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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U.S. MEAT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TV 프로그램에서 불고기를 주제로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 

하는 내용이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소비자의 불고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음식이라 그리 새로울 것도 없지만, 기존의 

불고기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접목하는 것을 보니 역시 음식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확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밀레니엄 

세대에게 익숙한 비디오 레시피 콘텐츠에서도 심심찮게 불고기 레시피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미국 중소 도시 호텔 룸서비스 메뉴에서도 불고기 메뉴를 

보니, 이런 것이 한식의 세계화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재료의 소비는 결국 어떻게 요리되는가에 달렸습니다. 한국식 구이, 탕, 불고기, 

스테이크, 바비큐, 버거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육류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소득 증가와 관계가 깊은데, 1990년 4.1kg

에서 2000년 8.1kg, 2016년 11.5kg까지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

년에는 13.2kg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보더라도, 소득과 소고기 섭취는 

정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소고기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소득에 따른 소비량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얼마나 더 다양한 고기 요리가 소개될지 기대됩니다. 전통의 맛에서 출발하여 서로 

섞이고 창의적으로 적용되어 발전된 새로운 맛이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육류수출협회도 한국 내 더욱 다양한 고기 

문화를 발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 한국지사   양 지 혜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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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EVENTS

TV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 
미국산 소고기 프로모션 
미국육류수출협회는 3월~5월 TV 홈쇼핑과 온

라인 쇼핑몰에서 미국산 소고기 프로모션을 진행

했다. 3월에는 CJ 오쇼핑 ‘김나운 더 키친’에서 미

국산 소갈비탕을 이용한 ‘갈비탕 명작’을 런칭했

고 5월에는 미국산 소 갈비에 김나운 특제 소스

를 더한 ‘양념 명작 갈비살’을 출시했다. NS 홈쇼

핑에서는‘이종임의 부채살 양념구이’ 제품을 미

국산 초이스급 소고기로 전환 런칭했다. 또한 현

대홈쇼핑에서는 미국산 소갈비를 이용해 스테이

크로 탄생시킨 ‘최현석 셰프의 페퍼 립 스테이크’

를 런칭했고 온라인 쇼핑몰인 동원금천몰에서는 

미국산 불고기 부위 구매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5월 한달 동안 진행했다.  

이커머스(E-commerce) 미국산 소고기 
판매 지원 통합 프로그램
이커머스 식품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육류수출협

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해오

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마켓컬리와 푸드장 두 개의 온라인 

식자재 쇼핑몰에서 미국산 브랜드 소고기 판매 프로모션과 동

시에 쿠킹클래스를 함꼐 진행했다. 5월10일에는 프리미엄 온라

인 식자재 쇼핑몰 마켈컬리와 함께 ‘우(牛)아한 쿠킹클래스’를 

주제로 스테이크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 미슐랭 1스타 레스토

랑인 스와니예의 김호윤 셰프가 미국산 마이어(MEYER) 비프

를 이용하여 티본스테이크와 안심스테이크, 샐러드 2종을 선보

였으며, 참가자들은 안심스테이크를 직접 실습함으로써 미국산 

브랜드 소고기를 소개하고, 맛과 품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같은 날,  캠핑족들을 위한 온라인 육류 쇼핑몰 

푸드장과 함께 ‘US BEEF 스테이크 집밥’을 주제로 쿠킹클래스

를 진행했다. 소년상회, 소년서커스의 오너셰프이자 다양한 매

체에서 활동 중인 채낙영 셰프가 푸드장의 미국산 1855, 앵거스 

프라이드 브랜드 소고기를 이용하여 가정이나 캠핑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채살과 척아이롤 스테이크, 버터라이스, 치즈

드레싱 샐러드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가자 전원에서는 

앵거스 프라이드 척아이롤이 선물로 증정 되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미국육류수출협회는 그 동안 식품업계 인재양성 및 식재료 발굴 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5월 12일 경기대학

교 조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U.S. Bee로 만드는 All About American Steak’ 쿠킹 클래스 및 푸드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푸드 콘테스트에 앞

서 스와니예 김호윤 셰프가 시연을 보이며 멘토링 쿠킹클래스를 진행했고, 이후 ‘내가 생각하는 텍사스 스타일의 스테이크와 가니쉬’를 주제로 미국

산 소고기 채끝등심을 활용한 요리 콘테스트를 진행해 총 3팀을 선정해 미국산 LA 갈비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꽃등심을 제공

하여 쿠킹클래스 및 콘테스트 이후 스테이크를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5월 30일에는 같은 주제로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미셀 애쉬만 총주방장을 초빙해 멘토링 쿠킹클래스 및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2017 서울식품산업대전 
미국육류수출협회는 5월16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서울국제식품산

업대전에 참가했다. 국내에 수입 및 유통되는 

유명 미국산 돼지고기 및 가공품 브랜드인 스

미스필드 인터내셔날, 오스카`마이어, 호멜 

푸드 등이 함께 참가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

에서는 다양한 미국산 프리미엄 브랜드 소고

기와 돼지고기 가공품 특별 전시공간을 운영

했으며 했고 시식 이벤트도 진행했다.  

7   MEAT EVENTS MEAT EVENTS   8  



2017 아메리칸 버거 위크 참가 레스토랑은 고니스, 길버트버거앤프라이즈(서

초점, 이태원점, 가로수길점, 분당점, 코엑스점, 갤러리아대전점), NY B&, 버거

앤 베이글, 더멜팅팟, 데블스도어(센트럴시티점, 하남스타필드점, 센텀시티 부산

점), 라이포스트, 미트앤번 버거샵(선릉점, 정자점), 버거비(명동점, 코엑스점, 서

소문점, 타임스퀘어점, 광화문점), 세이치즈서울시티, 이태원더버거, 킨덜스, 파

이어벨(대치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청담점), 핑거팁스 등 13곳이었며, 이번 호

에서는 지난호에 소개한 레스토랑 5곳에 이어 추가로 8곳을 소개하고자한다.

LIKE IT!

‘아메리칸 스타일 버거’

100% 소고기만을 사용한 패티에 

아메리칸 치즈를 얹고, 기호에 따라 베이컨과 

채소 등을 토핑한 버거를 통칭 

2017 아메리칸 버거 위크 
진짜가 왔다!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
수제 버거의 향연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오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최초로 국내 유명 수제 버거 레스토랑 13곳과 

함께 ‘2017 아메리칸 버거 위크(2017 American 

Burger Week)’를 진행했다.

진정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수제 버거를 국내 소비자

에게 제대로 소개하자는 취지로 개최한 ‘2017 아메

리칸 버거 위크’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버거 마

니아들을 위한 레스토랑 주간 행사로, 각 수제 버거 

전문점을 직접 방문하여 미국 정통의 맛을 잘 살린 레

스토랑 13곳(총 26개 지점)을 선정했다. 

참여한 13개 레스토랑은 미국식 정통 버거의 맛을 

내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만을 사용하여 ‘아메리칸 스

타일 버거’를 선보이는 맛집으로, 버거 마니아들 사

이에서는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곳들이다. 매일 신

선한 소고기를 그라인더로 갈아 육즙 가득한 패티를 

만들고, 소금과 후추로 최소한의 간만 가미하여 소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있다. 또 고소한 맛의 미국

산 돼지고기로 만든 베이컨과 함께 다양한 채소, 토

핑, 소스 등을 얹어 건강하면서도 든든한 한끼 식사

로 손색이 없는 수제 버거를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

다. 아메리칸 버거 위크 기간 동안 각 매장은 자신들

만의 노하우로 각양각색의 시그너처 수제 버거를 만

들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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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캐주얼 음식과 수제 맥주를 함

께 즐길 수 있는 아메리칸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미국산 소고기를 갈아 만

든 두꺼운 170g 패티는 <고니스>의 특

징이다. 수제 버거를 먹기 위해 들었을 때 

묵직함이 느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 <고니스>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대

표는 신혼여행으로 미 서부 버거 투어를 

다녀올 정도로 수제 버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

수제 버거의 달인’에 출연한 후에 단골이 

많아져서 성수동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

고 있다. 특히,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

제 우유아이스크림으로 만든 밀크셰이크

가 인기다.

매장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08 1층

<데블스도어>는 약 1322㎡의 넓은 규모와 매력적인 인테리어가 특징인 아메리칸 스

타일 개스트로펍이다. 최고 수준의 양조 전문가가 개발한 레시피를 바탕으로 5종류의 

수제 맥주를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선보이며, 맥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를 제공하

기 위해 셰프들이 지속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다. 수제 버거는 미국산 소고기로 만

든 패티를 고집하며, 그릴에 구운 크고 두툼한 패티와 미국산 베이컨에 직접 구운 치즈 

트윌을 곁들여 내 인상적이다. 현재 수제 버거와 피자, 스낵 등 30여 종의 다양한 메뉴

가 준비되어 있다.  대표 매장 주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05 CENTRALCITY반포천 복개주차장

<뉴욕비앤비 버거앤 베이글>은 뉴욕 스타일의 캐주얼 파인 다이닝 식당이

다. 프리미엄 수제 버거 경력 15년 이상의 글로벌 인재와 뉴욕 출신 경영 전

문가가 운영하며 ‘뉴욕 스테이크 하우스 스타일의 수제 버거’를 선보인다. 

요리학교와 미쉐린 레스토랑 출신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 셰프들이 내놓는 버거 요리는 뉴욕 스타일의 풍미와 식감을 자

랑한다. 미국산 프라임 등급 척롤과 차돌양지를 사용해, 부드러우면서 고

급스런 패티의 맛을 살렸으며, 아메리칸 베이컨을 사용해 가장 미국적인 뉴

욕 스타일의 맛을 내고 있다는 평이다. 레스토랑 입구의 황소 동상이나 매

장 내 흑백 사진들은 뉴욕 월스트리트를 연상시킨다.  

대표 매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30

고니스 GONY’S 데블스도어 Devil's Door

<라이포스트>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건너편 뒷골목에 위

치한 수제 샌드위치 및 버거 전문점이다. 아늑한 카페 같

은 분위기의 <라이포스트>에선 세계 6대륙의 유명 샌드

위치와 수제 버거를 즐길 수 있다. 100번 이상의 시행착

오 끝에 수제 버거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번을 개발하였으

며 매일 아침 그 날 사용할 빵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것

이 특징이다. <라이포스트>를 방문하는 손님의 절반 이

상은 외국인, 교포 및 유학생 출신으로, 외국에서 경험한 

맛을 잊지 못해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

히, 직접 매장에서 개발해 만든 소스는 향이 독특하며 단

골손님에게 인기가 많다.

대표 매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164-1

라이포스트 Rye Post
뉴욕비앤비 버거앤 베이글 
NY B&B Burger & B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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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정자동에서 시작한 <미트앤번 버거샵>은 버거의 

기본이자 핵심인 패티와 번에 집중하여 기본기 단단한 버

거를 추구한다.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최적의 배합으

로 패티를 매일 신선하게 갈아 만들며, 먹기 좋은 사이즈

의 깔끔하고 담백한 번은 베이커리에서 직접 주문해 제공

한다. 여러 종류의 치즈와 홈메이드 소스를 버거와 조합

하여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을 만

족시키고 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버거 맛을 위해 소고

기는 미국산 척롤과 양지,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베이

컨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 매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16 
테헤란아이파크 상가10호

<버거비>는 오픈 이후로 여러 미디어에서 최고의 버거로 

거론되는 아메리칸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수제 버거에 들

어가는 모든 육류는 모두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

라임급 소고기 패티를 사용하는 ‘고메버거 시리즈’와 초

이스급 소고기 패티를 사용하는 ‘클래식버거 시리즈’로 나

누어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퇴근 후 간단하게 

버거와 맥주를 즐기려는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버거비>만의 다양한 하우스 맥주를 버거와 페어

링한 추천 메뉴는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 매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24 
(삼성동, 지하1층 스타필드 코엑스몰 P103)

미트앤번 버거샵 
Meat & Bun Burgershop

버거비 BurgerB

코엑스에 위치한 <세이치즈서울시티>는 아르티장 전문 외식 기업 네오아티잔 유한회

사가 한국 최고의 아르티장 셰프들과 컬래버레이션해 만들어낸 국내 최초의 아르티장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이다. 미니멀하고 탁 트인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곳으로 버거와 

화덕 피자가 인기 메뉴이다. 매일 매장에서 직접 만든 소고기 패티를 400℃ 이상의 고온 

그릴에 구워 불 맛을 살린 기본에 충실한 버거를 선보인다. 또한 패스트 캐주얼의 메뉴

와 독특한 패키지로 ‘세이치즈’만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약 250석의 넓고 세련된 공

간에서 다양한 브랜드와의 지속적인 콜레보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단순한 외식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대표 매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지하 1층 스타필드 코엑스몰 J101A)

세이치즈서울시티 Say Cheese Seoulcity

이태원에 위치한 <킨덜스>는 오리지널 아메리칸 그릴 

& BBQ 레스토랑을 지향한다. 킨덜스는 립, 스테이크, 

햄버거 등을 모두 그릴에서 직화로 조리해 불 맛을 낸

다. 전 세계의 다양하고 맛있는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

으며, 특히 버거와 맥주 페어링이 인기 있다. 척아이롤

을 사용한 패티와 오리지널 미국 BBQ 소스, 미국산 베

이컨과 함께 곁들인 수제 버거는 이 매장의 인기 메뉴

이다. 테라스에서 버거를 먹으면 마치 뉴욕 한가운데서 

아메리칸 정통 버거를 먹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대표 매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52 지하 1층

킨덜스 Ki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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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후경

길 따라, 고기 따라 매호 한 지역을 여행하는 「U.S. MEAT」 매거진, 그 두 번째 여행지는 

제주도다.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 섬의 음식 문화는 육지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제주도 

향토 음식 명인 김지순 씨는 요리계 대모인 왕준련 선생님을 뵈러 서울을 오가면서 제주도 

음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 체계적으로 제주도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명인이 말하는 제주도 향토 음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멜젓에 흑돼지를 찍어 먹고, 

국수에 수육을 올려 먹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 

“고추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라 고추장 양념을 하지 않고, 오직 된장과 간장만으로 심심하게 

간을 했어요. 또 전국에서 평균 기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 음식을 저장할 

필요 없이 집집마다 텃밭에서 사시사철 푸른 채소를 뽑아 먹었지요.” 맹물에 된장 풀고 

해조류를 빨아 넣는 등 조리법도 단순했는데, 이는 제주도 여성들이 물질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사 노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마을에 경조사가 있을 때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 집에서 잡은 돼지로 메밀가루를 섞은 순대부터 돗괴기적, 몸국 등을 만들어 

나눠 먹곤 했단다. 집집마다 흑돼지 한 마리씩 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색다른 지리적 환경 등으로 제주도 음식은 담음새부터 맛까지 육지와는 사뭇 달랐던 것. 

그리고 요즘은 또 다른 의미로 제주 맛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저마다 개성 뚜렷한 카페와 

음식점들이 해변을 따라 쭉 늘어서고, 곳곳에는 로맨틱한 푸드트럭이 제주도의 비경과 

어우러져 포토제닉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특급 호텔과의 미식 

풍경이 특화되면서 고급 다이닝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스트리트 푸드부터 색깔 

뚜렷한 향토 음식, 힙한 카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등 날로 풍성해지는 제주도의 미식 풍경 

덕에 국내는 물론 해외 셰프들의 발길도 잦아지고 있는 중.

변화하는 제주도 미식 풍경을 찾아 남쪽으로 향한 「U.S. MEAT」의 여정은 제주도 향토 음식 

명인 김지순 씨를 만나 ‘제주다움’에 대해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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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움 말하다을
JEJU SPECIAL
INTERVIEW

제주도에는 종갓집이 없다. 씨족 단위로 

마을이 형성돼 이웃사촌 모두가 이모, 

삼촌이었고, 양반, 천민 할 것 없이 

평등했다. 밥상에도 구분이 없었다. 낭푼

(양푼)에 밥을 퍼 담아 둘러 앉아서 나눠 

먹었는데, 제주 사람들이 매일 먹던 밥상 

차림이 바로 ‘낭푼밥상’이다.

제주도 초대 향토 음식 명인 김지순
제주향토음식문화연구원장 양용진

제주도 향토 음식을 보존해 가는 모자, 김진순 명인과 양용진 원장

낭푼(양푼)에 여럿이서 먹을 잡곡밥을 한가득 

퍼 담고, 사람 수대로 국을 올린다. 반찬으로 우

영팟(텃밭)에서 뽑은 신선한 채소와 옥돔구이, 

자리젓 등을 곁들여 낸다. 해녀들이 물질하느라 

간단하게 차려 먹던 제주도 밥상 풍경이다. 투박

하고 간편하지만, 이래 봬도 영양 고루 갖춘 밥

상이다. 제주도 초대 향토 음식 명인 김지순 씨

와 그의 둘째 아들이자 제주향토음식문화연구

원장인 양용진 씨는 수십 년째 제주 향토 음식의 

원형을 찾고 알리는 데 힘써오고 있다. 사시사

철 텃밭에서 거둔 푸른 채소와 바다에서 잡아 올

린 해산물 덕에 굳이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양념

을 듬뿍 칠 필요가 없었다는 제주 음식. 이들이 

말하는 ‘제주다움’은 재료 본연의 맛이라 했다.

2010년에 제주도 초대 향토 음식 명인으
로 선정되었다. 요리연구가로서 걸어온 길
이 궁금하다. 

대학에서 가정과를 수학하고, 1960년대부터 

집에서 요리 강습을 하며 자연스럽게 요리와 

연을 맺어갔다. 제주도 실업전문대학, 제주국

립대학 전임교수를 거쳐 작년에 정년 퇴임을 

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 스스로도 많

은 공부가 됐다. 방학이면 학생들에게 과제로 

타 지역 향토 음식을 조사해 오라고 했고 그 자

료들을 차곡차곡 모아갔다. 1970년대 유명 요

리연구가이자 「한국 요리」 서적을 지은 왕준련 

선생님을 어머니로 모셨는데, 방학이 되면 서울

로 가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제주도 음

식이 육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체계

적으로 다뤄봐야겠다고 결심한 게 여기까지 왔

다. 모아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1987년에 「제

주도 음식」을 발간하기도 했다.

요리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는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

다. 다른 집에서 안 먹던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 어머니는 일제 시대 일본에서 중학교

를 다녔는데, 그래서인지 일본 식문화도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다. 그릇 하나 사용하는 것도 

달랐으니 말이다. 물론 외할머니의 영향도 있

었을 거다. 제주도 집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방

짜로 수저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나

를 데리고 거기서 수저를 맞춰오곤 했다. 지금 

<낭푼밥상>에서 사용하는 놋낭푼도 할머니로

부터 물려받은 거다. 일제 시대에 땅에 묻어서 

보관했다고 한다. 사람이 자라온 환경은 언젠

가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되는 것 같다. 

아들 양용진 씨와 함께 제주향토음식보존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김지순  향토 음식이 정체불명의 퓨전으로 변

모하면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를 

막기 위해 1년에 두 차례 ‘향토요리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음식의 뿌리를 알고 변형하

는 것과 모르고 재해석하는 데는 차이가 크다. 

물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연 환경도, 종자도 

달라진다. 옛 고유의 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

겠지만 우리 선조가 먹던 음식, 제철 재료, 음식

의 조화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생선

도 찬 바람이 불 때는 고등어, 갈치를 먹었고, 

여름에는 도미를 비롯해 ‘미’자가 들어가는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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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선을 먹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냉동 식

품으로 요리를 하니 제맛을 음미할 수 없는 지

경에 이르고 있다. 

양용진 제주도는 양반가 음식 관련 문서가 없

다. 어머니가 40년 넘게 향토 음식에 대해 조사

한 자료들을 보니, 재미있고 가치가 있더라. 그

래서 내가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을 열어 체

계적으로 연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

을했다. 어머니는 사라져가는 음식을 재현하는 

일을 주로 하고, 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

는 작업을 한다.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었

고, 먹어야 했는지 말이다. 

제주도 음식은 육지와 어떻게 다른가?

재료 본연의 맛을 즐겼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

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양념이 강하지 않다. 

제주도 환경 때문에 고추 농사를 짓지 않아 고

추장 양념 문화가 없고, 간장과 된장만으로 간

을 해서 먹었다. 물회에도 된장을 넣어 먹었고, 

여름철 냉국에도 맹물에 날된장을 풀고 톳만 

빨아 넣어 된장국으로 먹었다. 조리법 또한 단

순하다. 제주 여성들은 물질을 했기 때문에 가

사 노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간단한 조리

법을 선호했다. 복잡한 조리법이나 양념 없이

도 맛있는 밥상을 차려낼 수 있었던 데는 높은 

평균 기온 덕에 사시사철 신선한 식재료를 구

할 수 있어서였다. 또 제주도 가옥 구조는 집 

바로 옆에 ‘우영팟’이라고 텃밭을 하나씩 두고 

있어 집집마다 모든 채소들을 자급자족해 먹었

다.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 음식을 저장할 필

요가 없었다. 

요즘 웰빙 음식, 슬로 푸드를 강조하는데, 제주

음식을 찬찬히 살펴보니 바로 웰빙 음식이더라. 

2005년 운현궁에서 ‘사계절 제주 밥상’이란 주

제로 제주도 음식을 전시한 적이 있는데, 조계종 

스님들이 우리 음식을 보더니 ‘오신채’를 사용하

는 것만 빼면 사찰 음식이나 진배없다고 하더라.  

제주도 고유의 고기 문화도 있어 보인다.

김지순  그렇다. 제주는 집집마다 돼지를 키우

면서 분뇨는 텃밭의 퇴비로 사용했다. 당시 육

지 사람보다 고기를 더 먹었을 거다. 집안 대소

사는 곧 마을 행사였고, 어느 집에 누가 시집, 

장가를 가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모여 

밥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그때 돼지를 잡아 다

양하게 조리해 먹었다. 

양용진  돼지고기 삶은 국물에 수육, 모자반, 내

장을 넣고 끓인 몸국부터 돼지고기 육개장, 돼

지고기로 만든 산적 ‘돗괴기적’ 등이 대표적이

다. 또 음력 섣달에는 말고기로 육포, 삼포를 만

들어 임금님에게 진상했다. 제주도 순대도 육지

와는 확연히 다르다. 허영만 화백이 「식객」 에

서 제주도 보성시장 <감초식당>의 순대를 소

개하면서 그것이 제주 전통 순대로 알려졌다. 

왜곡되었다 싶어 바로잡고자 웹진에 글을 쓰기

도 했다. 다른 지역의 순대는 채소나 당면을 넣

어 화려한 데 반해 제주도는 선지에 메밀가루

나 보릿가루를 섞어 수분 없이 퍽퍽하게 만든

다. 습도와 온도가 높은 제주 날씨 때문에 음식

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16년에 <낭푼밥상>이라는 식당을 열었
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양용진  제주도 향토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1년에 약 1천4백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도

로 모여든다. 그들에게 ‘이것이 제주도 음식이

다’라고 소개할 만한 전문 식당이 하나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  제주도에 향토 음식점은 많은

데 정작 퓨전 음식을 낸다. 식재료만큼이라도 

제주산을 사용했으면 했지만 다들 ‘제주산은 비

싸다’, ‘옛날 방식대로 음식을 만들면 맛이 없

다’라는 둥 말이 많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

여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 <낭푼밥상>의 식재

료 95-96%가 제주산이다. 토종 식재료가 사

라지면 전통 음식 또한 잊히는 법이다. 농민들 

제주도 음식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제주도 향토 음식이 관광 상품으로 

상업화되면서 외식 산업은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변모하고 있다. 전통이 상실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난 만큼 토종 

식재료나 향토 음식을 보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주도 향토 음식을 보존해가는 양용진 원장

쥐눈이콩을 넣고 간장으로 졸인 우럭

유정란에 제주 토종 참기름을 곁들이고 
소금으로 간을 한 독세기(달걀) 반숙

전식, 낭푼밥상, 후식 순으로 내는 
<낭푼밥상>의 명인 코스 상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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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수익이 없으니 더 이상 토종 식재료를 생

산하지 않고 있다. 토종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생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 <낭푼

밥상>의 역할이다. 푸른콩된장, 댕유지 등 맛의 

방주에 제주도 토종 식재료가 몇 가지 등재되었

는데, 발굴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올해는 

잊혔던 제주도 토종 배추의 씨앗을 파종했다.

김지순  음식 전시회에서 제주도 음식을 선보

일 때면 어디 가면 먹어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제주도 전통 음식을 가르치러 일

본에 다녔는데, 쾌 큰 관심을 받았다. ‘한식은 

다 빨갛다’는 일본인의 선입견을 깬 거다. <낭

푼밥상>에서는 10가지 코스 요리를 내는데, 고

춧가루를 반 티스푼도 채 사용하지 않는다.

‘낭푼’의 뜻은 무엇인가?

제주도에는 종갓집이 없다. 씨족 단위로 마을

이 형성돼 이웃사촌 모두가 이모, 삼촌이었고, 

양반, 천민 할 것 없이 평등했다. 밥상에도 구분

이 없었다. 낭푼(양푼)에 밥을 퍼 담아 둘러 앉

아서 나눠 먹었는데, 제주 사람들이 매일 먹던 

밥상 차림이 바로 ‘낭푼밥상’이다.

두 분이 그리는 제주 향토 음식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제주도 음식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제주도 향토 음식이 관광 상품으로 상업화되면

서 외식 산업은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변모

하고 있다. 전통이 상실되고 있다는 뜻이다. 세

계적 관광지로 거듭난 만큼 토종 식재료나 향

토 음식을 보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

다음 목표는 해외에서 제주 향토 음식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다. 

<낭푼밥상> 전경

낭푼에 밥을 나눠 먹던 제주 식문화

SPECIAL
PLACE

제주의 진정한
고기 맛집은
어       디?

바다로 에워싸여 있다지만, 육지보다 

더 고기를 즐겼다는 제주도. 

잔칫날이면 집집마다 키우던 흑돼지로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어 내 동네 

사람들과 몇 날 며칠 나눠 먹곤 

했단다. 도마에 돼지고기를 올려 내는 

‘돔베고기’, 돼지고기 내장과 순대, 

모자반을 넣고 끓인 ‘몸국’, 그리고 

임금님에게 진상했다던 말고기 육포 

등 육지와는 사뭇 다른 고기 문화가 

깃들어 있다. 그리고 육지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오늘날에는 제주도의 고기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향토 음식부터 스트리트 푸드와 

서양식까지, 현지인들이 입맛대로 

추천한 고기 맛집을 돌며 新제주의 

맛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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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꽤나 알려진 맛집이라는 말에 줄이 길진 않을까 걱

정했는데, 도착하니 당혹스러울 만큼 한산했다. 주방 직

원들도 테이블에 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데, 그 손놀림이 

하도 한가로워 긴장이 됐다. ‘맛집… 맞겠지?’

메뉴판을 보니 제주산 가브리살과 목살, 오겹살, 삼겹살 

등 부위별로 판매 중이었다. 가브리살 맛집으로 추천을 받

은 터라 한눈팔지 않고 주문했다. 가브리살은 돼지 한마

리당 200g에서 최대 500g 정도만 나오는 특수 부위다. 

달군 불판에 고기를 척척 올려주는데, 우윳빛을 띠는 지

방질과 짙은 선홍색 고기가 한눈에 봐도 선도가 좋았다. 

지역 내 4-5군데 거래처를 두고 그때그때 고기를 직접 선

택해 들여오니, <연정식당>의 거래처들은 꾸준히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먼저 잘 익은 고기를 아무것도 찍지 않고 한입 넣었다. 고

소한 지방과 쫄깃한 육질에 의심이 풀리던 순간, 거짓말

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밖으로는 곧바로 대기

팀이 생겼다. 다음으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멜젓에 고기

를 풍덩 빠트렸다. 멜젓 특유의 꼬릿한 향과 매콤 달콤한 

맛이 중독성이 상당했다. 여느 멜젓과는 확연히 다른 맛

에 주인장에게 비법을 묻자 “비밀이에요”라는 대답이 돌

아왔다. 듣자 하니 이 소스 맛의 비결을 알고자 여러 곳에

서 물으러 오곤 했다고. 

멜젓 이외에도 테이블에는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들이 가득했다. 윤기가 흐르는 파김치, 배추김치와 폭 삭

은 갓김치, 깻잎장아찌와 파무침까지 모두 직접 만든다

고 한다. 골고루 고기를 싸 먹다 보니 불판 위 고기가 금

세 동이 났다. 

그제야 주변의 소리도 귀에 들어왔다.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하시네요.” 주인장에게 안부를 묻는 테이블이 상당수

인 데다, 개 중에는 30년 단골도 있다. 그들의 테이블에서 

연정식당
 가브리살

눈에 띈 것은 청국장. 한눈팔지 않겠다고 했건만, 구수한 

향에 이끌려 주문하고 말았다. 가브리살이 들어가 적당히 

기름진 청국장을 한 국자 떠서 밥 위에 수북히 올리고 비벼 

먹었다. 청국장치고 가격대가 상당한데, 테이블에 빠짐없

이 올라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단골 테이블을 살피며 

얻은 팁 하나는 청국장을 비빈 밥 위에 ‘비밀의 멜젓’을 더

해 비벼 먹으면 이곳만의 별미를 즐길 수 있다.  

<연정식당>이라고 많이 알려진 곳이긴 한데, 가브리살이 정말 맛있어요. 

저는 제주 내려갈 때마다 꼭 들를 정도로 좋아해요. 맥파이 맥주 중에 고기와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는데 쾰슈나 포터, 복덩이를 함께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지니 은은한 홉의 쓴맛과 풍부하게 느껴지는 꽃 향이 잘 

어우러지는 가벼운 보디감의 라거 스타일 쾰슈가 제일 좋겠네요.

추천자 핫산(맥파이 브루잉 공동대표)

제주도 전통 가옥을 개조한 
<연정식당> 

가브리살을 넣고 끓여 더욱 
구수한 청국장

노릇하게 익힌 가브리살과 
멜젓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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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은 도착지에 왔음을 알리는데 잘못 찾은 줄 알

았다. <양가형제>라는 간판보다 ‘청수리 평화동 회관’이

라는 큼지막한 글자가 눈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다. 단

순한 콘셉트인가 했는데 실제로 마을 회관으로 쓰이던 건

물을 재생한 것이었다. 단순한 맛집이 아닌 일본의 백 년 

라멘집처럼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이곳 대표 

양재경, 양재석 형제는 지역성을 지닌 공간을 찾았고, 이

제는 기능을 잃었지만 여전히 회관이 존재하길 바라는 마

을 어르신들의 바람과 일치했다. 디자인 그룹 길종상가와 

협업해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을 복원했다. 새로 들인 것

도 원래 있음직한 것들이다. 시간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

하는 오래된 시계, 피아노, 이제는 사라져버린 일력 등

이 그것이다.

양가형제
수제 버거

아이템은 ‘수제 버거’를 택했다. 세계 어느 동네를 가도 만

날 수 있는 버거를 제주에서 제대로 맛볼 곳이 없다는 생

각에 오히려 발전시킬 여지가 다분하다는 도전 정신이 보

태졌다. 또 한 가지는 마을 회관과 버거의 정체성이 묘하

게 겹쳐 보였다고. 마을 회관은 사람들이 모여 편하게 잔

치를 벌이던 곳이다. “우리 세대 햄버거도 비슷한 느낌 아

닌가요?” 양재경 대표가 말했다. 듣고 보니 그렇다. 과열

된 수제 버거 시장은 더 많이 넣고, 더욱 커져 이제는 칼로 

썰고 포크로 집어 먹는 시대가 됐지만, 사실 친구들끼리 

모여 두 손으로 햄버거를 들고 왁자지껄 떠들던 것이 버

거에 대한 최초의 기억이자, 그리 오래지 않은 추억이다. 

떠올리고 나니 두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가 반가웠다. 물

론 취향에 따라 나이프와 포크도 준비해준다.

햄버거는 4종류다. 채소 없이 더블 패티로 햄버거의 원형

에 가까운 ‘양버거’, BLT를 재해석해 양상추 대신 겨자채

와 치커리를 넣은 ‘경버거’,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석버거’, 알싸한 적치커리와 아보카도를 조합한 ‘길

종버거’가 그것이다. 그중 석버거는 패티와 베이컨, 스위

스 아메리칸 치즈를 넣어 짭짤하고 기름진 맛인데, 여기

에 단맛이 높은 제주 생양파를 곁들인 것이 신의 한 수로 

느끼함을 절묘하게 잡아준다. 사실 소스와 부재료들은 그

저 도울 뿐, 형제가 승부수를 띄운 건 빵과 패티다. 매일 

햄버거 빵을 만들고, 잡고기가 섞이지 않은 100% 소고기 

패티는 전날 만들어 반나절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친다. 주

로 미국산 척 아이롤을 사용하는데, 입고량이 많아 안정

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다른 부위를 섞지 않아도 고기의 

기름짐이나 풍미가 두 대표가 선호하는 맛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주문이 아무리 밀려도 패티는 한 판에 9개 이

상 올리지 않고 미디엄 웰던을 고수한다. 한국 사람에게 

대중화된 템퍼링을 택한 것이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크기로 얇게 튀겨낸 어니언링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마을 회관을 개조한 
<양가형제> 외관

<양가형제>의 양재경, 
양재석 대표

곳곳에 장식된 위트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

미국산 척 아이롤 패티에 
겨자채와 치커리를 곁들인 
‘경버거’, 패티와 베이컨, 
스위스 아메리칸 치즈의 
조화가 돋보이는 ‘석버거’

1

2

3

4

제주 버거씬을 높이와 크기 

경쟁에서 버거 본연의 맛 경쟁으로 

옮겨놓은 고마운 식당이에요.

추천자 임정만(프렌치 터틀 오너 셰프)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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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토 음식도 좋지만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하는 다

이닝도 제주 여행의 특권 중 하나다. 최근 2-3년 사이, 제

주도에 특급 호텔들이 늘어 난 덕에 호텔 다이닝의 재미가 

더욱 쏠쏠해진 것. 그 가운데서도 무려 80여 종의 세계 요

리를 선보이는 켄싱턴 제주 호텔 <라올레>의 조식은 맛 

좋고 푸짐하기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이곳 조식 ‘미트 로드’에 추천한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

다. 과일과 채소 등 심플한 구성의 식상한 조식에서 벗어

나 제주 특급 호텔 중 보기 드물게 셰프가 그릴 라이브 스

테이션에서 채끝 등심 스테이크를 아침부터 구워 낸다. “

저희는 미국산 중에서도 상급에 속하는 CAB 등급을 사

용해요. 스테이크로 구웠을 때 확실히 고소하거든요. 참

고로 안심은 안쪽 부위인 샤토브리앙이, 등심은 새우살

이 붙은 것이 맛있는데, 저희는 새우살이 붙은 등심을 고

집합니다. 지방이 적당히 붙어 있어 부드럽고 고소해요.” 

켄싱턴 제주 호텔의 정순영 식음 총괄 매니저는 이 밖에

도 고기 별미가 다양한데, 미국산을 고집하는 이유는 뛰

어난 품질의 소고기를 손님들에게 푸짐하게 낼 수 있어서

라고 설명했다. 

LA 갈비는 뼈에 붙은 살마저 야들야들하며, 업진살(우삼

겹)은 각종 채소를 곁들여 샐러드로 낸다. 또 알목심(척 

아이롤)은 씹는 질감이 좋아 기계에 갈아서 양념해 떡갈

비로 만들어 제공한다. 정순영 매니저는 ‘제주다운’ 스테

이크를 즐기고 싶다면 <하늘오름>을 가보라며 귀띔하기

도 했다. 탁 트인 제주도 푸른 바다가 펼쳐진 루프톱 <하

늘오름>에서는 채끝등심을 로즈메리, 마늘, 올리브 오일

에 하루 정도 재워 구워 낸 다음 유채, 명이장아찌 등을 곁

들여 제주의 맛을 전한다고. 

뭐니 뭐니 해도 <라올레>는 여름이면 절정을 이룬다. 테

라스에서 제주도의 쾌청한 여름 공기를 마시며 바비큐를 

라올레
스테이크•바비큐

즐길 수 있기 때문. 셰프들이 숯불에서 직접 구워 내는 고

기와 해산물을 마음껏 음미할 수 있는 데다 맥주를 무제

한으로 제공한다. 그야말로 제주도의 여름을 만끽하기에 

그만. 작년에는 꽃등심, 갈빗살 등 미국산 블랙 앵거스 10

여 종의 부위를 바비큐로 선보이는가 하면, 문어 세비체, 

전복 카르파초, 킹크랩, 스노크랩, 제주 고등어는 그저 거

들 뿐이었다. 그 인기에 힘입어 두 달간 연장해 ‘앙코르 바

비큐’를 열었을 정도라고. 올해는 7월부터 9월까지는 각

종 해산물과 스테이크를 선보이는 시푸드 바비큐 프로모

션을, 9월부터 11월까지는 육류 위주의 바비큐를 선보이

며 바비큐 기간을 대폭 늘였다고 한다. 에메랄드빛 바다

와 녹음을 품은 제주도 호텔에서의 바비큐는 분명 도심 속 

호텔에서 누릴 수 없는 호사일 터.

켄싱턴 제주 호텔의 뷔페 
<라올레>

<하늘오름>에서 맛볼 수 
있는 유채와 명이장아찌를 
곁들인 채끝등심 스테이크

1

2

조식에서 인기 메뉴인 미국산 
LA 갈비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 산책길

켄싱턴 제주 호텔의 스테이크에 
사용되는 미국산 채끝등심

3

4

5

제주도의 호텔 다이닝 수준도 

꽤 높아졌어요. 그중에서도 

켄싱턴 제주 호텔의 여름 시즌 

바비큐 프로모션이나 조식은 다양한 

고기 요리를 즐기기에 좋아요.

추천자 이도연(US. MEAT 에디터)

1

2

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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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면 문을 연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벽같이 향했는

데, 10시는 넘어야 주문이 가능했다. 다음 일정을 고려해 

아침 식사의 목적지를 바꾸고 내달리고 있자니 김지순 명

인이 추천한 제주 전통 순대가 자꾸만 아른거렸다. 결국 

차를 돌렸다. 이런 경우 대개 결과는 둘 중 하나다. 예상대

로 정말 맛있거나, 실망하거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의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제주의 비와 바람을 그대로 맞아낸 듯 빛 바랜 간판과 커

피 자판기의 포스가 남다르다 생각했는데, 60여 년의 세월 

동안 한자리에서 영업을 했다. 간판 없는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3대째 잇고 있는 안인성씨

의 아버지 때부터다. 그 긴 시간 동일한 방법으로 맛을 고

수해왔다. 제주 전통 순대는 돼지 창자 속을 선지로 버무린 

메밀가루로 채워 만든다. 쌀이 귀한 지역에서 찹쌀 대신 메

밀가루를 선택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한눈에 봐도 밀도 높

게 채운 속은 꽤나 퍽퍽한 식감인데, 계속 씹으면 다른 순

대에서 느낄 수 없는 고소한 맛이 진하게 올라온다. 고된 

작업 탓인지 이제는 제주에서도 전통 순대의 명맥을 잇는 

곳은 식당이 위치한 가시리 마을뿐이라고. 

몸국은 원래 잔칫날 돼지고기 부속과 순대를 만들면서 터

져 나오는 잔여물로 만들기 시작한 일종의 잡탕이다. 고

로 전통 순대를 만드는 곳이라면 몸국이 있을 수밖에 없

다. 돼지고기 내장과 순대를 넣고 푹 끓이다 모자반(몸)을 

넣고 다시 한번 팔팔 끓여낸 후 메밀 가루로 점도를 맞춘

다. 걸죽한 몸국이 텅 비었던 위를 뜨끈하게 채워줬다. 누

군가에게는 지난밤 술로 인한 내상을 위한 치료제로, 다

른 누군가에게는 술 한잔 생각날 음식이다.

순대에 마음을 빼앗겨 온 곳이지만 이곳은 두루치기 역

시 유명하다. 양념된 돼지고기를 불판에 올리고 반쯤 익

었을 때 콩나물과 파무침을 무더기로 올려 함께 볶는다. 

가시식당
순대•몸국•두루치기

별맛 아닌 듯 자꾸만 손이 갔다. 두루치기는 재료도, 부위

도 정답이 없다. 국어사전에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조갯살이나 낙지 따위를 잘게 썰어 넣고 콩나물, 버섯, 박

고지 등 함께 볶다가 양념한 국물을 조금 부어 끓여 낸 음

식’이라고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목살과 삼겹살을 사용

하는데, 쫄깃한 식감뿐 아니라 적당한 지방질이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기 때문이라고. 반대로 지방질이 적고 질

긴 뒷다릿살은 사용하지 않는다. 두루치기를 주문하면 인

원 수대로 스테인리스 그릇에 몸국을 담아 주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따로 주문하면 뚝배기에 뜨끈하게 담아 

내주는 몸국이 왠지 더 맛있다.

돼지고기에 콩나물, 무채, 
파무침을 곁들여 볶아 
먹는 제주식 두루치기, 
선지와 메밀가루로 만든 
제주 전통 순대, 돼지고기 
내장, 순대, 모자반을 넣고 
끓인 녹진한 몸국

1

제주도에 향토 음식을 

제대로 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데, <가시식당>은 

제주도 순대를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고 있어요.

추천인 양용진 (제주향토음식연구원 원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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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고기 맛집을 물으면 으레 흑돼지나 고기국수, 

돔베고기 전문점 중 하나일 거라 확신했다. 그런데 예상

치 못한 추천이 돌아왔다. <치저스>라는 푸드트럭이란

다. 2016년 9월에 오픈해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주도 명

물로 거듭난 곳이라고. 오전 11시 오픈, 오후 5시 30분 

클로징이지만, 보통 2-3시면 솔드아웃이라니, 그 인기가 

짐작됐다.

육지에서 나고 자라, 호주에서 살았다는 이 부부가 제주

도에 터를 잡은 이유가 궁금했다. “호주에서 돌아와 제주 

여행을 왔는데, 막연하게 ‘여기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

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흔히 본 푸드트럭이 떠올랐죠. 제

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면 남편이 행동으로 옮기는 편

이에요. <치저스>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김우리 씨의 ‘

제주도 로망’은 남편 이학선 씨 덕에 현실이 됐고, 카라반 

디자인부터 하나둘 준비해 지난 8월 제주도로 내려왔다.

치저스
스테이크와 치즈

처음엔 이들도 로맨틱한 트럭 디자인 덕에 사람을 불러 

모으겠거니 했단다. 하지만 <치저스>의 인기 비결은 대

표 메뉴인 ‘라클렛’에 있다. 라클렛 치즈를 녹여 감자나 피

클 등 다양한 음식에 곁들여 먹는 스위스 전통 음식인데, 

이곳에선 큐브 스테이크에 고다 치즈를 곁들여 낸다. 육지

에서도 이 메뉴를 벤치마킹한 곳이 하나둘 생겨났을 정도

라고. 비록 요리를 전공한 부부는 아니지만 나름 재료에 

대한 고집이 엿보였다 “소고기는 미국산 중에서도 프라임 

등급이나 최소한 톱 초이스 등급을 고집해요.” 

호주산 소고기에 입맛이 익숙해져 있을 법도 한데 왜 미국

산을 쓰느냐고 물으니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한 선택이라

고 했다. “미국산을 먹어보니 왜 사람들이 스테이크는 미

국산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질감이 부드러우면서

도 씹히는 정도가 적당하고, 육즙도 풍부해요.” 저렴하면

서도 육향이 좋은 부채살을 사용하는데, 손질법도 차별화

했다. 보통 부채살은 금막을 사이에 두고 낙엽 무늬를 살

린 ‘플랫아이언’ 방식으로 썰어내는데, 이들은 금막을 제

거해 부드러운 질감을 살린 것. 이렇게 손질하면 육즙이 

더 풍부하다는 게 부부의 생각이다. 

세세한 설명을 듣고 있자니 그 맛이 궁금해 얼른 번호표 

하나를 받았고, 인증샷 몇 장 남기는 사이 음식이 준비됐

다. 남편 이학선 씨가 팬에 스테이크를 구워 내면, 거기에 

김우리 씨가 가열된 고다 치즈를 나이프로 긁어 올려낸다. 

치즈가 쏟아져 내리는 진풍경 덕에 ‘폭포치즈’라는 별칭까

지 얻었단다. 짭조름하고 크리미한 치즈와 스테이크의 조

화가 느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빗나가고 입안 가득 

고소함이 넘쳤다. 치즈가 식을까봐 멈출 줄 모르고 스테

이크에 포크를 꽂아대는데 ‘주문 마감입니다’라는 외침이 

등뒤에서 들려왔고, ‘라클렛’ 한 접시를 쟁취한 자의 뿌듯

함이 스멀 스멀 올라왔다. 

큐브 스테이크에 치즈를 녹여 
낸 라클렛

부드럽고 육즙 풍부한 큐브 
스테이크

소금, 후추, 향신료로 밑작업 
후 숙성시킨 미국산 프라임 
등급의 부채살

손님 앞에서 듬뿍 올려 내는 
고소한 고다 치즈

<치저스>를 꾸려가고 있는 
김우리, 이학선 부부

1

2

3

4

5

요즘 제주도에 푸드트럭이 핫해요. 

그중에서도 큐브 스테이크와 치즈를 함께 

내는 <치저스>가 꽤 인기예요. 또 다른 

제주도의 맛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추천인 정순영(켄싱턴 호텔 제주 식음 총괄 매니저)1

2

3

4

5

31   SPECIAL  l  제주 JEJU  l  SPECIAL   32  



스트리트 
푸드의 품격
FOOD TRUCK

푸드트럭이 있는 곳에 제주의 

숨은 비경이 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초원을 곁에 

두고 음식을 즐기니 이게 바로 

신선놀음 아니겠는가.

물 맑은 곳에 
술맛도 따르는 법 
CRAFT BEER BREWERY

맥덕들의 발길이 제주도로 옮겨가고 있다. 향기로운 

꽃에 벌이 날아들 듯 한국에서 가장 맛 좋은 물이 

흐르는 제주니 당연지사. 서울에서 집시 브루잉(위탁 

양조)을 하며 이곳저곳 전전하던 맥파이 브루잉과 

뉴욕 대표 맥주 브루클린 비어가 양조장 터로 제주를 

택한 이유에도 맑은 물을 빼놓을 수 없었을 터. 

이번 여름에 양조장을 연 제주브루어리는 브루클린 

비어뿐 아니라 ‘제주 맥주’를 양조해 제주 맥주만의 

참맛을 선보일 참이다. 

SPECIAL
PHOTO GALLERY 사진으로 보는 

       제주도 
미식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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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힙스터들의 성지
SEASIDE CAFÉ

해변을 따라 쭉 늘어선 카페에서는 마주 

앉는 테이블을 보기 드물다. 자리는 하나같이 

바다를 향해 있고, 하나씩 의자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들은 그리 수다스럽지 않다. 맥주 

한 잔,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그림처럼, 영화처럼 감상할 뿐. 

제주 소울 푸드
JEJU SOUL FOOD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키웠다는 제주 토종 흑돼지. 

그들이 흑돼지를 키우던 생활 방식에서 오늘날 

중요시하는 자연순환 농법, 환경친화적 생활을 

배운다. 우영팟(텃밭) 한 귀퉁이 톳동시(뒷간)에서 

돼지를 사육하며 분뇨는 퇴비로 쓰고, 집이나 텃밭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먹이로 사용했다고. 또 마을의 

대소사가 있을 때면 사람들에게 푸짐한 먹거리를 

내어 줬다. 온갖 돼지고기 부위와 해조류를 넣고 푹 

끓여 몸국을 만들고, 도마 위에 수육을 썰어 내는가 

하면, 담백한 육수 맛이 좋은 국수에도 수육이 빠지지 

않았다. 돼지고기는 제주 식탁 풍경에서 해산물 

못지않게 중요한 식재료이자 제주의 솔 푸드였던 것.

제주에서 자연에 취하기 
NATURAL WINE

파리, 런던, 도쿄, 삿포로… 힙한 미식 거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추럴 와인 바. 제주에서 만난 내추럴 

와인 바는 도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 쾌청한 공기, 바다와 흙에서 

피어오르는 자연 내음, 그리고 내추럴 와인까지…. 

그야말로 자연에 흠뻑 취하기 딱 좋다. 국내에서 

‘내추럴 와인 바’ 타이틀을 처음 내건 이곳은 

지난가을 제주도 종달리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프렌치 터틀>이다. 주인장이 궁금해하던 

내추럴 와인을 수시로 들여와 소개하고 있어, 와인 

애호가라면 문지방이 닳도록 찾을 수밖에.

구좌읍 평대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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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정식당  
 제주시 신광로10길 29

02 낭푼밥상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162

03 양가형제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8길 3

04 켄싱턴 제주 호텔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60

05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06 가시식당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565번길 24 중앙슈퍼

04
05

06

07

14

08

15

16

17

18

19
20

신창풍차해안

제주도립미술관

사려니숲길

비자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상효원 
수목원

따라비오름

거문오름

중문관광단지

본태박물관

제주국제공항

06

05

04

경치가 좋아서, 맛이 일품이어서, 

힙하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야 할 집들이 

넘쳐나고 있다.  

취재 중에 만난 현지인들의 

추천 맛집을 모아봤다. 

맛있는 제주道

제주 미트 로드 6선 그외 현지인들의 
추천 맛집

04 몽상드애월 
지드래곤이 제주도에 오픈해 화제를 모은 카페다. 애월 한
담 해변 끝에 위치해 있는데, 통유리 창 너머로 탁 트인 바
다를 조망할 수 있어 자연과 여유로움을 만끽하기에 그만이
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북서길 56-1

13  메밀꽃차롱
메밀 최대 산지로도 유명한 제주도에서 메밀 요리와 꿩고기
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샐러드, 빙떡, 메밀범벅, 꿩모둠꼬
치, 막국수, 메밀조배기, 꿩엿으로 구성된 ‘메밀 코스’가 대
표 메뉴며, 그 외에도 꿩전복전골, 메밀쟁반국수, 꿩탕 등을 
갖추고 있다.  제주시 연오로 136

12  생돈구이촌 
근고기 전문점으로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1인분 단위가 아
닌 한 근, 두 근으로 두껍게 잘라 판다. 400g, 600g 두 종
류에, 100g 단위로 추가해 먹을 수 있으며, 메뉴로는 오겹
살, 갈매기살, 가브리살, 생갈비를 갖추고 있다. 고기와 돼지
뼈가 들어간 김치찌개도 인기.  제주시 월랑로2길 4

14  용이식당 
제주도 두루치기의 원조 격인 <용이식당>은 오직 돼지두루
치기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한다. 소주나 맥주 등 주류도 일절 
판매하지 않는 고집 있는 식당이다. 제주산 양념 돼지고기
에 반찬으로 나오는 무채, 콩나물, 김치, 파채 등을 넣어 함
께 볶아 먹는다.  서귀포시 천지로 40

17  네거리식당
제주산 생은갈치만 사용하는 곳으로 국, 구이, 조림 등 다양
하게 맛볼 수 있다. 배추를 넣고 칼칼하게 끓여 낸 갈칫국이 
특히 좋다.  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20

18  골막식당
60여 년 전통의 뼈대 있는 고기국숫집으로 고기 향이 진하
게 배어나오는 국물로 유명하다. 일반적인 고기국수보다 면
발이 굵지만 툭툭 끊어지는 편이다.  제주시 천수로 12

19  빵귿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빵집. 푸가스, 앙버터, 연유 바게트 등 
규모에 비해 종류가 제법 다양하다. 제주산 막걸리로 발효
종을 만들어 사용하고 화학첨가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건
강한 빵을 지향한다.  제주시 구남동6길 45-1

20  르 에스까르고
100% 천연 발효종으로 천천히 숙성시켜 빵을 만드는 곳이
다. 서울 <나폴레옹제과점>과 <르 알래스카>에서 빵을 배
운 고용준 대표가 운영하는 곳으로 관광객, 제주도민 할 것 
없이 맛집으로 유명하다. 바게트, 깜빠뉴 등 빵을 구워내는 
대로 동이 나므로 서둘러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제주시 월랑
로2길 29

01  산방식당
모슬포항 근처에 위치한 본점과 제주점 모두 늘 사람으로 붐
비는 제주 대표 맛집이다. 두툼한 돼지고기와 양념장이 고명
으로 올라가는 밀면, 수육을 즐길 수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이삼로 62 (본점), 제주시 구남로8길 10-5 (제주점)

02  제주 김만복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분식집으로 전복 내장을 넣고 볶
은 밥으로 김밥을 만든다. 직화 구이 통전복 주먹밥이 별미. 
오징어무침, 전복성게해물면 등과 함께 즐기기 좋다.   제주
시 북성로 65

15  맥파이 브루어리
위탁 생산하던 맥파이 브루잉이 지난해 5월 제주도에 브루
어리를 오픈, 전국 맥파이 매장의 맥주를 이곳에서 직접 만
들기 시작했다. 계절에 따라 8종에서 10종의 맥주를 즐길 
수 있으며 치킨과 피자, 감자튀김 등 함께 즐기기 좋은 간편 
메뉴도 있다. 주말에는 오후 1시, 3시, 5시 신청을 통해 브루
어리 투어도 할 수 있다. 1만원의 비용으로 맥주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도 듣고 생산 맥주를 시음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제주시 동회천1길 23

05  바다의집
갈치와 전복, 고등어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지만 고
소한 성게를 듬뿍 올린 성게비빔밥, 성게미역국으로 가장 
유명하다. 재료가 떨어지면 영업을 마치므로 전화로 확인 
후 찾는 것이 좋다.  서귀포시 성산읍 해맞이해안로 2758

03  스시 호시카이
임덕현 조리장이 일본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후 고향인 제
주도로 돌아와 오픈한 곳이다. 매일 아침 동문시장에서 공
수한 생선으로 일본 정통 스시를 선보이는데, 육지에서 쉽
게 접하지 못하는 금태, 다금바리 등의 고급 어종을 즐길 수 
있다.  제주시 오남로 90

06  프렌치 터틀 
<프렌치 터틀>은 내추럴 와인과 간단한 프렌치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잇는 내추럴 와인 바다. 이곳 오너 셰프는 대학 시절
부터 <에오>, <레스쁘아 뒤 이브> 등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을 단골처럼 드나들었고, 오직 먹기 위해 해외에 몇 개월씩 
머물던 나름 미식가다. 
제주에 살기로 결심한 후 독학으로 요리를 공부해 2013년에 
프렌치 비스트로 <이스트엔드>를 열었고, 지난가을 그 옆
에 내추럴 와인 바 <프렌치 터틀>을 연 것. 오너 셰프는 파
리 오베르캄프 지역과 삿포로를 여행하면서 현지의 내추럴 
와인 트렌드에 신선한 충격을 받아 직접 이곳을 차렸다고 한
다. 주인장이 궁금한 와인을 때마다 소량씩 들여와 판매하
며, 그중에서도 일본인 와인메이커 히로다케 오오카가 론에
서 만든 ‘르 그랑 꼴리’ 와인은 여름날 돼지고기 바비큐와 함
께 먹기에 좋다고.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1길 117

07  키친수복 
농가 주택을 갤러리 분위기로 탈바꿈시킨 성산읍 신산리의 
신흥 맛집이다. 공간은 물론이고 특색 있는 요리로 인기인
데, 에그슬럿, 토마토소스를 곁들인 맛조개, 비트케첩으로 
수비드 조리한 닭다리 등이 대표 메뉴다.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 129-1

08  삼다버거 
‘삼다;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다’는 뜻을 담고 있는 수제 버거 전문점이다. 김녕리에 위
치한 이곳에서는 더블 패티를 넣은 ‘삼다버거’, 오징어 먹물 
번으로 만든 ‘돌하르방 치즈버거’, 해시브라운을 곁들인 ‘숌키
숌키버거’ 세 종류를 판매한다.  제주시 구좌읍 선유로 80

09  국수장터
담백하고 고소한 맛의 고기국수로 유명한데, 현지인들이 추천
하는 메뉴는 순대국수다. 얼큰한 국물에 순대, 돼지고기 부속
물이 들어 있어 소주 한잔 생각나게 하는 맛이다. 돔베고기, 몸
국, 육개장도 술안주로 인기다.  제주시 동광로 50-1

16  국수마당
제주 국수거리의 원조 격이다. 뽀얀 국물의 고기국수를 기
본으로 매콤한 비빔국수, 멸치국수, 멸치 국물과 고기 국물
을 배합한 멸고국수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두툼하게 
썰어내는 돔베고기도 즐길 수 있다.  제주시 삼성로 65

11  서문공설시장 입구 
서문시장은 육고기 소비특화시장으로 정육 식당이 밀집해 
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식당으로 가져가 구워 먹는 
식인데, <부부정육식당>이 특히 인기다. 또 제주 당면 순대
가 시작된 곳으로 ‘몽실이네 할머니 순대’라고 불리는 <할머
니순대>가 그 원조다.  제주시 용담1동

10  만덕식당 제주시청점 
교차 숙성시킨 흑돼지 구이를 선보이는 곳이다. 가게 앞에 
수족관을 마련해 워터에이징을 한 다음 드라이에이징을 하
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흑돼지보다 부드러운 질감
과 촉촉함,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제주시 서광로32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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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수제 맥주 붐을 일으켰던 맥파이브 루잉은 지난해 제주

도에 양조장을 열면서 기념 파티로 푸드트럭 이벤트를 열었다. 

브루어리 앞 공터에 푸드트럭을 모았고, 맥파이의 수제 맥주에 

트럭 음식을 곁들일 수 있도록 한 것. “서울에 푸드트럭 존이 몇 

군데 생겼다고 하지만 제주도에 재미있는 트럭이 많아요. 그래

서 오픈 이후로도 ‘푸드트럭 데이’ 이벤트를 비정기적으로 열고 

있죠. 잘 알려지지 않은 푸드트럭을 발굴해 초청하는 편이예요. 

서로 ‘윈윈’하는 이벤트죠.” 맥파이 브루잉의 공동대표 핫산의 말

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서 내세울 만한 푸드트럭은 4

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0여 개로 늘어나 푸드트럭이 때 

아닌 호시절을 맞고 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유명한 곳은 

오픈 후 2-3시간이면 재료가 소진된다. 또 말고기 버거를 팔던 <

섬버거> 트럭, 새우 요리로 히트를 친 <쉬림프 박스>는 인기에 

힘입어 최근 정식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다. 

비와 바람 많은 제주도에서 푸드트럭을 운

영하기엔 어쩌면 악조건일 수도 있다. 게다

가 서울보다 관련 규제가 덜 풀린 탓에 애로 

사항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서 푸드트럭이 꽃피울 수 있었던 데는 몇 가

지 이유가 있어 보였다. 

첫째는 도심 속 푸드트럭이 가질 수 없는 천혜의 자연 경관이다. 

에메랄드빛 해변, 시야가 탁 트인 오름 등지에 푸드트럭 한 대가 

놓이면 그저 그림이다. 푸드트럭을 찾아 다니다 보면 서귀포시

보다 제주시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제주시에는 

월정리, 종달리, 협재 등 경치 좋기로 소문난 관광 명소가 많은데, 

비단 그 때문만은 아니다. “월정리를 비롯해 제주도 서쪽에 맛집

들이 꽤 모여 있어요. 미식가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이라 그들

의 동선에 트럭을 세워두면 지나가다 많이 들르죠.” 서쪽 종달리

에 자리를 잡고 있는 <치저스>의 주인장 김우리 씨의 말이다. 하

지만 푸드트럭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새로운 명당을 찾아 나서

는 트럭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개성 강한 푸드트럭 디자인이다. 투박한 트럭이 아

닌 핑크, 레드, 블루 등 저마다의 색깔과 로고를 입은 로맨틱한 

트럭이 즐비하다. 최근에는 트럭보다 카라반을 개조한 푸드트

럭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른바 ‘푸드트레일러’라 불린다. 자

동차에 카라반을 연결해 이동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공간이 

넓을 뿐만 아니라 외관도 이국적인 캠핑카를 연상시킨다. 게다

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어우러져 ‘이건 무조건 찍

어야 한다’는 포토제닉으로 거듭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메뉴의 품격이다. 큐브 스테이크나 파스타, 타

코 등 익숙한 메뉴가 있는가 하면 말고기, 흑돼지, 해산물 튀김 

등 지역색 강한 음식도 고루 갖추고 있어 제주 스트리트 푸드

를 경험하기에 그만이다. 가격은 보통 1만원 내외로 결코 저렴

하다고 할 수 없지만, 푸짐한 양과 맛, 정갈한 담음새로 실망시

키는 법이 없다. 음식 맛이 장소에 따라 좌우되는 법인데, 천혜

의 자연환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웬만하면 맛있을 수밖에. 거기

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함께한다면 여느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다. 이국적인 풍광, 포토제닉한 푸드트럭, 그리고 

제주도의 맛까지. 삼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덕에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제주에서 푸드트

럭이 꽃피울 수 있지 않았을까.

 

어느새 푸드트럭은 제주도를 여행하는 방법 

중 하나로 거듭났다. 심지어 푸드트럭이 세워

진 곳으로 향하면 제주도의 숨은 비경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니. 요즘 SNS에서는 ‘<제주유랑> 따라 다니기’라는 말이 

있다. <제주유랑>은 제주도에서 꽤 유명한 푸드트럭 중 하나인

데, 이곳 주인장인 김대민 씨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

이 민트색 트레일러를 끌고 길을 나선다. 풍향이나 풍속을 고려

해 바람이 덜 부는 곳으로 향하고, 경치 좋은 자리에 즉흥적으

로 차를 세운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SNS에 공지한다. ‘오늘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68-3에 있을 예정이네요. 파란 하늘에 

새의 지저귐이 좋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구요’, ‘오늘 하예는 맑음

이네요’, ‘오늘 협재는 맑으나 뿌염이네요’, ‘오늘 김녕은 파랑파

랑하네요’ 매일 아침 업로드되는 그의 SNS 공지는 제주도의 기

상청이나 다를 바 없고, 그가 올린 그림 같은 사진은 여행자들

의 발길을 이끈다. 올여름 제주도로 향한다면 푸드트럭 투어를 

해봐도 좋겠다. 그곳에 가면 제주도의 숨은 비경이 기다릴 테니 

말이다. 맛깔진 음식은 그저 덤이다.  

HIT THE ROAD! 
F O O D 
TRUCK

THE
ISSUE

지금 제주를 여행하는 방법, 푸드트럭

새별오름에서 만난 <제주유랑>과 주인장 김대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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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년지기 한정우 씨와 
이승훈 씨

2   빵과 감자튀김을 곁들인 
큐브 스테이크

요즘 사람들이 새별오름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 <와이키키 제주>. 오름 주차장 입구에 야자수 무늬와 꽃무늬 셔츠

를 입은 6년지기 두 청년이 쉴 틈 없이 요리하는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차 대부분이 주문을 하고 메뉴가 나오길 기다

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도 영업시간이 이제 막 두 시간을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이미 주문이 마감됐다. 1백

인분가량을 매일 준비하지만 늘 기다리는 사람 줄보다 고기가 먼저 동이 난다. 

양해를 구하고 한 점 맛을 보니 후추 향이 상당했다. 향신료와 오일로 마리네이드한 뒤 구울 때는 후추와 소금만 넣는다 했

다. 이유를 물으니 “소금과 후추와 고기의 궁합이 정말 당연하잖아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라는 싱겁지만 수긍이 가는 답

변. 한마디로 맥주가 절로 생각나는 맛인데, 판매를 하지 않으니 따로 준비해가도 좋겠다. 단일 메뉴지만 감자튀김과 빵, 직

접 만드는 수프를 곁들이면 푸짐한 피크닉 테이블도 완성할 수 있다.  콘수프, 감자, 고구마, 단호박 수프 등 계절마다 메뉴

를 바꾸는데, 덕분에 부모님이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호텔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승훈 씨의 가장 자신 있

는 메뉴가 고기라고. 가성비를 무시할 수 없는 푸드 트럭 요리의 특성상 가격 대비 품질 좋은 미국산 부채살의 선택은 필연

적이다. 불안한 시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아 남부러울 것 없을 줄 알았는데 정우 씨는 손님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 아

쉽다는 말도 전했다.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싶은데, 이제는 긴 줄에 괜히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고. 혹시 새별오름에서 화려

한 꽃무늬 셔츠를 입은 청년들을 보거든 응원의 말을 건네주길.  @waikiki_jeju

와이키키 
제주

유쾌한 두 남자의 
스테이크 

푸드 트럭을 쫓아 다니는 일이 때로는 여행이 된다. 우리가 <로드 카우>를 만나기로 한 날 이들은 세화에서 월정

리 방향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겠다는 인스타그램 공지를 올렸다. 예정에 없던 해변 도로를 산책하며 만난 에메

랄드 빛깔 트럭에서 발랄한 한 쌍이 내렸다.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신혼부부 말투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났

다. 물어보니 고향이 진주라고 했다. <로드 카우>의 본점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던 부부는 여

행으로 제주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 끝에 푸드트럭을 택한 것이다. 

본점의 메뉴 중 밥 위에 소고기와 양파를 수북이 올린 ‘소고기 초밥’과 특제 소스로 양념한 미국산 부채살을 센 불

에서 구워내는 ‘로드 스테이크’를 택했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살림을 꾸린 것. 본점에

서 고기와 소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동일한 맛을 제주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고기는 일주일간 냉장 

숙성으로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바로 전날 필요한 양을 손질한다.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집이 

곧 가게가 되어버리고 노동 현장이 되다 보니 고된 점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제주의 매력에 빠져 정착한 이들인 만

큼 푸드트럭을 몰고 다니며 몰랐던 제주의 속살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을 장점으로 들었다. 실제로 아는 사람처럼 안부를 묻고 어린 꼬마 손님을 대하는 살가운 모습을 보니 우리도 웃음

이 피어올랐다.  @xxroad_cowxx_jeju

로드 
카우
진주에서 제주로
날아온 푸드트럭 

하상량, 남혜경 부부 주인장 

센 불에서 구운 로드 
스테이크와 소고기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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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푸드트럭 중 유일무이하게 제주산 베이컨을 파는 곳이 있다고 해 길을 나섰다. 해안 절경이 펼쳐지는 산복도로

를 굽이굽이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하예동 대평리. 관광객 발길이 뜸한 그곳에 탁 트인 바다를 배경 삼아 트레일러 한 

대가 멋들어지게 서 있었다. <배블리컨테이너>의 주인장 배종환 씨는 “트럭 옆에 놓인 테이블이 제가 산책 나와 맥주 

한 캔씩 마시던 곳이에요”라며, 이어 제주로 내려온 연유를 들려줬다. “2년 전이에요. 대학 졸업 후 직장인이 되기 싫

어 도피 삼아 내려왔어요. 이 동네 게스트 하우스에 머무르면서 서핑도 하며 지냈죠. 그러다 우연히 말고기 버거를 팔

던 트럭을 알게 됐는데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육지에 있던 여자친구까지 내려와 지원군으

로 나서며 많은 시행착오 끝에 문을 열었다고 한다. 

그렇게 탄생한 메뉴가 바로 베이컨 타코와 베이컨 스테이크. 푸드트럭 특성상 조리 시간이 길면 안 돼 생각해낸 게 

훈제 베이컨이었던 것. 17일 동안의 염지, 훈연과 훈제 등 밑작업은 집에서 하고, 트럭에서는 살짝 익혀 내기만 한다. 

유트브로 배운 요리라지만,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은 호평 일색이다. “한 날은 멕시코에서 여행 온 노부부가 타코를 먹

고 간 다음 날 또 찾아온 거예요. 멕시코에서 즐겨 찾는 타코 맛집보다 맛있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다면서요.” 갓 

조리한 요리를 받아보니 길거리 음식 비주얼이 아니다. 담음새부터 정성이 느껴진다. 두툼한 베이컨에 그릴 채소를 

푸짐하게 곁들였는데, 브로콜리, 미니양배추, 방울토마토, 단호박 등 모든 재료는 제주산만 고집한다고. 음식에 들이

는 공 하며, 넉넉한 인심, 그리고 맛까지, 제주도 푸드트럭의 남다른 품격이 느껴진 한 그릇이었다.  

@bavely_container

배블리
컨테이너
트럭은 제주산 
베이컨을 싣고

세남자 @seojun1977
<세남자>의 주인공은 두 명의 주인장과 이들이 키우는 
강아지 ‘봉구’로 <세남자>의 마스코트를 담당하고 있다. 
함덕서우봉 해변 해안도로에 자리한 메르빌 펜션으로 향
하면 쉽게 트럭을 찾을 수 있는데, 한산한 분위기에 웨이
팅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 해변을 따라 길게 세워진 차
들 대부분이 이곳 음식을 기다리는 줄이다. 주문 후 최
소 30분은 기다려야 한다고. 바삭한 코코넛 쉬림프가 인
기 메뉴고, 소스도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4종류
를 제공한다. 

제주도를 주름잡고 있는 
핫 푸드트럭 더 보기

제주유랑 @jejuurang
메뉴판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인생을 배우기 위해 제주
에 왔습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어 아름답게 살기 
위한 인간연습 중입니다.’ 자칭 제주도 유랑민 김대민 씨
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풍이 부나 트레일러를 끌고 길
을 나선다. 제주도 바람을 피해 늘 다른 곳에 문을 여는
데, 그래서인지 <제주유랑>만 따라 다녀도 제주도의 숨
은 비경을 만날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 푸드트럭 중에서
도 멋스러운 외관으로 손꼽혀 인스타그래머들 사이에서 
인기다. 주인장이 직접 만든 크랜베리 잼을 곁들인 ‘크랜
베리 치즈 샌드위치’와 ‘허니버터 샌드위치’를 선보인다. 

락앤칩스 @rak_n_chips
월정리 해안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
는 강렬한 레드 컬러의 트럭이다. 이곳에서는 꽃게, 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을 바삭하게 튀겨 칩과 함께 낸다. 트럭 
뒤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고소한 튀김에 맥주 한 병 곁들
이면 여느 맛집 부럽지 않다.

럽스트럭 @lobs_truck_jeju
제주도 푸드트럭 신에 갓 합류한 따끈따끈한 트럭이다. 
핑크&블루 톤의 사랑스러운 외관을 뽐내는 이곳에서는 
빵에 랍스터 또는 새우를 곁들인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데, 특히 ‘랍스터롤’은 서둘러 가야만 쟁취할 수 있는 메
뉴! 부드러운 빵, 오동통한 랍스터와 새우, 매콤한 소스의 
조화로 그 맛까지 사랑스럽다.

바당꽃 @nibus_lee
바다를 뜻하는 제주 사투리 ‘바당’과 ‘꽃’을 조합한 단어
로, 순우리말로 ‘바다꽃’을 뜻한다. 트럭 곳곳에는 주인장
이 직접 제주 풍경을 그려 넣었다. 대표 메뉴는 제주산 토
종 흑돼지의 목살을 구운 ‘흑돼지 스테이크’와 제주의 명
물 보말을 곁들인 ‘보말 리조또’로 스테이크에 곁들여 내
는 상큼한 한라봉 샐러드도 별미다. 

달고둥 @humgry_maan
제주도 푸드트럭 중 아마 가장 작은 규
모가 아닐까 싶다. 사람 한 명만 들어가
도 꽉 차는 이 트럭에서는 새우 요리를 
선보인다. ‘치즈 쉬림프 타코’와 ‘라클
렛 쉬림프 도시락’ 두 가지를 판매하는
데, 타코 위에 쉬림프와 각종 채소, 치
즈를 올려 떠 먹는 피자를 연상케 한다. 
주인장이 강력 추천하는 메뉴는 ‘라클
렛 쉬림프 도시락’으로 쉬림프 덮밥, 새
우튀김, 과일, 달걀 등을 담아 꽉 찬 구
성을 자랑한다. 

6 JEJU FOOD 
TRUCKS

갖가지 그릴 채소를 곁들인 
베이컨 스테이크

<배블리컨테이너>의 두 
주인장, 배종환 씨와 이유진 씨.

1

2

MEAT EVENTS   44  43   THE ISSUE  l  푸드트럭



THE
FOOD

뜨거운 초여름의 땡볕과 
짙푸른 녹음 속에서
보라빛 기지개를 펴며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다
한껏 물오른 나는 
6월 젊음의 묘약 가지다

가지는 봄에 파종해 6월부터 가을이 오기 전까지 수확하는 대표적인 여름 채소다. 

비교적 쓴맛이 적은 가을 가지를 찾는 이도 더러 있지만, 뜨거운 햇살 아래서 자란 

여름 가지가 풍부한 수분과 단맛으로 훨씬 맛있다. 동양 의학에서 찬 성질을 지닌 식

품으로 열을 내리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가지는 1천 년의 기원을 가진 열

매 채소로, 최근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색소를 다량 함유해 슈퍼 푸드로 재

평가되고 있다. 보랏빛에 담긴 안토시아닌 색소는 유해 활성 산소를 차단하는 항산

화 물질로 안티에이징과 항암에 효과가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여 고

지혈증과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따라서 가지는 돼지고기가지볶음, 가지떡갈비구이 

등 지방이 많은 고기와 함께 조리해 먹으면 좋은 궁합을 이룬다. 또한 정장 활동을 

돕는 식이섬유 역시 가지를 먹을 때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영양 성분이다. 인도가 원

산지인 가지는 일본에서 개량된 자루 모양의 가지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래에는 동그

랗고 통통한 쌀가지도 제법 눈에 띈다. 아시아 외에서는 보라색 가지뿐만 아니라 백

색, 황색, 녹색, 줄무늬 등 다양한 종의 가지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리법은 역

시 아시아 3국이 제각각이다. 한국에서는 살짝 쪄서 간장이나 들기름 양념으로 무

쳐 먹는 것이 보통. 여름철에는 식초를 살짝 친 새콤한 냉국으로도 즐겨 먹는다. 일

본에서는 살짝 구워 미소를 발라 먹거나 초절임 형태인 쓰게모노, 바삭하게 튀긴 덴

푸라로 즐긴다. 중국은 튀겨내 소스를 곁들이거나 볶아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WHERE TO ENJOY?

꼭지가 마르지 
않고 가시가 뾰족하게 

돋아 있는 것이 
신선한 것

굵기가 균일하면서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이 
좋은 가지다

가지 영양 성분 
100g당

1 6
K c a l

당질  3.70g
식이섬유소  1.80g
단백질  0.80g
지질  0.10g
칼륨  210.00mg

레몬 바질을 곁들여 가지로 감싸 
오븐에 구운 모차렐라 치즈

 엘본 더 테이블

짭조름한 모차렐라 치즈와 부드러운 식감을 강조한 
가지가 조화로운 메뉴로 레몬 바질의 상큼한 풍미가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A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88 2, 3F

나스덴 가쿠    슈사이 아라키

구운 가지에 미소를 바른 일본식 가지 요리로 
고기 못지않은 육즙을 머금고 있어 각종 
주류와 매칭이 좋다  

A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B1F

깐풍가지    청담

가지에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후 매콤한 
소스에 볶아낸 깐풍가지. 기름에 튀겨냈음에도 
무르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A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77길 48 

맛집들의 가지요리

여름의 푸르름을 머금은 
가지 요리 3가지

6월에 가지를 거두어 재를 뿌려서 말렸다가 항아리 
속에 저장한 후 겨울철에 가져다 먹으면 새것과 같다.
홍만선  <산림경제> 中

흑자주색의 
껍질에는 지방질을 

흡수, 배출하는 데 좋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고기 
요리와 찰떡궁합!

고기와 궁합이 좋은 여름채소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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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에게 물었다 
고기 요리에 어울리는 
크래프트 맥주는 뭐예요 
여름에 추천하는 
그들의 맥주 페어링 

THE
FOOD

첫맛에 맴도는 블루베리 향이 입맛을 
돋우고 간장과 마늘 양념에서 느껴지는 
한식 특유의 알싸한 풍미를 스타우트의 
크리미함이 부드럽게 중화시켜준다.  
by 맥주 소믈리에 류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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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NEWS

Tyson Foods, INC.
매출 $369억 

취급품목 Beef, chicken, pork, turkey  
www.tysonfoods.com

JBS USA
매출 $336억 

취급품목 Beef, chicken, pork  
www.jbssa.com

Cargill Meat Solutions
매출 $230억 

취급품목 Beef, chicken, pork, turkey
www.gargill.com

TOP 100 미국 육류 및 가금육 생산 업체
2017년  매거진 선정

Tyson Foods
매출 $17,236백만  

1일 최대 도축두수 29,000 
도축소 유형 Choice Fed, Fed 100%  

JBS USA
매출 $17,236백만  

1일 최대 도축두수 29,000 
도축소 유형 Choice Fed, Fed 100%  

Cargill Beef
매출 $17,236백만  

1일 최대 도축두수 29,000 
도축소 유형 Choice Fed, Fed 100%  

TOP 30 미국 소고기 생산 업체
2016년 CATTLEBUYERS WEEKLY 선정

JBS Five Rivers Cattle Feeding
매출 1,600,000 est. 
최대 수용력 930,000

소의 유형 English Exotic Cross 

Cactus Feeders
매출 900,000 est.   

최대 수용력 527,000
소의 유형 English Exotic Cross 

Friona Industries LP
매출 640,000  

최대 수용력 438,000
소의 유형 English Cross  

TOP 30 미국 소 비육 업체
2016년 CATTLEBUYERS WEEKLY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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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Foods, Inc.
➊ $7억6천만 
➋ Chicken
www.casefarms.com

West Liberty Foods, 
LLC
➊ $7억4천1백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slfoods.com

Clemens Food 
Group, Inc.
➊ $8억5천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clemensfoodgroup.com

George's, Inc.
➊ $9억5천만 
➋ Chicken 
www.georgesinc.com

Lopez Foods
➊ $7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mlopezfoods.com

Boar's Head 
Provisions Co., Inc.  
➊ $8억1천3백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boarshead.com

Link Snacks, Inc.
➊ $9억5백만 
➋ Beef, bison, pork, turkey  
www.jacklinks.com

Fresh Mark, Inc.
➊ $12억4천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freshmark.com

Indiana Packers Corp.
➊ $12억 
➋ Pork  
www.indianapackerscorp.com

Maple Lodge Farms, 
LTD.  
➊ $6억8천5백만 
➋ Chicken
www.maplelodgefarms.com

Nebraska Beef
➊ $8억 
➋ Beef

enosha Beef 
International, LTD.  
➊ $9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bwfoods.comPeco Foods, Inc.

➊ $10억  
➋ Chicken
www.pecofoods.com

Stampede Meat, Inc.
➊ $6억7천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stampedemeat.com

Maple Leaf Foods, Inc.
➊ $27억5천만 
➋ Chicken, pork, turkey
www.mapleleaffoods.com

Keystone Foods
➊ $27억8천만 
➋ Beef, chicken, pork, seafood
www.keystonefoods.com

Sukarne 
➊ $25억 
➋ Beef, chicken, pork
www.sukarne.com

Foster Farms
➊ $25억 
➋ Chicken, turkey
www.fosterfarms.com

Olymel LP
➊ $25억 
➋ Chicken, pork, turkey
www.olymel.ca

SandersonFarms, Inc.
➊ $28억 
➋ chicken
www.sandersonfarms.com

Perdue Farms, INC.
➊ $46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perdue.com

American Foods 
Group, LLC
➊ $34억 
➋ Beef, chicken, pork  
www.americanfoodsgroup.com

Kraft Heinz Co.
➊ $33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kraftheinzcompany.com

Koch Foods
➊ $30억 
➋ Chicken
www.kochfoods.com

Industrias bachoco, 
S.A.B. De C.V.  
➊ $28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achoco.com.mx

Simmons Prepared 
Foods, Inc.  
➊ $8억6천 
➋ Chicken
www.simmonsfoods.com

Hormel Foods Corp
➊ $95억 
➋ Beef, pork, turkey  
www.hormelfoods.com

ConAgra Brands
➊ $82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conagra.com  

National Beef 
packing Co., L.L.C.  
➊ $72억 
➋ Beef  
www.nationalbee.com

Osi Group, L.L.C.
➊ $61억3천만 
➋ Beef, chicken, pork, 
 seafood, turkey
www.osigroup.com

Sigma Alimentos 
S.A.De.C.v.
➊ $56억9천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sigma-alimentos.com

Fieldale Farms Corp.
➊ $9억7천5백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fieldale.com

Wayne Farms, LLC
➊ $20억 
➋ chicken
www.waynefarms.com

Mountaire Farms
➊ $19억4천만 
➋ Chicken  
www.mountaire.com

Greater Omaha 
Packing Co., Inc.  
➊ $18억 
➋ Beef
www.greateromaha.com

Triumph Foods, LLC
➊ $17억 
➋ Pork 
www.trumphfoods.com

Advancepierre 
Foods
➊ $16억  ➋ Beef, chicken,  
 lamb, pork, Turkey, veal
www.advancepierre.com

Butterball, LLC
➊ $14억 
➋ Pork, turkey 
www.jbutterball.com

Wolverine packing Co.
➊ $12억8천만  
➋ Beef, chicken, lamb, pork,  
 Seafoods, turkey, veal  
www.wolverinepacking.com

Premium Brands 
Holdings Corp.  
➊ $13억5천만
➋ Beef, chicken, lamb, pork   
www.premiumbrandsholdings.com

Seaboard Foods
➊ $13억3천만 
➋ Pork 
www.seaboardsfoods.com

House of Raeford 
Farms, Inc.
➊ $13억3천만 
➋ Chicken
www.houseofraeford.com

2017년 미국 육류 및 가금육 생산 업체 ➊ 매출  ➋ 취급품목

JBS USA
➊ $336억 
➋ Beef, chicken, pork  
www.jbssa.com

Cargill Meat 
Solutions
➊ $230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gargill.com

Smithfield Foods, Inc
➊ $150억
➋ pork
www.smithfieldfoods.com

Sysco Corp
➊ $139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sysco.com

Tyson Foods, INC.
➊ $ 369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tysonfoods.com

Johnsonville 
Sausage, LLC
➊ $9억7천5백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johnsonville.com

Sofina Foods, Inc.
➊ $8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sofinafoods.com

Agri Beef Co. 
➊ $8억5천만 
➋ Beef, pork
www.agribee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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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ness Beef 
packers, Ltd.
➊ $6억5천만 
➋ Beef
www.cavinessbeefpackers.com

Golden State Foods
➊ $3억6천만 
➋ Beef, pork  
www.goldenstatefoods.com

Mountain States 
Rosen, LLC  
➊ $1억8천5백만 
➋ Beef, lamb, pork, veal
www.mountainstatesrosen.com

Farmers Pride, Inc.
➊ $3억3천5백만  
➋ Chicken, Cornish games 
 hen, duck, turkey  
www.bellandevans.com

Dakota Provisions, 
LLC
➊ $2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dakotaprovisions.com

Harris Ranch Beef Co.
➊ $6억1천1백만 
➋ Beef  

www.harrisranch.com

Prestage Foods, Inc.
➊ $1억7천3백만 
➋ Turkey
www.prestagefarms.com

Intercarnes, S.A. DE 
C.V.
➊ $3억2천5백만 
➋ Pork
www.intercarnes.com

ED Miniat, LLC
➊ $3억5천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miniat.com

Maple Leaf Farms, 
Inc.
➊ $1억5천4백만 
➋ Chicken, duck
www.mapleleaffarms.com

Abbyland Foods, Inc.
➊ $3억1백만 
➋ Beef, pork  
www.abbyland.com

Strauss Brands, INC.
➊ $1억9천8백만 
➋ Beef, lamb, veal
www.straussbrands.com

Lone Star Beef 
Processors
➊ $3억9천9백 
➋ Beef 
www.lonestarbeef.net

Sam Kane Beef 
Processors, LLC  
➊ $3억8천3백만 
➋ Chicken 
www.kanebeef.com

Bob Evans Farms, 
Inc.
➊ $3억7천9백만 
➋ Pork, turkey
www.bobevans.com

Creekstone Farms 
Premium Beef
➊ $5억5천만  ➋ Beef, pork  
www.creekstonefarms.com

Dietz & Watson, 
Inc.
➊ $5억3천5백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dietzandwatson.com

Brakebush Brothers, 
Inc.
➊ $5억2천5백만 
➋ Chicken
www.brakebush.com

Exceldor 
Cooperative Avicole  

➊ $5억2천만 
➋ Chicken, turkey

John Soules Foods, 
Inc.
➊ $4억3천9백만 
➋ Beef, chicken 
www.johnsoulesfoods.com

Bridgford Foods Corp.
➊ $1억4천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bridgford.com

Allen Harim Foods, 
LLC
➊ $2억8천만 
➋ Chicken
www.allenharinllc.com

Overhill Farms
➊ $1억천4백만 
➋ Beef, chicken, lamb, pork
www.overhillfarms.com

Mar-Jac Poultry, 
Inc.
➊ $4억5천만 
➋ Chicken
www.marjacpoultry.com

Omaha Steaks 
International, Inc.  
➊ $4억5천만  
➋ Beef, chicken, lamb, pork,  
 seafood, turkey, veal
www.omahasteaks.com

FPL Food, LLC
➊ $4억5천만 
➋ Beef  
www.fplfood.com

Plumrose USA
➊ $34억3천5백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plumroseusa.com

Claxton Poultry 
Farms
➊ $3억6천4백만 
➋ Chicken
www.claxtonpoultry.com

JSpecialty Foods 
Group, Inc.  
➊ $3억4천8백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specialtyfoodsgroup.com

Granny's Poultry 
Coperative, Ltd.  
➊ $1억3천5백만  
➋ Chicken, turkey
www.grannys.ca

Fair Oaks Farms, LLC
➊ $2억5천9백만 
➋ Beef, pork, turkey
www.fairoaksfarms.com

Harrison Poultry, Inc.
➊ $1억9천3백만 
➋ Chicken

Meyer natural 
Foods
➊ $6억 
➋ Beef, pork  
www.meyernaturalangus.com

Sugarcreek  

➊ $6억 
➋ Beef, chicken, lamb, pork,  
 seafood, turkey, veal  
www.sugarcreek.com

Cooper Farms
➊ $6억 
➋ Chicken, pork, turkey
www.cooperfarms.com

Rastelli Foods Group
➊ $4억5천만  
➋ Beef, chicken, lamb, pork,  
 seafood, turkey, veal
www.rastellifoodsgroup.com

Monogram Food 
Solutions, LLT  

➊ $4억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monogramfoods.com

Surlean Foods
➊ $4억
➋ Beef, chicken, pork  
www.leonardhe.com

BPI Technology, 
Inc./FMI/BPI, Inc.
➊ $4억  ➋ Beef
www.beefproducts.com

Breton Traditional 
1944, Inc.
➊ $4억  ➋ pork  
www.dubreton.com

Central Valley Meat
➊ $4억 
➋ Beef

Branding Iron Holdings
➊ $4억 
➋ Beef, pork  
www.bih-us.com

Request Foods, Inc.
➊ $3억6천만 
➋ Beef, chicken, pork  
www.requestfoods.com

Columbus 
Manufacturing, Inc. 
➊ $2억5천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columbussalame.com

Michigan Turkey 
Producers
➊ $2억5천만 
➋ Chicken, turkey
www.miturkey.com

TIP Top Poultry, Inc.
➊ $2억2천7백만 
➋ Beef, chicken, turkey  
www.tiptoppoultry.com

Empire Kosher 
Poultry, INC.
➊ $2억2천만 
➋ Chicken, turkey
www.empirekosher.com

Superior Farms Lamb
➊ $2억5천만 
➋ Lamb, veal
www.superiorfarms.com

Pinty's Delicious 
Foods, Inc.
➊ $2억 
➋ Chicken

www.pintys.com

➊ 회사명  ➋ 매출  ➌ 취급품목

Land O'Frost, Inc.
➊ $3억5천만 
➋ Beef, chicken, pork, turkey

www.landofr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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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소고기 생산 업체 2016년 미국 소 비육 업체

➊ 1일 최대 도축두수  ➋ 미국내 작업장 수  ➌ 2015년 소고기 매출  ➍ 2015년 미국내 도축두수  ➎ 도축소의 유형 ➊ 최대 수용력  ➋ 미국내 작업장 수  ➌ 2015년 매출  ➍ 소의 유형

➊ 29,000   
➋ 6  
➌ $17,236백만  
➍ 6,656,000   
➎ Choice Fed, Fed 100%

Tyson Foods Springdale, Ark.  

➊ 27,500   
➋ 9  
➌ $14,000백만  
➍ 6,000,000   
➎ English Cross Fed 80%, 
Non Fed 20%

JBS USA Greeley, Colo.

➊ 23,000   
➋ 6  
➌ $12,900백만  
➍ 5,500,000   
➎ Fed Steers and Heifers 
Fed 87%, Non Fed 13%

Cargill Beef Wichita, Kan. 

➊ 12,000   
➋ 2  
➌ $7,402백만  
➍ 2,916,000   
➎ Angus, Hereford Fed 100%

National Beef Packing Co.
Kansas City, Mo. 

➊ 6,500   
➋ 4  
➌➍ Not Disclosed   
➎ Holstein Non Fed 80%, Fed 20%

American Foods Group LLC.
lexandria, Minn.  

➊ 2,900   
➋ 1  
➌ $1,950백만  
➍ 800,000  
➎ Angus, Hereford, Natural 
Fed 100%

Greater Omaha Packing Co.
Omaha, Neb.

➊ 2,200   
➋ 1  
➌ $900백만  
➍ 385,000   
➎ Angus/English Fed 100%

Nebraska Beef Ltd. Omaha, Neb.

➊ 1,800   
➋ 1  
➌ $640백만  
➍ 475,000  
➎ Cows, Bulls, Fed, 
 Non Fed 90%, Fed 10%

Caviness Beef Packers Ltd.  
Hereford, Texas

➊ 1,500   
➋ 1  
➌➍ Not Disclosed   
➎ 70% Plus Choice Fed 100%

Agri Beef Co. Boise, Idaho

➊ 1,500   
➋ 1  
➌➍ Not Disclosed   
➎ High Quality Fed 100%

New Angus LLC. Aberdeen, S.D.

➊ 1,300   
➋ 1  
➌ $500백만  
➍ 300,000   
➎ Cow, Bull, Fed Holstein 
 Non Fed 85%, Fed 15%

Central Valley Meat Hanford, Calif.

➊ 1,400   
➋ 1  
➌ $400백만  
➍ 225,000  
➎ Crosses Fed 100%

Kane Beef Corpus Christi, Texas  

➊ 1,300   
➋ 1  
➌ $620백만  
➍ 242,000  
➎ High Quality Black Angus  
 Fed 100%

Creekstone Farms Premium 
Beef rkansas City, Kan. 

➊ 1,275  
➋ 1  
➌ $400백만  
➍ 262,000   
➎ Beef Cowl Non Fed 100%

Lone Star Beef Processors
San Angelo, Texas  

➊ 1,250   
➋ 1  
➌ $386백만 
➍ 205,000    
➎ Cow, Bull Non Fed 90%, Fed 10%

FPL Food LLC. Augusta, Ga.

➊ 1,200   
➋ 1  
➌➍ Not Disclosed
➎ Black Angus Fed 100%

lowa Premium Beef Tama, Iowa  

➊ 1,200  
➋ 1  
➌➍ Not Applicable
➎ All Types

One World Beef Brawley, Calif.  

➊ 1,100   
➋ 1  
➌ $615백만  
➍ 68,000   
➎ High Quality Native Fed 100%

Harris Ranch Beef Co. Selma, Calif. 

➊ 750   
➋ 1  
➌ $325백만  
➍ 212,000   
➎ Cow, Bull Non Fed 90%, Fed 10%

Preferred Beef Group Booker, Texas

➊ 550  
➋ 1  
➌ $199백만  
➍ 128,000 
➎ Holstein Cows Non Fed 100%

American Beef Packers
TChino, Calif.

➊ 550   
➋ 1  
➌➍ Not Disclosed
➎ Choice Fed, White Fat Cow
Fed 50%, Non Fed 50%

Triple J Family Farms
Buffalo Lake, Minn. 

➊ 650   
➋ 1  
➌ Not Disclosed  
➍ 168,000 
➎ Cow, Bull Non Fed 100%

Brown Packing Co. Gaffney, S.C. 

➊ 525  
➋ 1  
➌ $260백만  
➍ 111,000   
➎ Prime, High Choice, Black  
 Angus Fed 100%

Aurora Packing Co. North Aurora, Ill.

➊ 450
➋ 1  
➌ Not Disclosed
➍ 104,000   
➎ Cow, Bull, Non Fed 100%

Nicholas Meat Packing
Loganton, Pa.  

➊ 450   
➋ 1  
➌ $107백만  
➍ 104,000 
➎ Dairy Cow, native
 Non Fed 85%, Fed 15%

VPP Group LLC. Norwalk, Wis.

➊ 450  
➋ 1  
➌➍ Not Disclosed  
➎ High Quality Angus Fed 100%

Western Reserve Protein 
Group Hastings, Neb.

➊ 315  
➋ 1  
➌➍  Not Disclosed
➎ Angus, Angus Cross Fed 100%

Elkhorn Valley Packing
Harper, Kan. 

➊ 275   
➋ 1  
➌➍ Not Disclosed
➎ Fed, Non Fed Cattle
 Fed 20%, Non Fed 80% 

Open Range Beef Gordon, Neb. 

➊ 250  
➋ 1  
➌➍ Not Disclosed
➎ Cow, Bull Non Fed 100%

Randolph Packing Co. Asheboro, N.C.  

➊ 230  
➋ 1  
➌➍ Not Disclosed  
➎ Dairy, Beef Cow and Bull  
Non Fed 100%

Schenk Packing Co. Stanwood, Wash.

➊ 930,000  
➋ 11 
➌ 1,600,000 est. 
➍ English Exotic Cross  

JBS Five Rivers Cattle 
Feeding Greeley, Colo.

➊ 527,000   
➋ 9  
➌ 900,000 est.  
➍ English-Exotic Cross

Cactus Feeders Amarillo, Texas  

➊ 438,000
➋ 6  
➌ 640,000  
➍ English Cross

Friona Industries LP Amarillo, Texas 

➊ 245,500  
➋ 5  
➌ Not disclosed
➍ Lightweight cattle, Holsteins

Cattle Empire LLC Satanta, Kan.

➊ 233,000  
➋ 5  
➌ Not disclosed  
➍ English Cross

Foote Cattle Company  
Bucyrus, Kan.

➊ 230,000  
➋ 2  
➌ Not disclosed 
➍ Angus, Hereford

J. R. Simplot Co. Boise, Idaho

➊ 217,500  
➋ 7  
➌ Not disclosed
➍ All breeds

Irsik & Doll Cimarron, Kan.  

➊ 195,500  
➋ 3  
➌ Not disclosed  
➍ English

Gottsch Livestock Feeders
Elkhorn, Neb.  

➊ 156,000  
➋ 4  
➌ Not disclosed  
➍ Native cattle

Tejas Feeding Group
Amarillo, Texas  

➊ 180,000  
➋ 10  
➌ Not disclosed  
➍ Yearlings, Holsteins

Innovative Livestock 
Solutions Great Bend, Kan. 

➊ 140,000  
➋ 2  
➌ Not disclosed  
➍ English-Exotic Cross

AzTx Cattle Co. Hereford, Texas 

➊ 125,000
➋ 3  
➌ Not disclosed  
➍ High grading native cattle

Bar G Feedyard Summerfield, Texas  

➊ 124,000  
➋ 3  
➌➍ Not disclosed

Adams Land & Cattle Co
Broken Bow, Neb.  

➊ 115,000  
➋ 2  
➌ Not disclosed  
➍ Choice

Agri Beef Co. Boise, Idaho  

➊ 122,500  
➋ 4  
➌ Not Disclosed  
➍ No preference

Dinklage Feed Yard Inc.
Sidney, Neb.

➊ 105,000  
➋ 3  
➌ Not disclosed  
➍ Predictable performers

Dean Cluck Feedyard 
Amarillo, Texas  

➊ 94,000  
➋ 2  
➌ Not disclosed  
➍ All types

Cattle Town Feeders
Hereford, Texas  

➊ 85,000 
➋ 3  
➌ 150,000  
➍ Cross, thin and cheap

Pratt Feeders, Inc. Pratt, Kan.  

➊ 80,000  
➋ 2  
➌ Not disclosed  
➍ No preference

Brookover Feed Yards, Inc. 
Garden

➊ 80,000  
➋ 1  
➌ Not disclosed  
➍ All types

Herd Cattle Co. Bartlett, Neb.

➊ 80,000  
➋ 2  
➌ 200,000 
➍ No. 1 Cross

Texas Beef Group marillo, Texas

➊ 215,000   
➋ 6  
➌ Not disclosed
➍ English-Exotic Cross

Oppliger Feedyard Inc 
Amarillo, Texas  

➊ 195,000  
➋ 8  
➌ Not disclosed  
➍ All types

Four States Feedyards
Lamar, Colo.

➊ 155,000  
➋ 4  
➌ Not disclosed  
➍ Cattle supplying Cargill 
premium brands

Cargill Cattle Feeders LLC
Wichita, Kan.  

➊ 155,000  
➋ 3  
➌ 130,000 
➍ Holstein

Pinal Feeding Co. Laveen, Ariz. 

➊ 140,000  
➋ 2  
➌ Not disclosed  
➍ Profitable

Barrett-Crofoot, Inc.
Hereford, Texas

➊ 135,000  
➋ 2  
➌ Not disclosed
➍ High grading native cattle

Harris Feeding Company
Coalinga, Calif.

➊ 112,000  
➋ 2  
➌ Not disclosed 
➍ Yearling steer/heifer

Hitch Enterprises Guymon, Okla. 

➊ 105,000
➋ 1  
➌ Not Disclosed
➍ Holstein cross-bred

Brandt Cattle Co.  Brawley, Calif.  

➊ 100,000  
➋ 2  
➌ Not disclosed 
➍ Profitable

Bartlett Cattle Co. Kansas City, Mo.  

➊ 95,000  
➋ 4  
➌ Not disclosed  
➍ Choice English-Continental 
Cross

Beef Northwest Feeders  
North Powder,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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