on 130℃
until crisp.
4 Blanch cheonggosari in boiling salt water and rest in cold water for one day.
5 Slice horsemeat and marinate with soy sauce and pepper.
6 Roast each side of horse meat on a pan or a grill.
7 Freeze horsemeat roast in liquid nitrogen and roast again.
8 Spread deodeok puree on a plate, place horsemeat and fried burdock on
deodeok puree and garnish with blanched cheonggosari, cordyceps, pine nut
powder and mu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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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숙

Cho,
Hee-sook
조희숙

30여년 동안 한식의 기본과 틀을 만들어온 한식의 거장이자 살아있는 전설이다.
노보텔앰배서더호텔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신라호텔 등 여러 호텔에서
한식부를 담당하며 현장의 경험과 연륜을 쌓았고 2005년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주방장을 역임했다. CIA 주최 ‘Rising Asia’에 한국대표로 참가하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송대 외식조리학과의 전임교수로 재직하는 등 후학양성에 매진하
고 있다. 5년여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아름지기의 식문화 연구 전문위원으
로 재직하며 한식의 미와 멋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식 세계화운동에 앞장섰다.
현재는 강릉 씨마크호텔의 한식부 메뉴 자문과 샘표식품의 '한국의 맛' 연구 프로
젝트의 멘토링을 맡고 있다.
Hee-sook Cho is a living legend of Korean cuisine who has established the basic
standard for Korean cuisine for 30 years. She is also a master of many Korean
star chefs who has passed down the basic standard of Korean cuisine. She built
up her experience by leading Korean food department at Novotel Gangnam,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Silla and worked as an executive chef in the
Embassy of South Korea in the U.S. She participated as a Korean representative
in ‘Rising Asia’ by CIA. She also trained many junior chefs as a professor at
Woosong University from 2006 to 2008. As a food culture researcher at Arumjigi
Foundation, she led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to introduce ‘the taste
of Korean food’. Currently, she works as an executive consultant at Korean
restaurant in Hotel Seamarq and as mentor for ‘The Taste of Korea’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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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생 표고버섯 5개, 딱새우살 250g 밀가루 20g, 대파채 30g, 꼬치 5개
버섯 양념 딱새우 육수 1컵, 국간장·설탕·포도씨유 1큰술씩
새우살 양념 다진 양파 40g, 다진 마늘 10g, 다진 대파 20g, 소금 2g, 깨 2g, 참기름 5g, 포도씨
유 10g
보말죽 소스 보말 100g, 메밀쌀 30g, 다진 양파 3g, 참기름 15g, 딱새우 육수 500g, 참기름 5g,
만드는 법
1 새우 육수에 국간장, 설탕, 포도씨유로 양념을 한다.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고 육수에 가볍게

• 조희숙

소금 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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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슬적

적셨다 꺼낸다. 달군 팬에 넣어서 표면을 익힌다. 2 새우 살은 다진 다음 양념 재료를 뿌려 버
무린다. 3 표고는 어슷하게 3~4등분하고 밀가루를 묻힌 다음 꼬치에 꿴다. 버섯 사이의 간격
을 넓혀서 양념한 새우살을 붙인다. 4 메밀과 새우 육수를 섞어 블렌더로 간다. 5 냄비에 참기
름을 두르고 다진 양파를 볶다가 보말을 넣어 마저 볶는다. 6 ⑤에 딱새우 육수를 부어서 끓인 다
음 ④를 넣고 익혀 농도를 맞춘다. 7 대파채는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팬
에 가볍게 볶는다. 8 보말죽 소스를 뜨겁게 데워서 그릇에 담고 버섯과 대파채를 곁들여 낸다.

Croaker Skewer
Ingredients shiitake mushroom 5ea, spring lobster meat 250g, flour 20g, thinly
sliced spring onion 30g, skewer 5ea
Marinated Mushroom marinade spring lobster stock 1cup, soy sauce 1Tb,
sugar 1Tb, grapeseed oil 1Tb
Spring Lobster marinade chopped onion 40g, chopped garlic 10g, chopped
spring onion 20g, salt 2g, sesame 2g, sesame oil 5g, grapeseed oil 10g
Top Shell Sauce top shell 100g, buckwheat rice 30g, chopped onion 3g,
sesame oil 15g, spring lobster stock 500g, sesame oil 5g, salt 2g
Method
1 Put soy sauce, sugar, grapeseed oil in spring lobster stock. Remove stems
from mushroom, dip trimmed mushroom into the stock, and pick up from the
stock and wash. Cook skin of mushroom on a pan. 2 Chop spring lobster and
marinate. 3 Slice mushroom into 3-4 pieces, dip in flour, slide onto skewers and
put chopped spring lobster between the mushroom slice. 4 Place buckwheat
rice and spring lobster stock in blender and blend. 5 Heat sesame oil on a bowl,
stir-fry chopped onion, put top shell meat and stir again. 6 Pour spring lobster
stock into the bowl and boil. Put blended buckwheat rice and simmer. 7 Dip
thinly sliced spring onion into cold water. Drain and heat on a pan for a short
time. 8 Heat grapeseed oil on a pan, cook skewers until soften and golden
brown. 9 Warm top shell sauce and place on a plate. Serve with skewers and
thinly sliced spring onion on the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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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학생팀

• 주니어셰프

문현석, 부한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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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셰프 요리경연
미래셰프 대상

JFWF2017
Junior Chef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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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셰프

감자 리조또 / 돌문어 스테이크
재료 돌문어 다리 1개, 감자·양파·표고버섯·방울토마토 1개씩, 파르메산 치즈·버터 50g
씩, 소금·후추 10g씩, 마늘 1쪽, 아스파라거스 2개, 밀가루 1g, 우유·생크림 50ml씩, 간장
30ml, 설탕 100g
만드는 법
1 돌문어 다리는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방망이로 두드린다. 2 감자, 양파, 표고버섯은 작게 깍
둑썰고 마늘은 아주 얇게 슬라이스한다. 3 아스파라거스는 머리 부분만 7cm 길이로 자르고 방
울토마토는 2cm 두께로 슬라이스한다. 4 끓는 물에 간장, 설탕을 넣고 문어 다리를 가는 부분
부터 넣어 4분 가량 삶는다. 5 팬에 오일을 두르고 감자, 양파, 표고버섯을 순서대로 볶다가 생
크림과 우유를 넣어서 잘 섞는다.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한다. 6 어느 정도 익으면 파르메산 치
즈와 버터를 넣고 잘 볶는다. 7 문어 다리가 어느 정도 익으면 꺼내서 흐르는 찬물에 식혀 물기
를 제거한다. 8 마늘 슬라이스와 아스파라거스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아스파라거스만 찬물
에 씻는다. 9 물기를 제거한 문어 다리를 분량 외의 기름에 겉만 바삭하게 튀기고, 마늘은 기름
에 넣어서 재빠르게 저으며 살짝 튀긴다. 10 아스파라거스는 팬에 버터를 두르고 겉만 살짝 구
운 다음 밀가루, 분량 외의 물과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튀일을 만든다. 11 접시에 몰드를 깔고
리조또를 넣어 모양을 잡는다. 튀긴 문어 다리와 마늘, 구운 아스파라거스 튀일, 방울토마토 슬
라이스를 얹고 간장 소스를 얹어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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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KITCHEN With MASTERS

• 주니어셰프

Potato Risotto / Jeju-Octopus Steak
Ingredients octopus(arm) 1ea, potato 1ea, onion 1ea, shiitake mushroom 1ea,
parmesan cheese 50g, salt 10g, pepper 10g, garlic 1ea, asparagus 2ea, cherry
tomato 1ea, butter 50g, flour 1g, milk 50ml, cream 50ml, soy sauce 30ml, sugar
100g
Method
1 Wash the octopus arm under cold water and pound a little. 2 Cut the potato,
onion and shiitake mushroom into small dice and thinly slice the garlic. 3 Cut the
asparagus 7cm from the tip and slice cherry tomato into 2cm-thick. 4 Dissolve
the soy sauce and sugar in boiling water and put the octopus arm from thin to
thick part. Boil it for 4 minutes. 5 Oil the pan and stir-fry the small dices in the
order of potato, onion and shiitake mushroom. Then, mix the fresh cream and
milk and season with salt and pepper. 6 After stir-frying a little, add parmesan
cheese and butter and keep stir-frying. 7 Cool down the boiled octopus arm
under cold and running water and remove the water on it. 8 Blanch the sliced
garlic and asparagus in boiling water and wash the asparagus under cold water.
9 Fry dried octopus arm until the surface becomes crispy and fry the garlic
slightly stirring in oil very quickly. 10 Roast the surface of asparagus slightly
with butter and make tuile using flour, water and olive oil. 11 Set the mold on
dish and put the risotto into mold. Then, put the fried octopus arm, fried garlic,
roasted asparagus, tuile and sliced cherry tomato and finish with applying soy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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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너
2017.5.20

"ASIAN GOURMET"를 주제로 아시아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5가지로 이루어진
정찬 코스를 선보였다.
아름다운 미식의 향연이 꼬리를 물고 펼쳐졌다.
공연과 행사를 포함한 다채로운 이벤트는 물론
코스마다 딱 어울리게 페어링한 와인이
갈라 디너의 품격을 더욱 높였다.
제주 최초로 수많은
미슐랭 스타 셰프가 준비한 정찬으로,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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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LIST

알버트 K.K.아우
Albert K.K. Au

대추와 버섯을 곁들인 XO소스 제주 흑돼지 갈비찜

코이즈미 코지
Koizumi Koji

트러플 차완무시 / 성게알과 향 젤리를 곁들인 참돔 /
간 소스와 참깨 메네기를 곁들인 전복찜

성현아

Seong, Hyun-ah
초록 허브 소르베와 샤르트뢰즈 사바용 /
아로마틱 제주(화이트 요거트 파르페와
유자아이스크림, 베리소스)

유현수

Tony Yoo
제주 가오리 찜과 동초나물 죽을 곁들인 흑임자 캐비아 소스

이재천

Lee, Jae-chun
메밀묵 제주 고등어 스시 /
김치 칩을 곁들인 돼지 아강발 편육과 쌈장 마요 소스 /
제피향 한라산 푸른콩 된장 해물 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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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GALA DINNER • 알버트 K.K. 아우

Albert
K.K. Au
K.K.아우

홍콩 라이 선 F&B 그룹의 총주방장인 알버트 K. K. 아우 셰프는 전 세계를 통틀
어 가장 젊은 미슐랭 3스타 중식 셰프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홍콩 아일랜드 탱 레
스토랑(미슐랭 1스타)'의 총주방장, '더 에잇 엣 마카오 그랜드 리스보아(미슐랭 3
스타)'의 주방장을 거쳤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홍콩과 마카오
내 레스토랑에서 총 9개의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 현재 라이 선 F&B에서 '그룹 차
이나 탱', '아일랜드 탱', '치우 탱', '차이나 클럽 앤 탱' 등 럭셔리 중식당 계열을 총
괄하고 있다.
Chef Albert K.K. Au, awarded the world’s youngest three Michelin starred
Chinese chef, is executive chef for Hong Kong Lai Sun F&B Management
Limited, managing the Luxury Chinese restaurant for the Group China Tang,
Island Tang, Chiu Tang, China Club and Tang.
He won Michelin 9 Stars in total from year 2009 to 2015 for the restaurants in
Hong Kong and Macau. Before moving to Lai Sun F&B, he has been executive
chef for Hong Kong Island Tang Restaurant (Michelin 1 star) and head Chef for
The Eight at Macao Grand Lisboa (Michelin 3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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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제주 흑돼지 갈비 600g, 중국 신강 큰 대추 150g, 곤약 120g, 표고버섯·느타리버섯·만
가닥버섯·생강 50g씩, 노란 파프리카·붉은 피망·녹색 피망·청경채 40g씩, 베이킹 소다
15g, 묽은 간장 5g, 고추기름 20g, 치킨파우더 10g, 이금기 XO소스·굴소스 40g씩, 진간장 3g,

GALA DINNER • 알버트 K.K. 아우

대추와 버섯을 곁들인 XO소스 제주 흑돼지 갈비찜

전분·식용꽃·금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1 돼지 갈비는 3cm 크기로 깍둑썬다. 30분간 베이킹 소다와 소금을 뿌린 따뜻한 물에 담가 둔다.
2 돼지 갈비를 건져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전분을 뿌린다. 180℃의 기름에서 노릇하게 튀긴다.
3 대추를 1시간 삶은 다음 씨를 제거한다.
4 모든 버섯을 두껍게 썰어 기름에 튀긴다. 생강은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다.
5 녹색 피망, 붉은 피망, 노란 파프리카를 치킨파우더, 굴소스, 고추기름, 진간장, 묽은 간장과
함께 볶는다.
6 모든 재료와 곤약을 접시에 담고 XO소스를 뿌려 마무리한다. 볶은 청경채, 식용꽃, 금가루로
장식한다.

Steamed Jeju Pork Rib with XO Sauce,
jujube and mushroom
Ingredients Jeju black pork rib 600g, jujube 150g, konjac 120g, shiitake 50g,
oyster mushroom 50g, beech mushroom 50g, ginger 50g, red pepper 40g,
yellow pepper 40g, green pepper 40g, baking soda 15g, light soy sauce 5g, chili
oil 20g, chicken powder 10g, LEEKUMKEE XO Sauce 40g, oyster sauce 40g,
thick soy sauce 3g, bok choy 40g, starch, edible flower, gold powder.
Method
1 Cut the pork rib in 3cmx3cm size square. Put the chopped pork rib in warm
water with baking soda and salt for 30 minutes.
2 Take out the pork rib and drain the water. Dredge the pork rib with starchy and
fly the pork in 180℃ oil.
3 Boil the jujube for 1 hour and remove the jujube’s seed.
4 Cut the shiitake, oyster and beech mushroom in thick and fry them in oil. Slice
the ginger and fry it in oil.
5 Stir fry the red, yellow and green pepper with chicken powder, oyster sauce,
chili oil and soy sauce.
6 Put every stuff on the plate and finish with applying XO sauce. Decorate plate
with fried bok choy, edible flower and gold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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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즈미

GALA DINNER • 코이즈미 코지

Koizumi
Koji
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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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코하쿠
도쿄 신주쿠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일본 요리의 전통을 따
르면서 새로운 식재료를 조화시킨 '누보 가이세키'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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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트러플 차완무시(트러플 소스 달걀찜)
달걀 1/2개, 육수 30ml, 간장·청주 약간씩
성게알과 향 젤리를 곁들인 참돔

GALA DINNER • 코이즈미 코지

트러플 차완무시 / 성게알과 향 젤리를 곁들인 참돔 /
간 소스와 참깨 메네기를 곁들인 전복찜

참돔 3조각, 성게알 2개, 향 젤리 적당량, 양하·차이브·차조기 꽃 약간씩
간 소스와 참깨 메네기를 곁들인 전복찜
제주 전복 1/2마리, 물 180ml, 청주 30ml, 해초·메네기(파의 싹)·참기름 약간씩
만드는 법
트러플 차완무시
1 모든 재료를 섞어서 7분간 찐다. 트러플 크림 소스를 올린다.
성게알과 향 젤리를 곁들인 참돔
1 향 젤리로 참돔과 우니를 덮고 양하, 차이브, 차조기 꽃으로 장식한다.
간 소스와 참깨 메네기를 곁들인 전복찜
1 전복과 물, 청주, 해초를 냄비에 담고 1시간 동안 찐다. 2 전복 간과 참기름, 전복 육수를 체에
걸러 간 소스를 만든다. 3 전복 찜 위에 간 소스와 메네기를 얹어 낸다.

Steamed Egg with Truffle / Red Sea-Bream wih Uni
and Flavored Jelly / Steamed Abalone with Scallion
Ingredients
Steamed egg custard with truffel sauce
egg half of 1ea, broth 30ml, soy sauce, sweet sake
Fresh sea bream & sea urchin covered with Japanese herb jelly
sea bream 3ea, sea urchin 2ea, myoga(Japanese ginger), chives, shiso flower
Steamed abalone with its liver sauce
Jeju abalone half of piece, water 180ml, sake 30ml, kerp small size, green onion
sprouts, sesame oil
Method
Steamed egg custard with truffel sauce
1 Mix together all material and steam about 7minutes. Put on truffel cream
sauce.
Fresh sea bream & sea urchin covered with Japanese herb jelly
1 Put this broth jelly and shiso flower on sea bream and sea urchin.
Steamed abalone with its liver sauce
1 Steam to abalone, water, sake, keep all together about 1hour. 2 Mix all
together strainer liver, sesame oil and abalone broth. 3 Liver sauce & cut green
onion sprouts put on Steamed ab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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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 DINNER • 성현아

Seong,
Hyun-ah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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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소나
파인 다이닝에서 맛볼 수 있을 법한 아름다운 플레이팅의 디저트를
코스 혹은 단품으로 선보이는 디저트 전문 레스토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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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요거트 파르페와 유자아이스크림, 베리소스)

* 브랜디와 약초를 섞어 만든
연녹색 또는 황색의 술

재료
화이트 초콜릿 요거트 무스 생크림 310g, 그리스식 플레인 요구르트 240g, 화이트 초콜릿 325g,
판 젤라틴 2.5장

GALA DINNER • 성현아

초록 허브 소르베와 샤르트뢰즈* 사바용 / 아로마틱 제주

백련초 스펀지 케이크 흰자 150g, 노른자 96g, 중력분 79g, 백련초 가루 14g, 설탕 96g, 아몬드 가
루 30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5g,
체리 캐비아 사워 체리 퓨레 250g, 한천 가루 2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00ml, 심플 시럽 50g
프레시 민트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00g, 생 민트 60g, 구연산 1g
와일드베리 & 피치소스 딸기 600g, 설탕 76g, 레몬그라스 14g, 생강 12g, 흑통후추 2개, 레몬 1/4
개, 배 퓨레 500g, 루비 복숭아 퓨레 500g
딸기 절임(가니쉬) 센가딸기 IQF 500g, 생강 10g, 설탕 50g, 레몬 1개
만드는 법
화이트 초콜릿 요거트 무스 1 젤라틴을 얼음물에 불린다. 2 화이트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인다.
3 생크림 100g을 데워서 불린 젤라틴을 넣고 녹인다. 화이트 초콜릿에 부어서 가나슈를 만든다.
4 ③에 요구르트 80g을 부어 냉장고에서 휴지한다. 5 나머지 요구르트 160g을 넣고 잘 섞는다.
6 휘핑한 생크림 200g을 넣고 조심스럽게 잘 섞는다. 7 준비한 틀에 무스를 담고 냉동실에서 2시
간 정도 굳힌다.
백련초 스펀지 케이크 1 흰자와 노른자를 잘 푼 다음 설탕을 넣고 섞는다. 2 중력분, 백련초 가루,
아몬드 가루를 체에 내려서 ①의 달걀에 넣어 섞는다. 올리브 오일을 넣고 섞는다. 3 생크림 휘핑
기에 반죽을 담고 가스를 충전한 다음 냉장고에서 휴지한다. 4 종이컵에 반죽을 1/3정도 담고 전자
레인지에서 45초간 익힌다. 종이컵을 뒤집어서 식힌다.
체리 캐비아 1 올리브 오일을 넓은 사각 통에 담고 냉장고에서 차갑게 준비한다. 2 체리 퓨레와
심플 시럽을 불에 올려 데운다. 3 한천 가루에 설탕을 약간 섞은 다음 ②의 액체가 가장자리부터
끓기 시작하면 부어서 잘 저어 녹인다. 2~3분 정도 거품기로 저으면서 충분히 끓인다. 4 주사기
에 뜨거운 퓨레를 담는다. 5 준비한 올리브 오일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캐비아를 만든다. 6 15분
후 체에 밭쳐 캐비아만 건진다. 7 찬물에 헹궈 냉장 보관한다.
프레시 민트 오일 1 생 민트 잎을 줄기에서 떼어내서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제거한다. 2 올리브
오일과 민트 잎, 구연산을 블렌더로 간다. 거즈를 씌운 체에 거른다.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와일드 베리&피치 소스 1 냄비에 딸기, 설탕, 생강, 후추, 레몬그라스를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
인다. 2 레몬즙과 레몬 제스트를 넣은 다음 불에서 내려 체에 거른다. 3 배 퓨레와 복숭아 퓨레를 넣
어 잘 섞는다.
딸기 절임(가니쉬) 1 딸기는 반으로 자르고 생강을 강판에 갈아 딸기와 잘 섞는다. 2 ①에 설탕,
레몬 제스트, 레몬즙을 넣고 잘 섞는다. 3 10분 정도 절여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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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Yogurt Parfait, Yuja Icecream & Berry Sauce)

Ingredients
White Chocolate Yogurt Mousse
Cream 110g, plain greek yogurt 240g, white chocolate 325g, whipped cream
200g, gelatin sheets 2 1/2ea
Prickly Pear Sponge Cake
Egg white 150g, egg yolk 96g, medium flour 79g, prickly pear powder 14g,
sugar 96g, almond powder 30g, extra virgin olive oil 15g, gas charger 2ea

GALA DINNER • 성현아

Green Herb Sorbet & Chartreuse Savayon / Aromatic Jeju

Cherry Caviar
Sour cherry puree 250g, agar powder 2g, extra virgin olive oil 200ml, simple
syrup 50g
Fresh Mint Oil
Extra virgin olive oil 100g, fresh mint 60g, citric acid 1g
Wild Berry & Peach Sauce
Strawberry 600g, sugar 76g, lemongrass 14g, ginger 12g, peppercon 2ea,
lemon 1/4ea, pear puree 500g, ruby peach puree 500g
Marinated Strawberry(garnish)
Senga strawberry IQF 500g, ginger 10g, sugar 50g, lemon 1ea
Method
White Chocolate Yogurt Mousse
1 Place gelatin sheets in cold water with ice. 2 Boil white chocolate over a
medium heat. 3 Heat cream 110g on a pan, add macerated gelatin and pour
them to melted white chocolate. 4 Add yogurt 80g to ③ and rest in refrigerator.
5 Add another yogurt 160g and stir.6 Pour whipped cream 200g and gently stir.
7 Pour Mousse and a baking mold (ring type).
Prickly Pear Sponge Cake
1 Whisk egg white and egg yolk, add sugar and stir. 2 Filter medium flour,
prickly pear powder and almond powder, and add into egg mix. 3 Add olive
oil and stir. 4 Add mix into whipped cream charge, charge gas and rest in
refrigerator. 5 Place 1/3 of mix into paper cup and microwave for 45 seconds.
6 Flip paper over and cool down.
Cherry Caviar
1 Prepare refrigerated olive oil in square type container. 2 Heat cherry puree
and simple syrup. 3 Mix sugar with agar powder and when ② is boiling over
from the edge, add into 1 and stir. Stir for 2~3 min with whisk and simmer
enough. 4 Put hot puree into a syringe. 5 Put a drop of puree on each olive oil
and make cherry caviar. 6 Drain and pick cherry caviar. 7 Wash in cold water
and rest in refrigerator.
Fresh Mint Oil
1 Pick fresh mint leaves, wash and dry. 2 Place olive oil, mint leaves and citric
acid in blender and mix. 3 Place a piece of gauze on a strainer and drain.
4 Pack in container and seal in refrigerator.
Wild Berry & Peach Sauce
1 Place strawberry, sugar, ginger, pepper and lemongrass in a bowl and boil in
low heat for 20 minutes. 2 Add lemon juice and lemon zest. 3 Remove from fire
and filter. 4 Add pear puree and peach puree, and stir.
Marinated Strawberry(garnish)
1 Cut the strawberry half, mix with grated ginger. 2 Put sugar, lemon zest,
lemon juice in ①. 3 Use after marinated for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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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
Yoo
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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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레유
서울 가회동에 자리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사찰 음식 바루 코스, 산나물로 조리하는 채집 코스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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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제주 가오리 1마리(1kg내외), 세모가사리 100g, 애호박나물 120g, 비트즙 200ml, 레시틴
2g, 제주어간장·비트순·캐비아·소금·후추 약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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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오리 찜과 동초나물 죽을 곁들인 흑임자 캐비아 소스

흑임자 퓨레 흑임자 가루·구운 견과류 5큰술씩, 두유 200ml, 간장·참기름 1큰술씩
동초나물죽 불린 멥쌀 30g, 불린 찹쌀 15g, 물 1컵, 데친 동초나물 130g, 소금
만드는 법
1 가오리는 껍질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2 불린 멥쌀, 불린 찹쌀을 물과 함께 끓인
후 곱게 간다. 3 고운 흰죽이 완성되면 데친 동초나물과 소금을 넣고 끓여서 동초나물죽을 만
든다. 4 흑임자 퓨레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서 흑임자 퓨레를 만든다. 5 세모가사리는
얼음물에 5분간 불린 다음 들기름과 제주어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6 김이 오르는 찜통에 소금
과 후추로 간을 한 가오리를 넣고 부드럽게 찐다. 7 비트즙에 레시틴을 넣고 스틱 블렌더로 갈
아 비프 거품을 만든다. 8 접시에 동초나물죽과 흑임자 퓨레를 바르고 가오리찜, 세모가사리,
비트순, 비트 거품, 캐비아를 올려 낸다.

Jeju Steamed Ray with Black Sesame and Caviar Sauce
& Rapeseed Leaf Soup
Ingredient(for 4 portions)
Jeju ray 1ea(1kg), seaweed 100g, marinated zucchini 120g, beet juice 200ml,
lecithin 2g, soy sauce, beet sprout, caviar, salt, pepper
Black Sesame Puree
black sesame powder 5Tb, roasted nuts 5Tb, soybean mik 200ml, soy sauce
1Tb, Sesame oil 1Tb
Rapeseed Leaf Soup
soaked nonglutinous rice 30g, soaked sticky rice 15g, water 1cup, soaked
rapeseed leaves 130g, salt
Method
1 Remove skin from ray and slice. 2 Boil soaked nonglutinous rice, soaked
sticky rice in water and grind fine. 3 When rice soup is ground fine, add
blanched rapeseed leaves and salt. 4 Place all of black sesame puree
ingredients in blender and puree until smooth. 5 Soak seaweed in cold water
with ice for 5 minutes and remove from water, and add perilla oil and fish
sauce to soaked seaweed. 6 Sprinkle salt and pepper on ray, and steam ray in
steamer until softened. 7 Add lecithin into beet juice and place them in blender
to make beet foam. 8 Spread rapeseed leaf soup and black sesame puree on a
plate, and serve with steamed ray, seaweed, beet sprout, beet foam and caviar.
with skewers and thinly sliced spring onion on the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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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chun
이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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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2016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제주 리조트 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설을 선보이는 제주의 일류 호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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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묵 제주 고등어 스시 / 김치 칩을 곁들인 돼지 아강발
편육과 쌈장 마요 소스 / 제피향 한라산 푸른콩 된장 해물 물회
재료(400인분)
아강발 아강발 20kg, 연두 1100ml, 물엿 2.4kg, 대파·생강 1kg씩, 말린 붉은 고추 20개, 계피
스틱 480g, 청주 800ml, 새우젓·잣 200g씩, 적양파 800g, 셀러리 400g
그라몰라타 마늘 80g, 청고추 150g, 붉은 고추 60g, 레몬 주스 300ml, 처빌 200g, 이탈리안 파
슬리 120g, 케이퍼 80g, 올리브 오일 500ml
너트쌈장 캐슈너트 500g, 아몬드 슬라이스 400g, 마요네즈 2kg, 쌈장 1kg, 김치 20kg
고등어 제주 고등어(활어) 10kg, 식초 6L, 메밀묵 20kg, 천일염·유자청(유자차)·다진 양파·
머스터드 씨·레드 프릴 2kg씩, 환만식초·식용유·양조간장 2L씩, 한천 100g, 레몬 2개
해물 물회 뿔소라·한치·딱새우 20kg씩, 오이·양파·쌀 10kg씩, 초고추장 2kg, 한라산 푸른콩
된장 3kg, 황설탕·마늘 1kg씩, 제피·젤라틴 100g씩, 건몸·건미역·감태 500g씩, 김 40장
만드는 법
아강발
1 아강발은 핏물을 빼고 한 번 삶아서 털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물과 채소, 양념 재료를 아강
발과 함께 넣고 뚜껑을 덮어 중간 불에서 4시간 30분 정도 삶는다. 3 아강발의 뼈를 발라내고
팬에 넣어서 삶은 물을 부은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그릇에 담아 굳힌다. 4 너트쌈장을 만
든다. 견과류는 오븐에 구워서 다진다. 마요네즈와 쌈장을 섞은 다음 내기 직전에 견과류를 섞
는다. 김치는 양념을 씻은 다음 건조기에 6시간 말린다. 5 그라몰라타를 만든다. 모든 재료를
섞어서 블렌더에 갈아 쌈장과 2:1 비율로 섞는다.
고등어
1 고등어는 살만 도려내서 소금에 40분간 염장한 다음 식촛물에 40분간 절인다. 2 메밀묵을
2cm 링으로 찍어내서 고등어를 하나 올린다. 3 머스터드 씨는 환민식초에 절인다. 유자청, 다
진 양파, 식용유, 양조간장, 레몬즙을 섞어서 유자 드레싱을 만들고 머스터드 씨와 한천을 섞어
겔을 완성한다. 4 고등어 위에 ③을 올리고 레드 프릴로 장식한다.
해물 물회
1 해산물은 데쳐서 1cm 크기로 자른다. 2 물회 육수 국물 재료를 섞어 젤라틴을 넣는다. 3
2cm 크기의 둥근 틀에 위의 재료를 넣고 냉장고에서 굳혀 젤리를 만든다. 4 해초 튀각을 만든
다. 죽과 불린 채소, 구운 김을 섞어서 곱게 갈아 얇게 펴서 말린다. 180℃의 기름에 튀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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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Pig feet
pig feet 20kg, yeondoo 1100ml, starch syrup 2.4kg, green onion 1kg, ginger
1kg, dried red pepper 20ea, cinnamon stick 480g, sake or soju 800ml, salted
shrimp 200g, red onion 800g, celery 400g
Gremolata
garlic 80g, green chili 150g, red pepper 60g, lemon Juice 300ml, chervil 200g,
flat leaf parsley 120g, caper 80g, olive oil 500ml
Nuts Ssamjang
cashew nut 500g, almond slice 400g, pine nut 200g, mayonnaise 2kg, ssamjang
1kg, kimchi 20kg
Mackerel
Jeju mackerel 10kg, vinegar 6L, salt 2kg, buckwheat Jelly 20kg, yuza gel 2kg,
chopped onion 2kg, rice vinegar 2L, oil 2L, soy sauce 2L, agar 100g, mustard
seed(whole) 455g, lemon 2ea, red frill 2kg
Cold Raw Seafood Soup
cuttlefish 20kg, langoustine 20kg, cucumber 10kg, onion 10kg, sweet & sour
red pepper 2kg, mt halla bean paste 3kg, brown sugar 1kg, garlic 1kg, chinese
pepper 100g, gelatin 100g, rice 10kg, dried seaweed 1kg, seaweed 40ea
Method
Pig feet
1 Clean pig feet and cook in hot water. 2 Boil pig feet, water, vegetables, herbs,
seasoning on medium heat for 4 and half hours to make stock. 3 Once boiled,
remove bones, rest the boiled pig feet with stock and a pinch of salt on a plate. 4
Making nuts ssamjang. Roast nuts in oven and crush the roasted nuts. Mix mayonnaise
ssamgjang with the nuts. Wash kimchi in water and dry. 5 Making Gremolata. Combine
all the ingredients in a blender with ssamjang at a two to one ratio.
Mackerel
1 Trim unscaled mackerel, preserve in salt for 40 min and marinate in vinegar
for 40 min. 2 Cut buckwheat jelly in 2cm ring-shape and place the marinated
mackerel on it. 3 Pickle mustard seed with rice vinegar. Mix yuza gel, chopped
onion, oil, soy sauce, lemon juice to make yuza dressing. Combine yuza
dressing with agar to make gel. 4 Put ③ on mackerel, garnish with red frill.
Cold Raw Seafood Soup
1 Blanch seafood and cut in 1cm per piece. 2 Add gelatin in cold raw seafood
soup. 3 Add the gelatinized soup in 2cm round-shape mould and refrigerate
until ready to use. 4 Making seaweed flake. Add soaked vegetable and toasted
seaweed in seaweed soup, and put in Thermomix to make seaweed mix.
Spread the seaweed mix and dry. Fry the dried seaweed mix at 18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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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 Marinade Mackerel Sushi with Yuzu Gel &
Buckwheat Jelly / Boiled Pig Feet with Ssamjang Mayo &
Kimchip Chip / Cold Raw Seafood Soup with Mt. Halla
Bean Paste & Chinese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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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제주 동부권

제주 시내권

2017

4곳

23곳

제주고메위크
맛집

맛집분포

제주 서부권

11곳

50

서귀포 동부권

3곳

2017년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제주 전역에서 특색 넘치는 맛을

서귀포 시내권

서귀포
서부권

경험하는 즐거운 미식 축제 제주 고메위크(Jeju Gourmet Week)가 열렸다.

6곳

3곳

그간 외부에 알려진 맛집 리스트와 현지인이 꼽는 차별화된 맛집 50곳의
목록을 소개한다.

품목별
HOW TO PICK

POINT

맛집 선정 방식

맛집 선정 주안점

제주에 거주하는 음식, 문화 등

기존에 잘 알려진 유명 맛집 이

각 분야별 인사로 구성한 추천위

외에 제주의 천연 식재료를 활용

원단이 맛, 위생, 특색 등 평가 기

하여 다채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해외 관

숨겨진 맛집을 발굴하였다. 전통

광객의 입맛을 고려하여 제주에

향토음식점은 물론 제주의 식재

서 장기간 거주한 외교계 인사까

료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전 세

지 추천위원에 포함해 글로벌한

계 요리 전문 맛집을 포함하였다.

공신력을 갖춘 맛집 리스트를 완
성하였다.

맛집분포

한식

39곳
6곳

양식
일식
디저트

2곳
3곳

해산물

23곳
9곳

육류
7곳

가금류

5곳

면요리
맥주
기타

1곳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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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권

스시호시카이 오마카세

도두해녀의 집 물회

제주시 오남로 90 ㅣ 064-713-8838

제주시 도두항길 16 ㅣ 064-743-4989

앞뱅디식당 각재기국/멜국

메밀꽃차롱 메밀 꿩 코스

제스피 제주맥주

제주시 선덕로 32 ㅣ 064-7440-7942

제주시 연오로 136 ㅣ 064-711-6841

제주시 신대로 16길 44 ㅣ 064-713-7744

자연몸국 접작뼈국

마진가 말 사시미/말고기 스테이크

삼다도횟집 회

제주시 중앙로 63-9 ㅣ 064-725-0803

제주시 남성로 54 ㅣ 064-721-9282

제주시 서해안로 572 ㅣ 064-711-7085

Route 84 이색치킨

모슬포해안도로식당 고등어회

시골길 낙지볶음

제주시 광양 13길 6-2 ㅣ 070-8147-4948

제주시 신대로18길 16 ㅣ 064-794-7665

제주시 연동 13길 9 ㅣ 064-743-1196

어미도식당 생선조림

우수미횟집 회

은희네해장국 소고기해장국

제주시 서사로 21길 3 ㅣ 064-753-5989

제주시 연화로2길 24-1 ㅣ 064-745-3848

제주시 고마로 13길 8 ㅣ 064-726-5622

용담골 전복삼합

일곱물식당 회

마라도횟집 회

제주시 서광로 13길 2 ㅣ 064-752-2344

제주시 고전길 32 ㅣ 064-725-5267

제주 제주시 신광로8길 3 ㅣ 064-746-2286

일도촌매운당 조기매운탕/삼치회

돌하르방식당 각재기국

제주시 천수로8길 1 ㅣ 064-759-4141

제주시 신산로 11길 53 ㅣ 064-752-7580

골목식당 꿩고기
제주시 중앙로 63-9 ㅣ 064-757-4890

국수마당 고기국수
제주시 삼성로 65 ㅣ 064-757-5559

현경식당 머리고기/순대

칠삭갈비 돼지고기구이

제주시 동과로1길 32

제주시 천수로8길 9 ㅣ 064-726-7474

제주

서부권

보영반점 간짬뽕

모리노 아루요 오마카세

명리동 식당 자투리 고기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92-1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69-58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98

064-796-2042

010-3286-4560

`064-772-5571

신의한모 간장게장/두부덮밥

수우동 수우동/돈까스

몽상드 애월 각종 케이크

제주시 애월읍 하귀14길 11-1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706-1

제주시 애월읍 애월북서길 56-1 ㅣ

064-712-9642

064-796-5830

064-799-8900

독개물항 오분자기 뚝배기

도치돌가든 한우모듬구이

낭푼밥상 낭푼밥상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78 ㅣ 064-796-3966

제주시 애월읍 천덕로 440-1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162

064-1415

064-799-0005

모디카 감자크림 곁들인 문어샐러드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4-5

녹차고을 녹차칼국수

070-4128-0519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4길 13-1
064-712-1780

서귀포

시내권

대우정 전복돌솥밥

혁이네수산 활어회

어진이네횟집 회

서귀포시 명동로 28-1 ㅣ 064-733-0137

서귀포시 동흥중앙로 10 ㅣ 064-733-5067

서귀포시 보목포로 84 ㅣ 064-732-7442

네거리식당 생갈치 요리

금바리 회

더심플 프렌치 디저트

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20 ㅣ 064-762-5513

서귀포시 동흥중앙로 68 ㅣ 064-763-0888

서귀포시 서호남로32번길 10-6
064-738-3382

서귀포

동부권

돌섬 전복삼계탕

해마루 갈치구이

카페코지 각종 빵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109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84 ㅣ 064-782-1150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00

064-784-2304

제주

064-784-1005

동부권

상춘재 비빔밥/추어탕

부엌인 세화 세화 파스타

교래손칼국수 닭칼국수 / 꿩칼국수

제주시 조천읍 선진길 26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1460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45

064-725-1557

070-8900-3379

064-782-9870

서귀포

서부권

남경미락 회

젠하이드어웨이 산방산 용암돔 파스타

산계원 오리탕

안다미로 닭한마리 코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190-7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186-8

서귀포시 안덕면 형제해안로 80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48

064-794-2304

064-794-0188

064-794-5292

064-783-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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