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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U.s. MeAt
안녕하세요. 뜨거웠던 공기가 지내기엔 힘들었지만 여름이 지나면 

왠지 아쉬운 그런 계절의 변화 한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들어 편리성, 

1인 가구 증가, 혼밥, 혼술, 등등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할인점, 백화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

에서 다양한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상품들

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직접 신선한 재료를 구매해서 처음부

터 끝까지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지 못하고 사 먹는데 대한 마음

속 한 편의 죄책감을 없애주는 노력들, 그리고 집에서 정성 들여 만

든 집밥과 같은 맛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구매 행태

는 달라지더라도 마음속 깊이 구매를 결정짓는 요소는 예전이나 지

금이나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편리성에서 시작했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또 조리기술, 보관 기술의 발전을 통해 결국은 

한끼를 때운다는 개념 보다는 정말 맛있어서 또는 먹고 싶어서 선택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육류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 많이 개발되어 활짝 꽃피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 한국지사   양 지 혜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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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몰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 
경품 이벤트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이마트몰과 함께 8월 3일

부터 16일까지 2주간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마트몰을 통해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 브랜드 

8종의 제품 중 1만5천원 이상 구매 후 응모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LG전자 

트롬 스타일러, 다이슨 V8 무선진공청소기, 발뮤다 

공기청정기, 토스터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구슬함박

미국산 소고기 Delicious Plate on the Table 2 프로모션
대표적인 함박스테이크 전문점인 

<구슬함박>에서는 모든 함박스테이크 

메뉴에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새롭게 출시한 커리새우함박

스테이크와 김치새우함박스테이크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

을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

했다. 20개 전 매장에서 실시한 이

번 프로모션에서는 기간 중 커리새우

함박스테이크와 김치새우함박스테

이크 메뉴 중 한 가지가 포함된 메뉴

를 선택하는 고객에게 100% 당첨 

스크래치 카드를 제공하고 미니 선

풍기, 블루투스 스피커, 믹서, USB, 

토스터기, 에코 백, 1인 무료식사권, 

탄산음료 등을 즉석에서 증정했다.   

생어거스틴X미국육류수출협회 

U.S. Beef로 만든 타이비프 
커리와 샐러드 쿠킹 클래스
‘미국산 소고기로 배워보는 세계 요리’를 주제로 

맛집 검색 및 추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망고플레

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쿠킹 클래스를 8월 6일 

CJ 백설요리원에서 진행했다. 아시아 음식 전문 

레스토랑 <생어거스틴>의 조리이사 김남성 셰프

를 초빙해 전문 레스토랑에서만 즐겼던 태국 요리

를 집에서도 근사하게 만들어볼 수 있도록 미국산 

소고기 척아이롤을 이용한 타이비프 커리와 샐러드 

메뉴를 배워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맛있는 U.S. Pork 테이블

햄&소시지&베이컨 쿠킹 클래스
‘미국산 햄, 소시지, 베이컨으로 배워보는 행복한 아침 메뉴’라는 주제로 지난 1, 2차 클래스에 

이은 3차 클래스를 6월 22일 CJ 백설요리원에서 진행했다. 서래마을 <르지우> 정호균 오너 

셰프를 초빙해 소시지 된장크림파스타, 와사비소스의 베이컨 샐러드, 런천미트와 소시지로 맛을 

낸 김치감자전 등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메뉴를 배워보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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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노 스테이크 

미국산 티본 스테이크 vS 
토마호크 스테이크 
합리적인 가격에 정통 고급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는 <오레노 스테이크>에서 미국산 최고급 

블랙앵거스 소고기를 사용한 오레노 시그너처 

메뉴인 티본 스테이크 주문 시 스마트링을, 

토마호크 스테이크 주문 시 보조 배터리를 증정

하는 프로모션을 8월 3일부터 27일까지 강남

역점과 이태원점에서 진행했다. 

해비치호텔&리조트와 롤링힐스호텔 

U.S. Beef & Pork 
‘아메리칸 다이닝 페스티벌’  
제주 해비치 호텔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

에서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U.S. Beef & Pork를 

이용한 아메리칸 다이닝 페스티벌을 8월 1일

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기간 중 해비치호텔의 <섬모라>와 <이디>, 롤링

힐스호텔의 <블루사파이어>와 <더 바> 레스토랑

에서 미국산 햄, 소시지, 베이컨을 이용한 조식 

메뉴와 100% 미국산 소고기 수제 패티 버거 등 

다양한 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메뉴를 선보였다. 

COOKING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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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X미국육류수출협회 

U.S. Pork 원데이 쿠킹 클래스
‘초등학생 입맛을 위한 건강고기밥상’을 주제로 맛있는 U.S. Pork 쿠킹 

클래스를 7월 14일 <수라재>에서 진행했다. 락앤락 서포터스 회원

을 대상으로 한 이번 쿠킹 클래스에서는 안세경 요리연구가를 초빙해 

폰즈소스 포크스테이크, 토마토 허니미트볼 등 성장기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한 미국산 돼지고기 요리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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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에서 
레스토랑 

고급 메뉴를

여의도 반포 DDP 청계천 오프라인 매장 23곳

i 
like 
food 

Truck 여의도

청계천
DDP

톡톡 튀는 재미있는 메뉴와 서비스를 자랑하는 푸드트럭

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큐브스테이크, 갈비덮밥, 

타코, 샌드위치, 소시지 등 고기 메뉴를 판매하는 푸드트럭

들이 특히 인기가 높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청년 일자리 

창출 업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푸드트럭과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나이트 마켓 등 도심 곳곳에서 인기리에 영업 

중인 푸드트럭 22곳과 함께 ‘I Like Food Truck’ 프로모션을 

8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한다.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만든 메뉴를 판매하는 푸드

트럭을 소개하고 소비자가 특별한 메뉴를 더 맛있게 경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8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1차 프로모션은 미국산 

소고기를 활용해 펑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스테이크 등의 

메뉴를 대중화해 1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제공해 대중적

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푸드트럭 5곳(지점 포함 27곳)을 선정

했다. 또 맛집 검색 및 추천 애플리케이션 망고플레이트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호에서는 8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푸드

트럭 프로모션에 참여한 스테이크아웃, 고기식당, 우마이

트럭, 셰프리 및 두 남자의 69스테이크 등 5개 푸드트럭을 

소개하고자 한다.  

반포

* 푸드트럭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MEaT EvEn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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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여의도

상호처럼 두 명의 남자가 운영하는 푸드트럭으로 

마치 공연장에 온 것 같은 화려한 조명과 강한 

리듬의 음악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같은 

음식이라도 즐겁게 먹을 때 더 맛있다는 생각으로 

화려한 불쇼와 재치 있는 춤 등 다채로운 퍼포먼

스를 펼쳐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스테이크는 

미국산 프라임 등급의 냉장 부채살 겉면을 철판 

위에서 센 불로 빠르게 익히고, 럼주를 부어 잡내

를 없앴다. 먹기 좋게 손질한 후 모닝빵과 수프, 

느타리버섯볶음 등의 가니시를 푸짐하게 매칭

했다. 양에 따라 기본과 더블로 즐길 수 있다. 

꾸준히 음식 연구를 이어가 계절과 시기에 맞춰 

다양한 신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두 남자의 
69 스테이크 

오감이 즐거운 푸드트럭 

소고기에 빵가루를 입혀 튀겨낸 일본식 소고기 

커틀릿 ‘규카츠’를 선보이는 푸드트럭. 유지훈 

대표와 20대 젊은 청년들이 합심해 우마이트럭

을 꾸려나간다. 미국산 냉장 초이스급 부채살 또는 

살치살에 달걀물, 빵가루를 얇게 입히고 고온에

서 60초 동안 빠르게 튀겨낸다. 고기를 감싼 얇고 

바삭한 튀김옷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내고, 

속은 미디엄 레어로 촉촉하게 익혀 식감이 부드

러울 뿐만 아니라 소고기 본연의 풍미가 최대치

로 살아있다. 특제 소스, 생와사비를 곁들일 것을 

추천하는데 피클과 샐러드를 기호에 맞게 함께

해도 좋다. 매콤한 일본식 커리 우동에 자체 개발

한 크림소스를 더한 ‘크림 카레 우동’도 인기 메뉴, 

그 외 덮밥 종류의 식사와 다양한 간식 메뉴들이 

있다. 휴무에는 일본 도쿄, 오사카 등지를 다니며 

메뉴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일본 현지 

트렌드에 발맞춰 점차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

이다.  @umai_truck

우마이트럭

길거리에서 
즐기는 규카츠 

DDP 여의도반포 DDP청계천 청계천오프
라인

오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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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등급의 미국산 소고기 부채살을 사용한 스테이크가 일품이다. 대표 

메뉴는 ‘식당 스테이크’. 저온 숙성한 냉장육을 사용하는데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시즈닝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철판에서 강한 불로 빠르게 겉면만 

살짝 익혀내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식감은 물론이고 풍부한 육즙을 그대로 유지한다. 

머스터드 소스를 곁들이면 좋다. 디자인과 건축을 하던 대표의 손길로 완성한 인테

리어 디자인도 인상적인데 작은 식당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화이트 톤을 베이스로 

정직한 한글 간판, 아기자기한 로고로 포인트를 줬다.  @gogi_sikdang

고기식당
찾아가는 작은 식당 

남녀노소 누구나 착한 가격에 질 좋은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푸드트럭이 이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오프라인 매장 23곳으로 늘어났다. 먹기 

편하게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제공하는 ‘큐브 스테이크’가 대표 메뉴. 엄선한 양질의 

미국산 소고기 부채살을 사용하는데 자체 개발한 특제 시즈닝으로 72시간 저온에서 

숙성한 후 250℃ 이상의 뜨거운 그릴에 단시간 구워낸다. 스테이크의 육즙과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고기 두께를 2.5cm로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할라페뇨와 바비큐 맛이 

어우러진 특제 스파이시 소스를 곁들이면 좋다. ‘하와이안 스테이크’와 ‘허니버터 

쉬림프’ 등의 메뉴도 인기 있다.  @cheflee_foodtruck

셰프리

전국 곳곳, 
끝없는 도전 ‘모두에게 진짜 스테이크를(Real Steak For 

Everyone)’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정통 스테

이크를 즉석에서 구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한다. 미국산 프라임 또는 톱 초이스 등급의 

부채살만을 사용하는데 고기를 미리 자르지 

않고 통으로 시어링해 크리스피한 식감이 살아 

있을 뿐더러 육즙의 손실도 막았다. 레스팅한 

후 큐브 모양으로 썰어 주문 즉시 따뜻하게 한 번 

더 구워내며 데미글라스 소스에 양파 향을 더

한 이곳만의 오리지널 레시피 소스를 곁들이면 

고기의 묵직한 풍미와 좋은 매칭을 이룬다.  
@steakout_kr

스테이크아웃

부담 없이 
즐기는 진짜 스테이크 

반포 청계천 오프
라인여의도 여의도 DDP반포 청계천

여의도 반포 DDP 오프
라인

DDP

청계천

오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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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nEWs

>1 Billion 

1 Billion +

10 Billion +

25 Billion +

50 Billion +

100 Billion +

Billion +

Population

95%

미국

그 외

전 세계 NO.1 
단백질 소비원 
돼지고기

23%

35%

수출 수요
증가

주요 국가 
생돈 가격 

상승
도축 능력 

증가
공급량 
증가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출 기회 증가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현재 소비량보다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

WHY 
미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 강화 이유는?

4321

미국산

경쟁력
돼 지 고 기

강화 전 세계 인구의 

95%가 미국 이외 국가에 분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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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돼지고기 산업 규모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4년 대비 7.4% 증가, 2016년에는 1.8% 증가했다. 

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3.5%와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1,213만 톤으로, PEDv 

발병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급감했던 2014년 대비 16.9%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서는 도축 능력 증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

고,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주요 돼지 도축 시설

의 일일 도축 능력이 전년 대비 약 3,615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6년 5월 그린우드 패킹Greenwood 

Packing사가 일일 도축 규모 3,000두

의 도축장을 폐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

로, 그 외에도 햇필드Hatfield, 다코타 포크

Dakota Pork, 올슨 미트Olson Meat 등

이 2015년 말 이후부터 하루 평균 100

두 이상 돼지 도축 두수를 감축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업계는 향후 2~3년 내 돼지 도축 

능력을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장 큰 미국의 도축 능력 

증가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이루

어질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트라이엄프 시보드 푸드Triumph 

Seaboard Foods, 클레멘스 푸드 그룹Clemens Food Group, 콜드

워터Coldwater 등 3개의 최첨단 도축 시설을 갖춘 대형 돼지고기 생산

회사들이 2017 하반기~2018년에 새로운 도축장 운영을 시작할 계획

을 발표했다. 세 곳 모두 일일 10,000~12,000두의 대규모 도축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7년 말에는2016년 대비 6~7% 증가

해 최근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8년 도

축 능력은 2015년 실제 도축 두수 대비 8% 증가, 2019년 도축 능력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WHY 2 

돼지 도축 능력 2019년까지 10% 증가 계획  

출처: 미국돈육협회(NPB)

2017년 1월~6월 미국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출량(부산물 포함)   

미국 돼지고기 생산량 VS 도축 능력 비율

진행 중인 돼지 도축장 건설 지역
2016 가을 2017 가을 2018 가을 2019 가을

Dally Annual Dally Annual Dally Annual Dally Annual

Pleasant Hope, Missouri 2,500 637,500 2,500 625,000 2,500 625,000 2,500 625,000

Windom, Minnesota 6,000 1,500,000 6,000 1,500,000 6,000 1,500,000

Sioux City, lowa 12,000 3,000,000 20,000 5,000,000 20,000 5,000,000

Coldwater, Michigan 10,000 2,500,000 10,000 2,500,000 10,000 2,500,000

Wright County, lowa 10,000 2,500,000

합계 2,500 637,500 30,500 7,777,500 38,500 9,817,500 48,500 12,367,500

2015년 가을 대비 도축 능력 0.5% 6.1% 7.7% 9.7%

2016년 가을 대비 도축 능력 6.1% 7.7% 9.7%

총 도축 능력 454,320 482,320 490,320 500,320

도축 능력
돼지고기 생산량 예상

0%

1%

2%

3%

4%

5%

6%

7%

8%

9%

톤

WHY 1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캐나다산 돼지의 미국 유입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축 능력 증가가 필요

한 시점에 미국 돼지고기 생산업계의 도축 능력 증가로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순조롭게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며 따라서 수출 공급량도 증가

해 미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 2017 2018

미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의 생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7년 7월 현재 다음과 같이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 

+23%

멕시코

+16%

한국

+15%

캐나다

+14%

대만

+12%

유럽연합

+1%

칠레

+11%

일본

WHY 3 

주요 국가 생돈 가격 상승세  

2017년 1분기 미국은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총 생산량의 27.2%를 

110여 개국에 수출, 두당 52.42달러의 수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27.2%

WHY 4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 수요 강세

미국의 돼지고기 
총 생산량 중 
수출 비율

398,565Mexico 23
%

274,297 China/HK -4
%

99,917 Canada 3
%

200,175 Japan 4
%

94,545 Korea 31
%

81,954 C/S Amer. 51
%

26,984 DR/Carib 36
%

39,999 Aus/NZ 9
%

23,207 ASEAN 20
%

13,339 Others 59
%

1,252,982 Grand Total 13
%

3.4%

돼지 사육 두수

3%

매년 모돈 두수

2017
3.5%

2018
3.6%

돼지고기 생산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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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부의 상징이었고, 가족 외식의 대명사였던 소갈비. 

그 시작은 1940년대 수원에서였다. 포천 이동갈비, 부산 

암소갈비 등 갈비로 유명한 지역이 몇 곳 있긴 하지만, 

갈비로 전국적 명성을 얻은 지역은 수원임이 틀림없다. 

바로 1945년에 문을 연 <화춘옥>이 시초라 할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고급 공무원들이 즐겨 찾으면서 

명성을 떨친 것. 그 후 이곳 주방을 맡은 사람, 지배인을 

맡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가게를 차렸고, 영동시장 

싸전거리는 갈비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서울 강남에 

들어선 갈빗집 역시 수원 갈빗집 출신들이 차렸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니 갈비의 역사는 수원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오랜 역사도 역사지만, 수원 갈비는 다른 지역의 갈비와 

차별화된 맛으로 1985년 고유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다. 

달짝지근한 간장 양념이 아니라 소금으로 밑간을 해 소고기 

본연의 맛을 살린 게 특징인데, 그 이유에서인지 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수원 갈빗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U.S. MEAT」는 한국 갈비 문화를 알아 보기 위해 

세 번째 여행지로 수원을 찾았다. 가장 먼저 경기음식

연구원 염상균 대표를 찾아 <화춘옥>에서 비롯된 수원 

갈비의 역사를 들었다. 그리고 1970년대 문을 열어 수원 3대 

갈빗집으로 꼽히는 <본수원갈비>에서 하루를 보내며 그 

맛의 비결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또 직접 찾은 수원에는 갈비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이른 아침

부터 저물녘까지 머물렀던 그곳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했다. 갈비를 시작으로 수원의 숨은 

멋까지 담아낸 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SPECIAL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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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갈비 

이야기 

과거에 소고기는 귀한 음식이었다. 수원이 
갈비로 이름을 알린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조선 후기 신도시(화성) 육성으로 장시의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는 안성의 장시가 활발하여 

안성맞춤이 활개를 쳤지만 안성장은 그 명성을 

수원에 하나씩 내주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

이 우시장이었다. 수원은 안성보다 서울과 훨씬 

가까우므로 우시장이 특히 발달할 수 있었다.

또 수원은 정조 시대 사도세자의 묘원에 오가기 

위해 새로 닦은 원행(園幸) 길과도 연결되었다. 

즉 서울에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삼남으로 

가는 지름길이 수원을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정조의 농업 생산력 증진을 위한 정책도 수원

의 발전과 우시장의 발달, 그리고 수원 갈비에 

영향을 미친다. 당시 정조는 신도시 육성 정책

으로 화성을 축성하고 화성을 지키는 군사들을 

위해 또 성을 수리할 때 쓸 비용을 충당하기 위

해 둔전(屯田)도 경영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에 

농사 지을 종자와 소를 나누어 주었는데, 당시 

소 한 마리 당 쌀 20말을 내고, 3년 안에 송아지 

한 마리를 갚는다는 약조였다. 이런 정책으로 

소의 두수는 점차 늘어났을 거고, 거래가 활발

해지면 우시장이 자연스레 형성되었다고 본다. 

수원 갈비의 시초는 <화춘옥>이라 들었다. 

그렇다. 수원 갈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늘 한 곳에 다다르게 된다. 다른 지역에선 한 

가지 음식을 놓고 서로 원조라 써놓고 혼동을 

일으키지만, 수원 갈비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화춘옥(華春屋)>이다. 

아니 <화춘옥>을 빼고는 수원 갈비를 논할 수 

없다. 

<화춘옥>이 탄생한 배경을 아는가?

그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귀성과 그의 형 이춘명이 수원 영동시장에 

<화춘제과점>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요즘도 

많이 먹는 부채과자 같은 양과자를 만들어 제법 

재미를 봤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

면서 밀가루, 설탕, 기름 등 재료가 부족해 위기

를 맞았다. 더군다나 형제가 한 가게에 매달리

다 보니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져갔고, 부득이

하게 흩어져 각자 먹고살 길을 찾았다. 형은 그

경기음식연구원 대표 염상균

왜 갈비 하면 수원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수원 갈비 

맛집을 탐방하기 전, 

수원 토박이에 경기음식연구원 

대표로 있는 염상균 씨를 먼저 

찾았다. 그는 수원 갈비의 

과거를 하나둘 꺼내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SPECIAL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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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냉장고에 넣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 봉인

했으며, 혹시라도 누군가가 바꿔치기 할까 싶

어 교대로 지키며 밤을 지샜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는 당일 예정 시간 즈음에는 손님들

을 먹는 대로 나가게 하는 등 보안 유지에 철저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

고 했단다. 그런데 공치기는 커녕 뉴스에 방송

된 뒤 문전성시를 이뤄, 오히려 홍보 효과가 커

졌다. 그때는 암소갈비가 주종을 이루어 전국

으로 암소를 사러 다니는 전문 구매자를 3명

이나 두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이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귀성 대표는 1950년대 말에 지병인 당뇨에 

시달렸다. 그래서 당시 수원시청 공무원이었던 

아들 이영근이 맡아서 운영했는데, 공무원 출신

답게 체계적이고 꼼꼼한 경영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손맛까지 더해져 금세 <화춘옥>을 정

상화시켰다. 그러다 1979년에 폐업했다. 이후 

2000년 즈음 3대인 이광문 씨가 다시 시작했

으나 BSE 파동으로 닫았다가 최근 다시 문을 열

었다. 

전통 수원 갈비의 특징은 무엇인가? 

<화춘옥> 갈비가 곧 수원 갈비라 할 수 있는데, 

특징은 양념을 할 때 간장으로 간을 맞추지 않고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이다. 갈비의 고소한 맛을 

담백하게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수원갈비

를 제대로 맛보려면 생갈비 보다는 양념 갈비를 

먹어야 한다. 또 이 집은 옛 방식에 따라 갈비를 

한 번 구운 다음 손님상에 내는 걸로 유명하다. 

큰 화덕에 숯불을 넓게 피우고 커다란 석쇠를 

대로 <화춘제과점>을 운영했고, 본래 과자 만드

는 기술이 뛰어났던 동생 이귀성은 <화춘옥>을 차

려 독립한 거다. 이때가 1945년 10월이나 11월

경이라고 가족들은 증언한다. ‘화성’에서 ‘화’자

를 따오고, 이춘명에서 ‘춘’자를 취해 화춘제과라

고 했던 전통을 그대로 살려 음식점을 열었다.

<화춘옥>이 있던 자리는 어디인가?

처음 문을 연 곳은 영동시장 싸전거리였는데, 

당시 영동시장은 전국의 쌀이 몰려들어 싸전

거리(쌀시장)로 불렸다. 그때만 해도 업장명은 

<미전옥(米廛屋)>이었다. 2년 후 1947년 저자

거리 모퉁이에 목조 2층 건물로 옮겼는데, 이때 

<화춘옥>이라고 간판도 새로 내걸었다. 시장 

골목은 갈비 굽는 냄새로 진동했고, 서울 등지

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런

데 1953년 1월 영동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해 

복구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 이귀성 대표는 

1954년에 팔달로3가 27-1번지에 80평짜리 

목조건물을 신축해 다시 자리를 옮겼다. 

소고기의 많은 부위 중 하필 갈비를 택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화춘옥>이 처음부터 갈비를 주 메뉴로 삼지 

않았다. 초기에는 갈비를 비롯해 해장국과 설렁

탕, 육개장, 비빔밥, 냉면을 파는 보통의 식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음식 맛이 좋고 인심이 후해 

장사는 그런대로 잘되었다고 한다. 이귀성 대표

에게 과자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음식 솜씨도 

좋다고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고 전해진다. 

해장국에 소갈비를 듬뿍 넣어 끓여낸 맛은 좋았

으나, 넉넉히 주다 보니 큰돈을 벌지 못했다. 그

래서 갈비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무쳐서 재운 

다음 숯불에 굽는 ‘양념갈비’를 별도 메뉴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수원 갈비의 원조가 되었다. 

그 갈비 메뉴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가?

우선 지리적인 이유가 크다. 수원은 예부터 한양

으로 들어가는 물산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었다. 

일제시대부터 5일장이 열리는 수원장날이 되면 

각지에서 소장수와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또 

사냥꾼들이 서울에서 통금이 풀리는 4시30분 

경에 출발하면 수원에 5시 30분쯤에 도착하고 

<화춘옥>에서 해장국을 먹고는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들러 갈비를 먹고 서울로 오는 

것이 당시 사냥꾼들의 코스였다고 한다.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명성을 떨쳤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 

거리였던 당시, 9시 라디오 뉴스를 타고 <화춘옥>

의 갈비 저녁상이 그대로 보도된 적이 있다. 이

후 사람들은 일부러 수원을 방문해 식당을 찾곤 

했다. 또 각지의 유명 인사들이 자주 들락거리

는 명소로 거듭났다. 

박정희 대통령의 단골집이었다던데..

그렇다. 대통령이 되기 전 소장 시절부터 사냥

을 다니면서 <화춘옥>을 즐겨 찾았다. 군사

정변에 성공한 다음 지방 순시를 마치고 서울

로 올라오다가 자동차를 돌려 <화춘옥> 갈비를 

먹고 갔다는 일화도 있다. 이후 대통령이 된 다음

에는 도청에 올 때마다 들렀다. 그럴 때면 <화춘

옥>은 그야말로 비상이었다. 중앙정보부 사람

들이 하루 전에 미리 와서 갈비에 양념하는 것

수원은 예부터 한양으로 들어가는 

물산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었다. 

일제시대부터 5일장이 열리는 수원 장날이 

되면 각지에서 소장수와 농민들이 모여 

들었다. 또 사냥꾼들이 서울에서 통금이 

풀리는 4시 30분경에 출발하면 수원에 5시 

30분쯤에 도착해 <화춘옥>에서 해장국을 

먹고는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들러 갈비를 먹고 서울로 오는 것이 당시 

코스였다고 한다. 

1  1981년 갈비촌을 이룬 수원 거리 풍경

2  일제강점기 수원 우시장의 모습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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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을 적게 넣는 것도 다음 해 봄까지 김치가 

무르지 않는 비결이다. 된장도 남도에 비해 저

염으로 담갔으며, 깊은 맛을 내는 간장은 약으

로 사용할 정도로 귀한 존재였다. 김치나 장을 

담그는 항아리도 경기의 것은 어깨가 넓고 퉁

퉁한 남도 항아리에 비해 홀쭉하리만큼 날씬했

는데, 남도에 비해 경기 지방의 평균 온도가 낮

아서 였다. 

마지막으로 수원의 멋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수원의 매력은 단연코 화성이다. 그 가치에 비해 

아직도 저평가된 점이 아쉽기만 하다. 완벽한 

기록이 남아 있고, 조선의 문화 전성기가 오롯이 

담긴 문화유산이다. 음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데, 강한 양념, 매운 양념이 판치는 오늘날 간이 

슴슴한 경기 음식이야말로 웰빙 시대에 적합한 

대안이다. 

촌이었다. 이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수원 

개발로 지금은 동서남북 골고루 갈빗집이 분포

해 있다.

지금까지 영업 중인 수원 갈빗집 가운데 가
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은 어디인가?

<본수원>, <삼부자갈비>, <신라갈비> 등이 

있는데, 모두 1980년대 초반에 문을 열었다. 

<삼부자갈비>는 <화춘옥>에서 2년간 근무한 

김수경 씨가 축적된 노하우로 문을 연 곳이다. 

현재 증축을 위해 잠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1985년 4월 수원 갈비가 고유향토음식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고기를 이용한 수원 지역
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나?

사실 갈비 외에 다른 소고기 음식 문화가 거의 

없다. 아쉬운 부분이다.

개성이 강한 전라도의 음식 문화에 비해 
경기도 음식 문화의 특징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어떤 특징이 있나? 

남도의 음식 맛은 짜고 매운 등 강할 수밖에 없

었다. 높은 온도와 습도를 이겨내고 냉장 시설이 

없던 시대에 저장성을 키우기 위한 필수 선택이

었다. 한편 경기도 음식은 양념보다 원재료의 맛

을 살리는 것이 기본이다. 맛이 강하지 않으면

서 심심할 정도의 염도로 음식을 만드는데 이를 

경기 말로 ‘슴슴하다’라고 표현한다. 김치도 멸

치젓이나 액젓을 사용하기보다 새우젓을 넣어 

담그는데 그 양이 많지 않아 시간이 오래가도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한 맛을 낸다. 김장김치에 

얹은 다음 주문에 따라 초벌구이를 한 후 가져

다주므로 취향에 따라 그냥 먹어도 되고 상에서 

더 구워 먹어도 된다. 돈보다 정직, 박리다매가 3

대에 걸친 경영 이념이라 할 수 있는데, 참숯만을 

고집하는 것도 손님에 대한 배려다. 지금도 사장

인 이광문이 직접 파, 마늘, 배, 참기름, 후춧가루 

등으로 갈비 양념을 한다. 중국 베이징과 충남 

천안에도 분점이 있어 사장이 베이징과 수원, 

천안을 오가며 양념을 하느라 양 손바닥에 습진이 

생겨 꺼풀이 벗겨져 있다. 돈을 좇아 하는 일이 

아니고 좋은 갈비 맛을 널리 알리려는 사명감으

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수원 갈비의 참맛을 보려면 한우와 수입육
의 구분이 중요할까?

개인적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우가 더 맛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격이 비싸

다. 수원 갈비를 판매하는 갈빗집은 수입육 구매 

능력이 뛰어나 미국산 갈비 등 질 좋은 갈비를 

들여오고 있다. 

오늘날 수원 갈비를 즐기는 양태는 어떤가?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동네에서만 활발하던 

갈빗집들이 이제는 수원 도처에 퍼져 있어 오히

려 활성화된 느낌이다. <가보정>을 필두로 점심

에 한해 갈비정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한정식에 갈비구이가 올라와 가성비가 좋다. 

물론 집집마다 반찬에는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갈빗집이 어디에 밀집해 있었나?

<화춘옥>이 있던 싸전거리가 이른바 갈비구이

<화춘옥>이 있던 

싸전거리가 이른바 

갈비구이촌이었다. 

이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수원 

개발로 지금은 

동서남북 골고루 

갈빗집이 분포해 있다.

1  1979년 갈빗집이 모여 있던 영동 시가지 전경

4  <가보정>의 생갈비구이

2  오늘날의 수원 화성

3  3대 수원 갈빗집이라 불리는 <가보정> 외관

1

2

3

4

사진제공: 수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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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갈비의 원조, <화춘옥> 명성에 기대어 

1970년대 후반부터 갈빗집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다. 오랜 세월 속에 문을 닫은 곳들도 

많지만, 지금까지 건재함을 과시하는 

업장도 있다. 화려했던 옛 명성만큼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면 섣부른 판단이다. 

직접 찾은 수원 갈빗집들은 누구네 할 것 없이 

문전성시다. 오늘날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소갈비구이라지만, 그럼에도 갈비구이를 

먹으러 수원까지 발길하는 이유는 분명 있어 

보인다. 그래서 「U.S. MEAT」 매거진은 3대 

수원 갈빗집으로 꼽히는 <본수원>을 

찾아 하루를 함께했다. 

본수원
에서의 

하루

11시 30분에 문을 여는 <본수원>에 3시간 

일찍 찾았다. 일행은 지하로 안내받았고, 어디

선가 절단기 돌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 나

온다. <본수원>의 시계는 아침 8시 30분부터 

갈비 작업장에서 가장 먼저 돌아간다. 1998년

부터 20년간 이곳에서 일했다는 한창훈 실장을 

필두로 직원들은 7~8kg 무게의 갈비를 절단기

에 밀어 넣고, 반으로 자르는 작업을 한창 하던 

중. 숙련된 손놀림 덕에 작업대에는 금세 갈빗대

가 수북하게 쌓인다. 울퉁불퉁한 끝 부분을 잘라 

따로 담아두는데, 여기에 잘려 나온 것은 갈비

탕에 사용할 고기들이다. 

한 시간가량 절단 작업을 한 뒤 바닥 청소를 하며 

다음 작업을 위한 재정비를 한다. 직원들은 잠시 

쉬었다 다시 작업장으로 모여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간다. 포 뜨는 작업을 시작할 참이다. 갈

빗대에 붙은 도톰한 살을 돌려가면서 펴는 작

업인데, 한창훈 실장은 살이 끊어지지 않으면

서 지방을 떼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

한다. 따라서 갈빗대에 약간의 지방이 붙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3~4번 돌려가며 저미

는데도 살은 여전히 도톰하다. 미국산 초이스 

등급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갈

빗대도 큼직한 데다 살도 두둑하게 붙어 있어 

손님에게 푸짐하게 낼 수 있어서다. “미국산을 

쓰는 이유에는 맛도 있지만, 작업하기에도 

편해요. 급냉동해 진공 포장해서 들여오니, 보관

하기도 작업하기도 편하거든요.” 실장은 기계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갈비를 

계속 저며간다. 

몇 번의 칼질이 닿더니 뽀얀 뼈에 감춰졌던 

선홍빛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20년 넘게 

매일같이 소갈비를 보고 만져온 실장은 이젠 

눈으로도 맛이 보인단다. 갓 포를 뜬 것 중에 

진짜 맛있을 거라며 하나를 들어 보여주는데, 

선홍빛에 하얀 마블링이 눈꽃처럼 뿌려져 있다. 

큰 대야에 갈비를 펴서 쭉 깐 다음, 참기름, 특제 소금, 다진 마늘 순으로 

뿌려준다. 참기름을 넣으면 고소한 맛이 배가되고, 소금으로 양념을 하면 2~3일 

숙성해도 손님 상에 오를 때까지 육질과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SPECIAL  2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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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이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식감이 

좋다고 설명한다. 다듬어진 갈비를 보니 수원 

갈비가 왜 ‘왕갈비’라 불렸는지 짐작이 갔다. 

옛 <화춘옥>에서는 갈비를 자르지 않고 냈는데, 

그 뼈 길이가 17cm나 되었다고. 이곳 갈비 역시 

갈빗대 하나가 불판을 꽉 채울 만큼 꽤 큰 크기

를 자랑한다. 

옆에 서서 가만 보니 포 뜬 갈비를 어떤 것은 

트레이에, 어떤 것은 도마에, 분류해 쌓는다. 

이유를 물으니 양념갈비에 사용할 고기와 생

갈비로 낼 고기를 구분하는 건데, 살이 도톰하게 

붙은 앞쪽 갈빗대는 생갈비로 내고, 지방이 많은 

뒤쪽 갈빗대는 양념에 재운다. 소 한 마리에서 

좌우 13대씩 총 26대의 갈비를 얻을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점이 적다. 1~5번 갈빗대

는 본갈빗살이 붙은 부위로, 살점이 두툼하지

만 마블링이 적어 보통 찜이나 탕에 사용한다. 

꽃갈빗살이 붙은 6~8번 갈빗대는 육색이 좋고, 

마블링과 살점이 많아 구이 용도로 많이 쓴다. 

워낙 때깔이 좋아 양념보다는 생갈비로 낸다고 

한다. 참갈빗살이라 부르는 9~13번 부위는 살

점이 적고 지방이 많다. <본수원>에서는 7~9

번 갈빗대를 사용하는데, 7~8번 갈빗대는 생

갈비용으로, 8~9번 갈빗대는 양념갈비 용으로 

사용한다.

포 뜬 갈비가 어느 정도 쌓이면, 한편에서는 양념 

재우는 작업을 시작한다. 사실 수원 갈비의 참맛

은 바로 양념갈비에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간장

으로 양념하는 데 반해 수원에서는 소금으로 

밑간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 <본수원>도 그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소금 밑간이라고 해도 수원 갈빗집마다 다른 

방식을 고수하는데, 이곳에서는 설탕, 소금, 후춧

가루, 깨를 배합해 사용한다. 큰 대야에 갈비를 

펴서 쭉 깐 다음, 참기름, 특제 소금, 다진 마늘 

순으로 뿌려준다. 참기름을 넣으면 고소한 맛이 

배가되고, 소금으로 양념을 하면 2~3일 숙성해

도 육질과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한 

차례 양념을 한 다음 그 위에 다시 갈비를 펴

서 올린다. 거기에 또 양념을 순서대로 뿌리고 

고기 올리기를 반복하면서 수북이 쌓아간다. 

이렇게 한 대야 가득 양념에 재운 갈비를 영하 

3~4℃ 숙성실로 옮긴다. 그리고 3~4일간 숙

성한 후 다시 돌돌 말아 손님 상에 올린다. 

간장이 아닌 소금과 설탕으로 양념한 갈비는 

어떤 맛일까. 보통 달짝지근한 맛 때문에 몇 점 

먹다 보면 질리곤 하는데, 이곳 갈비는 오히려 

담백하고 고소한 맛에 계속 먹게 됐다. 소고기 

본연의 고소함이 느껴질 정도로 최소한의 간만 

해서다. 소고기란 본디 양념보다는 생고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도 수원에서만큼은 양념

갈비 매력에 푹 빠질 만해 보였다. 실장 말에 

따르면 실제로 손님 중 대다수가 양념갈비를 

주문한다고. “작업한 갈비 중 70% 정도는 양념에 

재워요. 생갈비를 찾는 사람이 예전보다 늘긴 

했지만, 아직 양념갈비 인기를 따라잡지 못하죠.” 

지하 작업장에서 한창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홀도 어느새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다. 11시 

30분, 오픈 전부터 기다리던 손님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2층 규모의 <본수원>는 금세 사람들

로 가득 차 고기 냄새가 앞마당까지 진동한다. 

그리고 번호표를 든 손님들로 가게 앞은 그야

말로 문전성시. 언제 어디서든 갈비구이를 먹을 

수 있는 요즘 같은 때 ‘수원 갈비의 옛 명성이 

건재할까’라는 의심은 기우였다.

수원 갈비를 맛보려면 양념갈비를 꼭 주문해야 

한다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간장으로 양념장을 만드는 

데 반해 수원에서는 소금으로 밑간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 <본수원>도 그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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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의 힘

<화춘옥>의 전국적 명성에 힘입어 수원 영동

시장에 이른바 갈비촌이 형성된 때가 있다. 

1973년에 오픈한 <본수원>도 그중 하나다. 

민정준 대표는 그해 낳은 큰딸의 이름을 따 

<희정갈비>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시작했

다. 당시는 5개 테이블이 전부인 소박한 시장 

밥집 모습이었다. 이후 영통구에서 잠시 장사

를 하다 1988년 현재 <본수원>의 주차장 자리

로 옮겨왔다. 그리고 2001년 7백석 규모의 2

층 건물을 지어 지금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 

현재 식당이 위치한 곳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우만동(牛漫洞)은 ‘소가 가득 찬 동네’라는 뜻

으로 그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살던 최씨와 임씨 등이 소를 많

이 먹여 키워 붙은 이름이라는 설과 화홍문 일

대의 우시장으로 가기 위해 모인 소들이 하룻밤 

쉬어 가던 곳이라 하여 그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그것. 어떤 것이든 소에 얽힌 이름의 동네가 있

을 만큼 수원은 예부터 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많아 보인다. 

세 번의 이전을 하고, 세월이 켜켜이 쌓이면서 

<본수원>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곳은 한우

와 미국산을 모두 판매하는 대부분의 갈빗집과 

달리 미국산만을 메뉴에 올린다. 그 이유가 궁

금해 민정준 대표에게 물으니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란다. 오픈 당시에는 미국산과 한우를 

모두 사용했는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던 시절 

어떤 소고기를 내놓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

분을 못했다고. 한 번은 광우병 파동으로 한우만 

내던 적이 있었는데, 단골손님들이 ‘이 집 갈비’

를 달라며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다고 한다. 그

도 그럴 것이 구워낸 갈빗살 한 점을 입에 넣어

보면 두툼한 육질과 촉촉한 육즙이 기분 좋게 

혀를 감싸는데, 스테이크 부럽지 않은 맛이다. 

또 폭신폭신하게 씹히는 식감이 여느 갈빗집의 

고기와는 다르다.

처음엔 한우가 최고라는 인식 때문에 미국산만 

사용할 엄두를 쉬이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란

다. 큰 결심을 하고 미국산만 고집한 지 16년. 

쌓여간 세월만큼 이곳 맛에 반한 고객층도 두터

워졌는데, 주말이면 적게는 2천명, 많게는 2천

5백명에 이른다고. “사실 한우라고 다 좋은 것

도 아니에요. 얼마나 정직한 생산자의 품질 좋

은 고기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요.” 대표는 미국

산을 사용한 이후 쭉 초이스 등급만을 고집해오

고 있다. 또 민정준 대표의 남편이 고기 손질부

터 양념 배합까지 도맡아하며, <본수원>만의 

사실 한우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정직한 

생산자의 품질 좋은 고기를 

사용하는 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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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을 찾는 데 집중했던 시간도 있었다. 일정한 품

질의 고기를 내는 덕에 단골손님이 끊기는 법이 

없다. 특제 소금이 맛의 비결이냐고 물으니, 사

실 그렇지도 않단다. 좋은 품질의 고기를 사용

하면 과한 양념할 필요 없이, 최소한의 양념으

로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 

그래서 양념에 사용하는 재료도 허투루 쓰지 않

는다. 소금은 신안에서 5백포, 1천포씩 들여와 

간수를 뺀 천일염을 쓴다. 참기름도 방앗간에

서 직접 짠 것을 사용하고 연육제나 과일즙도 

일절 넣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이곳 양념갈비

는 소고기에 약간의 소금을 뿌리듯 감칠맛을 더

하는 정도가 전부라 할 수 있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맛을 찾았지만, 

40년 넘게 변함없이 고수해온 것들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물김치다. 이곳 갈비 맛을 살리는 역할

을 톡톡히 한다. “갈비에는 칼칼한 음식이 제격

이에요. 기름진 맛을 잡아주는 데 물김치만 한 

게 없거든요. 갈비와 좋은 궁합을 이루죠.” 손

님 상에 오르는 걸 보니 국수를 말아 먹어도 될 

만큼 푸짐한 양을 자랑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제천 고추를 1만 관 정도 들여와 

직원들이 직접 꼭지를 따서 말려 만드는데, 그

래서인지 물김치 빛깔도 좋다. 이뿐만 아니다. 

대표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밑반찬 하나하나

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직접 발품 팔아 장을 

본다. 밀양에 가서 얼음골 사과를 공수해오고 

고구마 맛탕을 낼 때면 문경에 가서 질 좋은 고

구마만 골라 사온다. 채소는 새벽 5시에 가락

시장을 찾아 직접 선별해 주방에 들여놓는다. 

이곳 앞마당 곳곳에 놓인 장독도 그저 장식이 

아니다. 장독 근처로 가면 구수한 냄새가 진동

하는데, 바로 대표와 직원들이 직접 담근 재래

식 된장이다. 직원들도 대표의 부지런함과 신

선한 식재료 덕에 손님들이 한결같이 찾아준

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민정준 대표 역시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가정에

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손님에게 내는 거라고.

<본수원>을 열 당시 태어난 큰딸은 어느새 44

세가 되었고, 이곳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 지

금은 두 딸이 민정준 대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 대표 자신은 이제 뒷바라지 정도

만 해주고, 사실 두 딸이 이끄는 거나 다름없다

고 말한다. “요식업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의 아이디어와 지혜가 필요

한 일이에요. 그래서 두 딸에게도 요식업에 필요

한 공부를 시켰죠.” 대표는 <본수원>의 가업을 

잇기 위해 한 명은 인테리어를, 한 명은 호텔경영

을 전공하도록 했다. 지금의 건물을 지어 이전하

는 데도 두 딸의 공이 컸다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친인척과 함께 꾸려갔다. <본수원>은 

경기도에만 6개의 체인점이 있는데, 모두 친인

척이 운영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체인점을 내주지 않아요. 

간판만 내준다고 끝이 아니에요. 잘못하다 그간 

일구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10년간 노하우를 배운 사람이 아니면 절대 가게

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 나름의 철칙이다.

신선한 재료, 보이지 않는 정성이 <본수원>의 

명성을 지켜온 거나 다름없어 보인다.

요식업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모든 세대의 

아이디어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A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41
T 031-211-8434

본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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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갈비 
로드

01 
훈장골
대부분의 갈빗집이 기계로 칼집을 내 갈비를 손질하지만 
<훈장골>은 갈비 가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공장에서 전문가들이 전통 방식 그대로 손칼집을 
낸 갈비만을 고수한다. 생갈비는 미국산 최상급 갈비만을 
사용하며 하루에 80인분만 한정 판매하고 양념갈비는 끓이
지 않은 생간장에 다양한 한약재를 더한 기본 양념을 사용
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해 넉넉한 좌석과 
별실,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모임
이나 행사를 하기에도 좋다.

A 경기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46
T 031-296-7855

02 
부용지
‘풍류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연못과 소나무로 
정갈하게 꾸민 정원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대표 
메뉴인 양념갈비는 수원 갈비의 전통 방식을 따른 소금 양념
과 간장 양념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숯을 제공하고 제연 
장치를 테이블 하단에 설치해 연기나 냄새 걱정 없이 숯 향이 
은은하게 밴 고기를 즐길 수 있다. 오리 백숙과 오리초벌구이 
등 갈비 못지않게 오리 요리로도 유명하다.

A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49
T 031-298-5291

03 
가보정
1992년 16개의 테이블로 시작해 지금은 5층짜리 건물 
세 채가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모여 있는 수원 최대 규모의 
갈비 전문점이다. 고기를 얇게 손질해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 수원 갈비의 전통 방법 그대로 소금과 설탕
으로만 기본 양념을 한 후 파인애플, 로즈메리, 화이트 와인, 
마늘 등을 섞어 만든 소스에 숙성시킨 양념갈비가 인기 있다. 
한정식 못지않은 다채로운 반찬으로도 유명한데 멸치액젓에 
삭힌 게를 주문과 동시에 무쳐 내는 양념게장과 전을 부치는 
담당 요리사가 따로 있는 단호박전 등의 반찬을 만든 지 한 
시간 이내의 것만 손님상에 내놓는다. 삼겹살처럼 저렴한 
가격에 수원 갈비를 즐길 수 있는 콘셉트의 신규 브랜드 
<가보정, 두 번째 이야기>를 론칭해 수원 갈비의 대중화에
도 앞장서고 있다.

A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82
T 1600-3883

04 
신라갈비
1985년 문을 연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산지에서 통째로 공수해온 갈빗대를 주방에서 
하나하나 직접 자르고 손질해 사용한다. 간수를 뺀 소금을 
볶아 만든 전통 소금 양념을 곁들인 한우 생갈비가 대표 
메뉴로 간장 양념의 자극적인 맛과 달리 고기의 풍미를 한층 
살리면서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갈비
와 함께 제공하는 신선한 채소 샐러드와 다양한 밑반찬은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고기의 묵직함을 단번에 잡아준다. 점심에
는 갈비와 식사 메뉴를 함께 제공하는 점심특선 메뉴로 합리
적인 가격에 갈비를 즐길 수 있다.

A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8
T 031-212-2354

05 
수원갈비스토리
도축 후 10일 숙성된 소갈비를 사용해 커다란 크기와 푸짐
한 양이 특징인 수원 갈비 원조의 맛을 재현한다. 소금, 설
탕, 후춧가루, 참기름 등으로 만드는 옛날 방식의 양념은 담
백하고 깔끔한 맛을 내며 레시피를 표준화해 언제나 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수원 갈비의 원조인 <화춘옥>이 
초벌구이한 갈비를 손님상에 냈던 방식을 따라 업장 입구에 
화덕을 설치하고 오대산 참숯에 초벌구이한 갈비를 재공해 
취향에 따라 그대로 먹거나 불판에서 좀 더 익힌 후 먹을 수 
있다. 약 20cm의 왕갈빗대가 통째로 들어가는 ‘왕갈비탕’
도 인기 있다. 

A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01번길 20
T 031-252-2798

06 
천지연
‘자연을 통째로 먹다’라는 콘셉트 아래 신선한 고기와 식재료
를 사용한 음식을 선보인다. 양념 구이가 대표 메뉴인데 특제 
양념은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맛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갈비는 양념 맛이 가장 잘 배어들 무렵인 3~5일 정도 숙성 
후 내놓고 훈증 방식으로 참숯에 굽는 것이 포인트이다. 당일 
끓여 한정 판매하는 갈비탕 또한 인기 메뉴이며 완자전, 가지
튀김, 잡채, 간장소스 샐러드 등 10여 가지의 한정식 찬은 당일 
소진이 가능한 분량으로 매일 만들어 낸다. 

A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 72-8
T 031-898-7773

수원시청

팔달산

광교 호수 공원

서호 공원

나혜석거리

수원화성

SPECIAL  MEaT roaD

01

06

02

05

수원의 수많은 갈비 

전문점들 중에서도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곳이 

있다. 독특한 갈비 

손질법, 특별한 양념과 

조리법까지 저마다 

개성을 살린 수원의 

대표급 갈비 전문점들을 

소개한다.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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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동 공방거리

빛을 잃어가던 남창동 골목에 공예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칠보, 한지, 염색, 서각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가들이 점포를 열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진행하자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곧 공연과 축제가 

이어졌다. 수원의 인사동 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탈바꿈한 남창동의 공방거리. 섬세하고 아름다운 형형색색 

공예품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나혜석거리

국내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여권운동가 나혜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문화거리로 효원공원, 

야외 음악당, 극장과 문화의 전당 등을 연결하고 있다. 

양쪽으로는 음식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음식․문화의 

거리’로도 불리는 이곳. 이른 시간에도 부지런하게 

오가는 차와 사람들, 해가 저물면 활기차게 북적이는 

모습과 끊이질 않는 웃음소리가 진취적이고 열정적

이던 나혜석의 일생을 닮아 있다. 

3

2

행궁동 벽화마을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개발 규제가 엄격해지자 

시간이 멈춘 듯 쇠락해져간 행궁동. 예술가들과 시민단체, 주민이 뜻을 모아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세우자 골목이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규모는 

작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행궁동 벽화마을. 소담하게 자리한 

꽃과 나무,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진 담장에 시선을 빼앗겼다면 잠시 발걸

음을 멈추고 쉬어가도 좋다. 

1수원에서 
더 즐겨야 
할 
10가지

SPECIAL  10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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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삐네 손칼국수

오직 칼국수 하나만 파는 집이다. 원래는 

할머니가 운영하던 곳인데, 지금은 남매가 

노하우를 전수받아 손맛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줄을 서서 먹는 걸 보면 그 맛이 변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푸짐하게 

담겨 나온 칼국수 국물부터 한 숟가락 떠 먹

어 보는데 맛이 예사롭지 않다. 남해 멸치

와 표고버섯으로 맛을 낸 육수로, 진득하고 

개운한 맛이 차진 면발과 좋은 궁합을 이

룬다. 면은 24시간 숙성시킨 덕에 촉촉하

면서도 쫀득한 식감을 자랑한다. 김치는 두 

접시를 내는데, 하나는 매일 새벽 20포기씩 

담그는 겉절이고, 하나는 푹 익힌 김치니, 

입맛 따라 곁들여 먹으면 된다. 오후 3시까

지만 영업하니, 서둘러야 <까삐네 손칼국

수>의 진국을 맛볼 수 있다.

보영만두

1977년에 오픈해 20년을 자랑하는 만둣집이라는데, 세월의 흔적은커녕 오픈 키친에 

깔끔한 인테리어를 뽐낸다. 만두 맛집이라 하기엔 의심쩍을 만큼 여느 분식집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한 메뉴를 갖췄다. 그래도 대표 메뉴라는 찐만두를 시켜 한 입 베어 물었다. 

‘만두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금세 수그러든다. 만두소

에서 육즙이 촉촉하게 흘러나오는데 꼭 샤오룽바오를 먹는 듯했다. 젓가락으로 만두를 

반으로 가르니 육즙이 튄다. 보기에 두꺼워 보이던 만두피도 입안에선 그저 쫄깃쫄깃

한 식감만 느껴질 뿐. 가게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또다시 생각나는 맛이다. 

지동교 야시장 푸드트럭

해질 무렵 수원천을 따라 남문시장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온다. 영동

시장과 지동시장 사이, 지동교에서 열리는 

푸드트럭 야시장이다. 국내 최초로 ‘청년 창업 

푸드트럭 존’이 상설 도입된 이곳에는 매일 

15대의 푸드트럭이 모이고,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생과일 주스와 호떡, 

스파게티, 스테이크까지 다채로운 메뉴들이 

가득하다.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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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1시간 정도 달려 수원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화성이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이토록 멋스러운 풍경이 있었다니 새삼 놀란 

것도 사실이다. 정조대왕의 효심으로 축성된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멋스러움을 감상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열기구 ‘플라잉수원’을 타고 하늘에서 수원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가 하면, <슬리핑테이블>, <카페원모어> 

등 화성행궁 근처에 자리한 카페 테라스에서도 화성의 빼어난 뷰를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성곽길을 따라 걷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터. 해저물녘 걷기 시작해 화성의 4대문, 창룡문, 화홍문, 팔달문, 장안문을 걷다 보면, 화성의 백미 중 하나인 

‘방화수류정’, 성벽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전망대 ‘동북포루’,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을 찾을 때마다 들렀던 ‘행궁’ 등 명소

들을 만날 수 있다.

부티크 호텔

긴 여정이 끝나갈 무렵 떠오르는 것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수원 시내 곳곳에 

집과 같은 안락함에 저마다 특별함을 갖춘 부티크 

호텔들이 오픈했다. <가덴>은 예술과 호텔을 

결합해 내부의 갤러리에서 자체적인 전시와 공연

을 펼치고, 호텔 곳곳을 디자이너들의 작품으로 

채워 호텔 자체를 즐기는 문화 공간 역할도 한다. 

여행자의 필요와 취향을 고려해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구비한 <알렉스72>은 콘퍼런스룸과 

피트니스 센터 등 실용적 공간, 그리고 푸른 잔디로

뒤덮인 루프톱도 갖춰 수원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에 그만이다.

7

8

호텔 <알렉스72>

호텔 <알렉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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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거리

팔달구 정종로,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통닭골목임을 확신했다. 기름에 튀긴 

고소한 닭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용성통닭, 진미통닭 등 화려한 간판

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10여 개의 업장이 줄지어 자리해 있는데, 대부분 

문을 연 지 40년 이상 된 곳들. 여기서는 간장, 치즈 등 화려한 옷을 입은 요즘 

통닭이 아닌, 높은 온도의 가마솥에서 통째로 튀겨낸 옛날 프라이드 치킨을 

낸다. 500cc 생맥주가 더 어울리는 통닭 말이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냄새만 맡아도 맥주 한 잔이 절로 간절해질 터.

지동시장 순대곱창타운

시장을 찾는 일은 그 도시와 가장 빠르게 친해

지는 방법이다. 특히 수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원 팔달문 앞에만 9개의 시장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저마다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를 펼쳐 

보인다.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미나리

광시장, 못골종합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패션1

번가시장, 구천동공구시장, 남문로데오상가시장

이 그것으로 이를 한데 묶어 남문시장이라 칭한

다. 그 가운데서도 지동시장은 1백여 년 전 보부상

들의 활동무대였다고. 40여 곳의 순대, 곱창집

들이 한 지붕 아래서 이른바 타운을 이루고 있는

데, 갈비와 함께 수원의 대표 먹거리로 꼽힌다. 

‘지동시장 순대곱창타운’에 들어서면 사람 냄새 

풀풀 나는 풍경이 펼쳐진다. 여기저기서 호객 

행위를 벌이는가 하면, 평상에 앉아 순대에 소주 

한잔 곁들이는 손님들로 가득하다. 집마다 손맛

은 다를지언정 메뉴는 하나같이 똑같다. 바로 철

판순대곱창볶음. 철판에 순대, 곱창, 부추, 당면이 

푸짐하게 담겨 나오는데, 보글보글 끓여가면서 

먹으면 된다. 서울 신림동의 백순대와는 달리 

빨간 양념장이 군침 돌게 한다.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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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뉴욕, 미국

지금, 맨해튼 
최고의 핫 플레이스

2015년 5월,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휘트니 뮤지엄이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갱스부르 스트리트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원래 정육점이 

즐비하던 이 지역은 최근 첼시 마켓, 하이라인을 비롯한 뉴욕의 랜드마크와 

유명 디자이너들의 숍, 트렌디한 레스토랑, 부티크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맨해튼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건축가 렌초 피아노Renzo Piano는 딱딱한 

기존 미술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건물 한 면을 통유리로 설계해 허드슨 강이 

내려다보이는 뷰를 선사했다. 미술관만큼 주목받는 곳이 바로 1층에 있는 레스토랑 

<언타이틀드>. 셰이크쉑버거의 설립자이자 세계적인 레스토라터 

대니 메이어Danny Meyer가 운영하는 이곳은 2015년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에서 

아웃스탠딩 셰프로 뽑힌 마이클 앤서니Michael Anthony의 뒤를 이어 

수잔 캅스Suzanne Cupps가 맡고 있으며, 그녀는 뉴욕의 인기 레스토랑 

<그래머시 태번Gramercy Tavern>과 <안니사Annisa>에서의 경험을 살려 

섬세한 아메리칸 쿠킹을 보여주고 있다. 또 페이스트리 셰프 미로 우스코보빅

Miro Uscovovic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메리칸 클래식 디저트를 선보이는데,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종종 예상치 못한 요리를 준비하기도 

한다. 한편 미술관 8층에는 <스튜디오 카페Studio Cafe>가 있는데 샐러드, 

수프, 디저트 등 간편하고 빠른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허드슨강과 하이라인이 내려다보이는 야외 테라스가 일품. 

맨해튼 최고의 선셋 뷰를 자랑한다.

A 99 Gansevoort Street, NYC, USA
T +1-212-570-3670
H <언타이틀드> 런치 월~금요일 12:00~15:00, 브런치 토 ․ 일요일 11:00~15:30, 디너 17:30~22:00, 
    일~화요일 17:30-21:00 <스튜디오 카페> 런치 11:00~17:00, 스낵&드링크 11:00~17:00, 
    금 ․ 토요일 11:00~ 21:00, 화요일 휴무 
W untitledatthewhitney.com

ThE TrEnD

MUseUM
delicioUs

뮤지엄이 맛있어진다

뮤지엄이라는 공간이 주는 힘과 예술적 코드를 겸비한 뮤지엄 레스토

랑이 다이닝 신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극하고 있다. 단순히 관람을 하다 

지친 이들의 갈증과 허기를 달래주는 정도가 아니다. 뉴욕 모마의 레스

토랑 <더 모던>은 미쉐린 스타와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를 석권했고, 

최근 오픈한 브로드 뮤지엄의 <오티움>은 다이닝 신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무서운 신예들이다. 이쯤에서 지금 미국을 맛있게 달구고 있는 

뮤지엄 다이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앤다이닝」이 美각에 

味각을 더한 뮤지엄 레스토랑 최전선을 모았다.  

ⓒAndoni Epelde

Ⓒ DANIEL KRIGER

Ⓒ BEN RUSSELL

Ⓒ TIM SCHEN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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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L.P. 브리츠, J.D. 록펠러 2세 부인, C.J. 설리번 부인 
등 수집가 5명의 노력으로 개관한 ‘모마MOMA’는 명실공히 
뉴욕을 대표하는 미술관이다. 모네, 마티스, 피카소 등 
거장들의 작품을 무려 2만여 점 넘게 
소장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공간은 바로 레스토랑 <더 모던The Modern>. 
미국을 대표하는 외식 사업가 대니 메이어가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은 미쉐린 2스타, 뉴욕타임스 어워드,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를 모두 석권한 미술관 명성에 
못지않은 뉴욕의 대표 레스토랑이다. 헤드 셰프 
에이브럼 비셀Abram Bissel은 일반적이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이고 마스터 소믈리에 
마이클 엥겔만Michael Engelmann은 지역에 상관없이 
숨은 와인을 발굴해 훌륭한 마리아주를 완성한다. 창의적인 
페이스트리는 한국인 김지호 셰프의 작품. 레스토랑은 
두 섹션으로 나뉘어 있는데, 캐주얼한 ‘바 룸’에서는 
단품 요리를 편하게 맛볼 수 있고 스컬프처 가든이 보이는 
‘다이닝룸’에서는 본격적인 코스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더 모던>은 뉴욕의 어떤 곳보다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지만 놀랍게도 팁이 없다. 이는 지난 1월 ‘노팁 
문화’를 선언한 대니 메이어의 방침으로 요리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뉴욕 베이스의 건축 회사 벤텔 & 벤텔이 
설계한 조용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는 혼잡스러운 
미드타운 중심에서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The Modern 
The Museum of 
Modern Art
뉴욕, 미국

‘모마’에 못지않게 뉴욕을 대표하다

A 9 West 53rd Street, between 5th and 6th Avenue, NYC, USA 
T +1-212-333 -1220
H <바 룸> 월~수요일 11:30~21:30 목~토요일 11:30~22:30 
    일요일 11:30~15:00 
    <다이닝 룸> 런치 월~토요일 12:00~14:00 
    디너 월~수요일 17:00~21:30, 목~토요일 17:00~22:30 일요일 휴무 
W themodernnyc.com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해머 미술관은 
미국의 명문 대학 UCLA가 운영하는 곳이다. 
원래 1990년 옥시덴탈 석유회사의 회장이었던 
아르망 해머Armand Hammer 박사가 설립했는데 
개관한 지 3주 만에 그가 사망하자 폐관 위기에 처한 것을 
UCLA가 공동경영자로 참여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 
에드워드 라라비 반스Edward Larrabee Barnes가 
설계한 미술관은 아름다운 코트야드로 유명한데 
이 아늑한 공간에 카페 <아모AMMO>가 자리 잡고 있다. 
갤러리를 구경하다 점심을 먹거나 간단한 다과를 즐기기에 
제격인 이 레스토랑은 인근 농장에서 공급받는 유기농 
재료만 사용하는 건강한 요리를 추구하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 평일 점심에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수프 & 샐러드 메뉴와 오레키에테 파스타, 
셰프가 특별히 제작한 스페셜 터키 미트로프 등 
개성 있는 요리를, 주말에는 오후 5시까지 퀴노아, 연어, 
달걀을 주재료로 한 브런치 메뉴를 판매한다. 브라운 
라이스에 제철 채소와 할라페뇨, 오가닉 두부를 넣어 볶은 
알렉산더 브라운 라이스는 대표적인 인기 메뉴다. 
평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해피 아워는 
플랫 브레드나 미니 버거 등을 10달러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우스 와인과 맥주 
모두 5달러에 제공해 LA의 따사로운 햇살과 여유 속에서 
‘데이 드링킹’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테이크아웃, 딜리버리,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유연한 운영과 
유기농 식재료가 결합한

명민한 레스토랑 

로스앤젤레스, 미국

AMMO
Hammer Museum

A 10899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USA
T +1-310-443-7037 
H 11:30~19:30, 토 ․ 일요일 11:30~17:00, 월요일 휴무 
W hammer.ucla.edu/ammo

ⓒNathan Rawlinson

ⓒNathan Rawlinson

ⓒNathan Rawlinson Ⓒ ELON SCHOENHO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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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오픈과 동시에 LA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더 브로드 미술관. 

세계적인 아트 컬렉터 엘리 브로드Eli Broad 부부가 LA를 예술의 

도시로 각인시키고자 오픈한 곳이다. 앤디 워홀, 제프 쿤스, 재스퍼 존스, 

카라 워커 등 전 세계 유명한 컨템퍼러리 아티스트의 작품은 물론 

2천여 개에 달하는 그들의 컬렉션 작품을 선보인다. 미술관 바로 옆, 

레스토랑 <오티움>도 함께 오픈했는데, 미국 최고 레스토랑으로 손꼽히는 

<더 프렌치 런드리The French Laundry>에서 13년 경력을 쌓은 

셰프 티머시 홀링스워스Timothy Hollingsworth가 이끌어가고 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제임스 비어드 재단에서 올해의 라이징 스타 

셰프 상을 받은 만큼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셰프다. 베이컨·조개·

크렘 프레시 크림을 더한 부카티니, 건포도·아몬드·퀴노아를 곁들인 

케일 샐러드, 가지·오이·병아리콩을 넣은 팔라펠 등 컨템퍼러리 아메리칸 

퀴진을 선보이는데, 레스토랑 텃밭에서 기른 식재료와 로컬 재료들을 이용하여 

담백한 맛을 구현해내는 것이 특색. 업장명은 라틴어로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다’를 뜻하며 그와 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편안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지향한다. 인테리어 또한 우드, 그린 등 자연의 색깔을 반영해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외관에는 컨템퍼러리 미술관의 레스토랑임을 알 수 있도록 

데미언 허스트의 대형 사진을 벽화로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Otium
The Broad Museum
로스앤젤레스, 미국

라이징 스타 셰프의 
주목할 만한 
요리가 있는 곳 

Ⓒ SIERRA PRESCOTT

A 222 S Hope St, Los Angeles, CA, USA
T +1-213-935-8500 
H 브런치 토·일요일 11:00~14:30, 런치 화~금요일 11:30~14:30 
   스낵 화~일요일 14:30~17:30, 디너 17:30~22:00, 금 ․ 토요일 17:30~23:00, 월요일 휴무
W otiumla.com

Ⓒ IWAN BAAN

Ⓒ SIERRA PRESCOTT

Ⓒ MICHELLE PARK

Ⓒ MICHELL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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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 요리는 여러 의미로 
한국인에게 각별하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울리는 술 한잔은 무엇? 
전문가가 추천하는 주종별 베스트 페어링

우리 음식엔 역시 우리 술이 
제격이다. 양념 소갈비구이, 
그것도 불 맛을 입혀 구워낸 
소갈비라면 그에 걸맞은 막강한 
술이 어울리게 마련이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술은 바로 조영귀 
명인의 송화백일주. 송화가루, 
산수유, 오미자, 구기자 등 
다양한 재료의 복합미를 간직한 
술로 불 맛, 양념 맛이 어우러진 
갈비구이와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고기의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피니시의 저력이 
탁월하다.  

by 대동여주도 대표 이지민    

우리 음식엔 우리 술    
송화백일주

다양한 재료들이 오래 조리되어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이 
일품인 소갈비찜은 과실 향이 
풍부하고 텍스처가 부드러운 
와인과 좋은 매칭을 이룬다. 
도멘 드 캉브는 검붉은 과실, 
특히 조리된 과일에서 나오는 
진득한 풍미와 복합적인 향이 
인상적이고 벨벳같이 부드러운 
타닌이 있어 갈비찜과 훌륭한 
마리아주를 이룬다.    

by 다담 소믈리에 김진범, 
2017 한국 소믈리에 대회 
우승자      

도멘 드 깡브 2011
한식과 와인의 
마리아주  

갈비에는 시원한 라거 맥주가 제일 잘 
어울린다는 공식이 깨질 때도 됐다. 

홉을 듬뿍 넣은 옴니 폴로 마자린의 경우 
쌉싸름한 자몽 향과 열대 과일 향이 

생갈비의 감칠맛을 더 볻독아주고 특유의 
달콤함이 느껴지는 한국식 양념 갈비에는 

새콤한 맛이 매력적인 사워 에일이 
어울린다. 특히 ‘와인맥주’라는 애칭을 
가진 몽스 카페는 와인처럼 오크통에 

2년간 숙성해서 만드는 맥주로 체리류의 
새콤함과 몰트의 달콤함이 달짝지근한 

양념으로 숙성한 양념갈비의 맛을 
배가하고 사워 에일 특유의 신맛이 기름진 

입안을 깔끔히 정리해준다. 

by 윈비어 대표 석진영 

옴니 폴로 마자린 & 
몽스 카페  

라거 대신 에일 맥주 

생소갈비구이에 블루 아가베로 
만든 프리미엄 테킬라를 
곁들이면 색다른 조합을 느낄 수 
있다. 이때, 그냥 마시기보다는 
하이볼 글라스에 얼음을 가득 
채운 뒤 소주잔 한 잔 정도의 
테킬라를 넣고 나머지를 진저 
에일로 채운 뒤 마시면 갈비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고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유의 
파인애플과 후추 향이 있는 
테킬라는 짜고 자극적인 한국 
음식과 잘 어울린다는 사실.    

by 화이트바 대표 장동은 

테킬라를 칵테일로
실버 테킬라 호세 쿠엘보

일반적으로 숙성 기간이 10년 이하인 
위스키는 애피타이저 같은 가벼운 

음식과 페어링이 좋고 그 이상인 경우 
메인 요리에 잘 어울린다. 글렌피딕 

15년은 특유의 메이플 풍미가 달큰한 
양념으로 버무린 갈비구이와 잘 

어울리면서 적당히 우디한 아로마가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18년 이상의 고연산 위스키는 
가벼운 디저트와 어울리니 참고할 것. 

by 마이너스 오너 바텐더 임병진 

적당한 연산의 위스키
글렌피딕 15년   

A

pA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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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와 술, 최고의 페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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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야생에서 자라던 토종 쌀로 통일신라 때부터 

재배한 것으로 전해지나 일제강점기 이후 자취를 감췄다. 

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 전남 장흥의 한창본 농부가 일본

자연농법연구회에서 우리 토종 쌀인 적미 종자를 역으로 

가져와 2001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후 6년 만에

백화점, 프리미엄 마켓 중심으로 소량 유통했다. 낱알이 

붉은 적토미는 수확철이 되면 논이 붉게 물드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 외 「동의보감」에서 약재용 곡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녹토미, 흑색을 띠는 흑토미, 가바 찰현미, 

라이신현미 5종이 생산되고 있다. 야생의 특징을 지닌 

만큼 본래 병충해에 강하고 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데, 이는 농약이나 비료가 없는 자연의 척박한 

땅에서 자랐을 때의 특징으로 현재 우리 땅에는 되려 적합

하지 않아 재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생산량이 일반 

쌀 1/4에 불과하다.

What is it?

전남 장흥 용산면 일대에서만 소량 재배되고 있다. 

백자골 고대미 작목반에서 스물다섯 농가를 독려해 

재배법을 전수했지만, 지금은 세 농가만 생산하고 있다. 

키가 150cm까지 자라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지고, 

벼의 수염이 길어 도정할 때마다 기계에 끼는 등 어려

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벼가 충분히 익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 다른 쌀과 달리 11월 첫 서리가 내린 이

후에 수확한다.

Where to groW

고대미는 일반 쌀에 비해 딱딱하고 까슬까슬한 식감을 

지녔고 찰기가 많기 때문에 밥을 짓기 전 30분간 불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고대미를 불린 후 일반 백미와 3:7

에서 2:8 비율로 섞어 지으면 더욱 맛있는 밥을 즐길 수 

있다. 한창본 농부는 밀가루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100% 고대미 쌀국수, 고대미 식초, 고대미 홍차 등 가공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oW to eat

고대미는 일반 백미보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최대 2백여 배, 일반 현미보다 20~30배가량 많아 

노화 방지와 각종 질병 예방에 좋다. 특히 적토미는 

100g당 약 7145mg 폴리페놀을 함유화고 있어 

고대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한다.  

good for health

rice 
i 

am 
a

갈비와 어울리는 

요리 중 밥을 

따라갈 만한 게 있을까? 

여기 특별한 밥을 

만드는 특별한 ‘쌀’이 있다. 

바로 야생으로 태어나 

통일신라 때부터 

재배되다 일제강점기에  

자취를 감췄다가 

농부의 집념으로 

다시 태어난, 

오래된 새로운 쌀 

고대미다.

ThE FooD

갈비와 밥, 특별한 고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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