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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U.S. MEAT
안녕하세요. 어느덧 2017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고 계시는지요.     

항상 겨울이 되면 추워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아침 뉴스에서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이다, 

평년에 비해 얼마나 더 춥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또 그렇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올 한해는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의 성장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장에 진출과, 냉장육의 괄목할 만한 성장, 편의식 시장의 사용 

증가, 또한 판매 부위 확대 까지, 시장에서의 경쟁국의 육류를 대체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미국육류수출협회에서 

오랫동안 조리/외식업에 뜻을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처음으로 창업콘서트를 통해 실제 선배들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외식창업에 있어 육류가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도 외식업 쪽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지만, 외식업에서의 성공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공하는 분들이 그간 어떤 길을 걸어와서 지금의 성공에 이르렀는지를 들으면, 외식 

창업의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길 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 

쉬운 길은 없습니다만, 한국의 인구당 식당수가 미국에 비해 6배 이상이고, 식당 생존율이 

한자리 수 임을 감안한다면 그 어떤 업계보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보다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 저희 협회로서는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제품을 

홍보, 판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앞으로도 기회 

닿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 한국지사   양 지 혜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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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BEEF&PORK

맘마미아 냉파 요리 쿠킹 클래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11월 3일 CJ백설요리원에서 

인기 네이버 카페 ‘월급쟁이재테크’ 회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맘마미아 냉파 요리 쿠킹 클래스를 진

행했다. 냉파 요리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알뜰한 생활 

습관으로 화두가 된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할 수 있

는 실용적인 요리로 강지수 요리연구가가 미국산 소

고기 척아이롤과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실속 메뉴를 선보였다. 아울러 냉파 요리는 

쿡북으로 출간되기도 하여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식대첩 임성근 셰프의

I Like US Beef 쿠킹 클래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식대첩’ 우승자이자 ‘알토란’ 등 각종 매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국가 공인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의 I like US 

BEEF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다. 미국산 척아이롤을 이용

한 세 가지 불고기 요리를  총 3회에 걸쳐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서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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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U.S. MEAT 세미나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

째로 제주 지역 호텔, 레스토랑, 육류유통업

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제주 신

라호텔에서 2017년 10월 24일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레스토랑 메뉴 트렌

드 및 건조 숙성 소고기 소개와 다양한 미국

산 소고기 활용 상품화 시연을 진행했다.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미국육류수출협회는 9월14일부터 16일까

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

즈 산업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

서는 다양한 미국산 프리미엄 브랜드 소고

기와 돼지고기 가공품 특별 전시 공간을 운

영하고 시식 이벤트도 진행했다.  

청년 창업지원 사회공헌 활동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식품업계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25일에는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 제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푸드 

창업 멘토링인 ‘청년 푸드창업 콘서트, in JEJU’를 진행했다. 레스토랑 사업가 홍석천 씨가 멘토

로 참여해 레스토랑 창업 과정과 유명 맛집으로 성장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후에는 스모크 하

우스 인 제주, 아일랜드 키친, AB트럭 등 제주에서 운영되는 인기 푸드트럭 3곳과 함께하는 미

국 텍사스 스타일의 아메리칸 바비큐, 아메리칸 베이컨 에그 샌드위치, 소고기 큐브 스테이크 등 

부드러운 식감과 육즙이 풍부한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돼지고기 가공품을 재료로 활용한 

특색 있는 푸드트럭 메뉴 무료 시식을 진행했다.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

영상 제작

미국육류수출협회는 푸드 채널 그리드잇과 

다양한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다. ‘오늘 뭐먹지’, ‘쿠켓 

코리아’ 등 각 수백만 명의 구독 수를 확보한 

인기 채널에 업로드하여 미국산 돼지고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US BEEF AND PORK 와인앤버스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1년에 두 번 동대문 패션위크 기간에 개최

하는 와인&푸드 행사에 참가해 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로 만든 풀드 포크 바비큐, 소시지 메뉴와 

그릴 메뉴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존쿡델리미트

미국산 돼지고기 스페어립 & 
풀드 포크 프로모션

존쿡델리미트에서는 9월~12월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기

로 만든 미국식 바비큐 메뉴 시식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홈쇼핑 및 이커머스

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프로모션 

미국육류수출협회는 9월~11월 롯데홈쇼

핑, 현대홈쇼핑 및 옥션, 11번가, 쿠팡 등  

이커머스를 통해 다양한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COOKING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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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셰프와 함께

호호 소고기 쿠킹 클래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액티브 시니어 Active Senior’라 불

리는 50~60대 타깃의 미국산 소고기 쿠킹 클래스를 진행

했다. 각종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식 대

가 이연복 셰프가 50~60대를 위한 필수 영양소를 고려한 

미국산 소고기 요리를 선보였으며, 클래스를 통해 건강을 

위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미국산 소고기를 강

조했다. 해당 클래스는 시니어조선에 ‘나이 들수록 하루 

한 끼는 고기반찬’이라는 기사로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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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재미있는 메뉴와 서비스를 자랑하는 푸드트럭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큐브 스테이크, 갈비덮밥, 타코, 샌드위치, 소시지 등 고기 메뉴를 판매하

는 푸드트럭들이 특히 인기가 높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청년 일자리 창출 업종으로 각광

받고 있는 푸드트럭과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서 인기리에   

영업 중인 푸드트럭 22곳과 함께 ‘I Like Food Truck’ 프로모션을 펼쳤다. 이번 행사

는 8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됐다.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만든 메뉴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을 소개하고 소비자

가 특별한 메뉴를 더 맛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지난호에 1차 프로모션 참가 푸드트럭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맛깔스런 풍미와    

진한 육향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킨 2차 및 3차 프로모션 참가 푸드트럭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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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베이스에 골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먼저 시선

을 끄는 푸드트럭이다. 대표 메뉴인 ‘스테이크 세트’는 프라임급 소고기 스

테이크에 나시고랭 볶음밥, 버터에 구운 옥수수 등 다양한 가니시를 곁들

인 것. 마늘과 양파를 다져 기름에 볶은 후 레드 와인과 각종 소스를 넣어 

만든 특제 소스로 풍미를 더했다. @gold_steak_shrimp

골드스테이크앤쉬림프
익숙한 듯 이국적인

‘좋은 친구들’이라는 뜻의 업장명처럼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과 나누

고 싶어 하는 좋은 친구들이 모여 운영하는 푸드트럭이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6인치의 토르티야에 직화로 구운 고기와 신선한 채소, 토

마토 살사 소스를 올린 ‘스테이크 타코’. 직접 만든 불고기&갈비 양념

에 숙성시킨 프라임급 또는 초이스급의 척아이롤을 사용해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nice_chapco

NICE CHAP
좋은 친구들의 맛있는 음식

초이스급의 척아이롤을 사용한 ‘필리치즈스테

이크샌드위치’를 판매한다. 구운 고기와 채소를 

빵 사이에 넣고 치즈를 얹어 먹는 음식으로 미

국 필라델피아 지역 사람들이 즐겨 보통 ‘필리

치즈’라 불린다. 김진동 대표가 미국 생활 중 식

당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미국스러운 

샌드위치를 만들어 선보이며, 기호에 따라 수

제 BBQ 소스, HOT 소스 등을 고를 수 있다.  

@k_phillyandwings

PHILLY&WINGS
미국을 담은 샌드위치

가장 완벽한 스테이크를 선보이겠다는 다짐으로 프라임급 부채살

에 다양한 가니시를 더해 제대로 된 스테이크 한 접시를 낸다. 숙성

한 부채살을 자체 개발한 시즈닝으로 마리네이드한 후, 고온의 철판

에 통으로 굽는 것이 맛의 포인트. 겉은 크리스피하지만 속은 부드

럽고 진한 육즙이 풍부하다. 곁들인 가니시는 모두 국내산 식재료

를 사용하며 특히 해남에서 직접 공수한 마늘의 풍미가 일품이다. 

@foodtruck_imsteak

아임스테이크
진짜 스테이크 한 접시

모던 한식을 표방하는 푸드트럭. 한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며 꾸

준히 한식을 연구하고, 재해석해 만든 요리를 제공한다. 대표 메뉴는 ‘차돌

박이 스테이크’로 8가지 재료를 넣고 숙성시킨 간장 소스에 초이스급 차돌

박이를 구워낸 후, 영양부추와 각종 채소를 곁들여 먹는 요리다. 통새우와 

마늘을 넣어 볶은 매콤한 ‘갈릭 쉬림프 라이스’도 인기 있다. 

@bobusang_intruck

청년보부상
한식을 싣고 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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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여행 중 맛본 일본식 간장 양념인 타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

로운 스테이크 메뉴를 선보이는 박명화 대표. 한국식 갈비 양념 조리법을 

더해 짠맛을 보완한 타래에 토시살을 숙성시킨 것이 특징이다. 대표 메뉴

는 구운 토시살 스테이크에 유자 드레싱으로 맛을 낸 양배추 샐러드를 곁

들인 ‘토시살 버터구이’다. @toshiking0901

토시킹
한식과 일식의 만남

입안을 가득 채우는 큼직한 고기말이를 제공하는 푸드트럭. 얇게 썬 고기에 채소와 모차렐라 치즈를 

넣고 말아낸 후 김밥처럼 썬 ‘소고기 뒹굴뒹굴’뿐만 아니라 춘권피에 바나나를 말아 튀긴 ‘바나나 뒹

굴뒹굴’도 인기 있다.  @beef_roll_820

마리네말이
입안 가득 엄마의 정성

15년 경력의 요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일식 푸드트럭. 모든 음식에 직

접 만든 특제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생연어 지라시스시’, ‘

나고야 마제소바’ 등 다양한 일식을 맛볼 수 있다. 대표 메뉴인 ‘규카츠 

스튜’는 고온의 기름에 빠르게 튀겨내고, 직화로 한 번 더 구워낸 규카

츠에 17시간 동안 끓인 육수로 만든 비프 스튜를 곁들인 요리로 일식

과 양식의 퓨전을 느낄 수 있다. 

JAPANESE 붴
트럭에서 맛보는 일식

‘버거보다 더 나은’ 핫도그를 지향하며 수제 핫

도그를 선보인다. 수제 소시지를 사용하는 것

은 물론이고, 양파나 피클 등 곁들이는 재료에 

따라 사용하는 수제 소스도 달리 하는 것이 독

특하다. 가장 인기 있는 소스는 토마토 마요 소

스와 스파이시 소스. 생모차렐라와 체다 치즈

를 녹여 핫도그 위에 부어 내는 모습은 시각적 

즐거움도 준다.  

@foodtruck_rockyshotdog

록키스핫도그
버거보다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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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 속 키다리 아저씨를 닮

고 싶어 한 김도균 대표가 맛있는 음식부터 나

눠보려 시작했다는 푸드트럭. 한국인의 입맛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

는 메뉴를 구상했고, 신선한 식재료와 수제 소스

로 ‘삼겹살 꼬치’, ‘스팸 튀김’, ‘베이컨 주먹밥’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 @kidari_foodtruck

키다리푸드트럭
맛있는 행복을 주는 트럭

서울 최고의 푸드트럭을 지향하며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의 샌드위치

를 판매한다. 대표 메뉴 ‘필리치즈 스테이크’는 바게트 빵 사이에 소고

기와 양파, 치즈를 듬뿍 담아낸 것으로 묵직한 고기의 육즙을 감싸는 치

즈의 풍미가 일품. 특제 양념에 숙성한 돼지고기와 스리라차 소스, 고수

로 바게트 빵을 채워 현지의 맛을 재현한 ‘돼지고기 반미’도 인기 있다. 

@seoultruck

서울트럭
마성의 아메리칸 샌드위치

최구원 대표가 멕시코에서 배운 조리법으로 만든 오리지널 멕시칸 푸

드를 맛볼 수 있다. 직접 반죽하고 구운 옥수수 토르티야만을 사용하고, 

각종 소스도 손수 만든다. 토르티야에 삶은 돼지고기와 각종 소스, 채소

를 넣고 멕시칸 치즈를 더해 풍미를 살린 ‘돼지 치즈 브리또’가 대표 메

뉴이고, 평일에는 브리토와 타코, 퀘사디야에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 살

치살을 넣어 제공하기도 한다.  @tikitacokr

티키타코
입안 가득 멕시코의 맛

미국 ‘리츠칼튼 호텔’의 주방에서 함께 근무하며 사랑에 빠진 미국인 남

편과 한국인 부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아메리칸 바비큐를 콘셉트로, 

장시간 훈제해 진한 스모크 향이 매력적인 수제 소시지와 풀드 포크를 

판매한다. 여기에 빵, 코울슬로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바비큐 플래터’

가 이들의 시그너처 메뉴. 보통 여럿이서 먹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의 

메뉴로 인식하는 ‘바비큐 플래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 있어 이

곳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 blog.naver.com/jfreshtruck

JFRESHTRUCK
요리사 부부의 바비큐 트럭

양념 돼지갈비를 이용한 퓨전 한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으로 셰프가 직

접 만드는 특제 갈비 양념이 맛의 포인트다. ‘고추잡채’, ‘갈비구이’ 등 다

양한 메뉴를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갈비컵밥’. 달

콤한 갈비에 매콤한 스파이시 칠리 소스, 참나물을 더한 퓨전 덮밥 요리

로 푸짐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다. @gngngngngngn

그니트럭
컵에 담은 퓨전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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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스테이크로 
완성한 맛있는 14일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2017 

아메리칸 스테이크 위크’가 진행되었다. 

국내 유명 실력파 스테이크 하우스 8곳이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해 저마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선보인 자리다.

INTRO  MEAT EVENTS 3

‘아메리칸 스테이크 위크’는 국내 소비

자에게 아메리칸 스테이크의 풍미를 알

리고자 미국육류수출협회가 마련한 행

사다. 고급스러운 외식 메뉴로 즐겨 먹

는 프리미엄 스테이크에서부터 일상에

서 좀 더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까

지 다양한 스테이크 요리를 소개하고자 

2014년 이후 3년 만에 진행했다. 올해는 

<고담 2015>, <볼트 스테이크하우스>, 

<BLT 스테이크>, <스타쉐프 바이 후남

>, <스테키>, <오레노>, <2046 팬스테이

크>, <제로투나인> 등 총 8곳의 스테이

크 하우스가 참여했다. 미국산 소고기

의 우수한 풍미를 알리고자 개발한 미

국식 스테이크에 주류 페어링, 스페셜 

디저트 등 다양한 구성을 더한 ‘아메리

칸 스테이크 위크 메뉴’가 눈에 띈다. 

특히 스테이크 메뉴에서는 뼈가 있는 

부위를 활용해 고소하면서도 깊은 풍

미와 씹는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본인

BONE-IN 스테이크’가 눈길을 끌었다. 

T자 모양 뼈를 사이에 두고 안심과 등심

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포터하우스와 티

본 스테이크, 손도끼 모양의 큰 크기로 

인해 일명 ‘왕망치 스테이크’로 불리는 

토마호크 스테이크 등이 바로 그것이

다. 이외에도 수준급 스테이크 하우스

에서 최적의 상태로 건조 숙성해 농축

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는 물론이고 부채살, 살치살, 

토시살 등 구이로 선호하던 다양한 부

위들의 스테이크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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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 2018에서 빕구르

망으로 선정된 스테이크 하우스다. 미국 뉴욕

의 유명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사용하는 드라

이 에이징 장비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주 

메뉴는 14일 또는 28일간 드라이 에이징한 프

라임급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아메리칸 스테이

크. 미국 현지 스테이크 하우스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립아이 스테이크가 포함된 ‘웨트 에이지

드 셋’과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로 구성된 ‘드라

이 에이지드 셋’에 와인 페어링을 제공했다.

볼트 스테이크하우스

A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2길 22 2층
T 02-544-9235

신라호텔 출신 김후남 셰프가 5년간의 미

국 유학 생활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

로 차린 레스토랑이다. 식전 빵부터 디저

트까지 모두 업장에서 직접 만들며, 매 시

즌 새로운 스페셜 메뉴를 제공한다. 어느 

메뉴를 주문해도 만족스럽다는 것이 오랜 

단골들의 평. ‘안심 스테이크’, ‘뉴욕 컷 스

트립 스테이크’ 등의 행사 메뉴에 와인을 

페어링했고, ‘본인 립아이 스테이크’의 경

우 ‘볼레’ 와인 1병을 증정했다.

스타쉐프 바이 후남

A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34
T 02-425-6565

A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06길 25
T 02-568-8003

대구 동성로에 처음 오픈한 후로 지금은 예약하

지 않으면 방문하기조차 힘든 맛집으로 입소문

을 타고 있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퓨전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나 

가족 모임 장소로 인기가 좋다. 스테이크의 풍미

를 살리기 위해 셰프들이 직접 미국에서 선별해

온 프리미엄 소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채끝과 등심 스테이크에 햄 스테

이크를, 버터 라이스와 로제 스파게티에 포타벨

라 버섯과 트러플 오일을 곁들여 냈다.

고담 2015 강남점

‘수요미식회’에도 소개된 뉴욕 3대 스테이크 하우스 중 하나로, 아시아 지

역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오픈했다. 미국산 소고기 현지 총 

생산량의 상위 3%인 프라임급 소고기만을 사용한다. 자연 건조 숙성 과정

으로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즙을 품은 스테이크를 선보이는데 스테이

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린 스테이크 하우스로 명성

이 높다.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단품이나 시그너처 디너 세트 주문 시 정하

봉 소믈리에가 엄선한 레드 와인을 즐길 수 있었다.

BLT 스테이크

A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279,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2층
T 02-227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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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의 붐을 일으킨 정성구 셰프가 운영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이다. 셰프의 오랜 노하우로 기본에 충실한 스테이크를 

선보이며 다양한 연령대의 입맛을 만족시켜왔다. 아메리칸 스테이크 본

연의 맛을 위해 우수한 품질의 미국산 블랙 앵거스를 매장 내 숙성고에서 

직접 드라이 에이징하는 것이 특징. 해산물 요리 등 다양한 사이드 디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메뉴인 ‘아메리칸 립아이’와 ‘아

메리칸 토마호크’ 메뉴에 와인을 증정했다.

제로투나인

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46번길 19-3
T 031-702-6625

업계 최초로 팬스테이크를 시도한 캐주얼 스테

이크 전문점이다. 르 코르동 블루 출신 요리 전

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풍부한 육즙의 스테이크

와 가니시를 300℃로 가열된 팬에 담아내 시간

이 지나도 스테이크의 온기를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일간 숙성시킨 미국산 소고기 팬

스테이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본점의 경우 ‘아메리칸 스테이크 위크’ 세트 메

뉴를 구성해 음료와 맥주를 제공했고, 잠실점

은 ‘팬스테이크 슬라이스 컷’과 ‘프리미엄 큐브 

컷’에 음료를 곁들여 냈다.

2046 팬스테이크 
삼청본점/잠실점

A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4길 20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롯데백화점 지하 1층
T 070-4686-9198 / 02-2143-1774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입소문을 탄 뒤 최근 청

담동으로 이전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이다. 고기 

본연의 깊은 풍미와 육즙을 느낄 수 있는 ‘드라

이 에이징’과 고기의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 한 ‘

웨트 에이징’ 중 취향에 따른 메뉴 선택이 가능

하다. 주 메뉴는 매장 내부의 드라이 에이징 숙

성실에서 최상의 상태로 숙성시킨 프라임급 미

국산 소고기로 만든 정통 아메리칸 스테이크. 

갈비살이나 살치살 또는 부채살 스테이크가 포

함된 ‘세트 A’와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제공되

는 ‘세트 B’로 아메리칸 스테이크 위크 메뉴를 

구성하고 와인 1병을 함께 제공했다.

스테키

A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48길 43
T 02-544-0127

일본에서 ‘서서 먹는 정통 프렌치 레스토랑’ 콘셉트로 유명해진 후, 지난 2015년 이태

원에 상륙한 레스토랑이다. 미쉐린 레스토랑 출신 셰프들이 직접 요리하는 고급 프렌

치, 이탤리언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덕분에 네이버 예약 서비스 부문에서 

2016년 최다 예약상을 받았다. 신선한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해 만드는 한정 메뉴인 ‘토

마호크 스테이크’가 가장 인기 있는 메뉴. 행사 기간 동안 레드 와인 1병을 증정했으며, 

엘본 스테이크나 티본 스테이크 주문 시 스페셜 디저트를 맛볼 수 있었다.

오레노 이태원점/서초점

A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8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12
T 02-794-0055 / 02-53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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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놀랐다. 부산 하면 떠오르는 먹거리는 참 많지만, 의외로 뿌리

가 부산인 음식이 많지 않다. 이를테면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 돼지국

밥과 밀면은 이북 음식이 변형되어 지금의 형태로 발전한 것인가 하

면, 아귀찜도 부산의 명물이라지만 마산이 시초다. 또 광안리에서 꼭 

맛봐야 한다는 언양 불고기도 원래는 울산 언양읍의 것이다. 냉채족

발은 어떤가. 장충동에서 유래한 족발이 부산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별미로 거듭난 것. 이처럼 다양한 지역의 음식이 

한 데 잘 버무려진 맛, 이게 바로 부산의 맛이다.

여기에는 부산의 지난 역사가 큰 영향을 끼쳤다. 부산은 항구 도시

의 특성상 외국인 출입이 잦았고, 외국 물자나 식품의 유입 또한 많

았다. 세계 각국의 식품을 구할 수 있었던 국제시장은 오늘날로 치

면 으리으리하고 세련된 푸드 마켓 격이었으니. 더욱이 1950년 한국

전쟁 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면서 부산의 식문화는 역설적으로 꽃

을 피웠다.  당시 대통령, 정치가 등 고위 관직은 물론 예술가, 피란민

까지, 한반도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부산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인지 피란민의 애잔한 이야기가 배어 있는 음식이 꽤 많다. 밀면이나 

구포국수는 푸짐한 양과 저럼한 가격에 피란민들의 배고픔을 달래

주던 음식이었다. 특히 밀면은 실향민이 메밀을 구하기 어려워 밀가

루에 감자 가루를 섞어 냉면 대신 먹던 음식이다. 돼지국밥은 전쟁통

에 구하기 쉬운 돼지 부산물로 설렁탕을 흉내 내기 시작하면서였고, 

초량동 돼지갈비 골목은 부두 노동자들이 퇴근길에 방앗간처럼 드

나들던 곳이었다. 갈비 문화의 시초인 ‘평양’을 간판으로 내건 부평

동 갈비 식당도 1960년대 실향민을 생각하며 문을 연 곳이다. 

이외에도 동래 파전부터 대구탕, 장어구이, 아귀찜, 조개구이, 금정

산성 막걸리, 회국수, 문현 곱창, 복국, 고래고기, 재첩국, 조방 낙지

볶음, 비빔당면 등 부산을 찾아온 실향민을 통해 정착된 부산 먹거

리를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U.S. MEAT」는 그 가운데서도 뻔히 

떠올리는 해산물 말고 부산의 고기 맛을 찾아 여행했다. 그곳에서 

피란민들의 솔 푸드와 부산의 옛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식탁 

풍경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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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칼집의 시작
부산 갈비

수원 왕갈비, 포천 이동갈비와 함께 부산도 갈비

하면 빼놓을 수 없다. 1929년에 쓰인 잡지 「별건

곤」을 보면 1920년대 중반 평양에 갈빗집이 있

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오늘날의 갈비 문

화는 평양에서 비롯했다고 유추한다. 그럼, 평양

의 갈비 문화는 어떻게 부산에 흘러 들어왔을까. 

부산의 다른 음식이 그렇듯 한국전쟁 당시 부산

이 임시 수도가 되면서다. 당시 실향민은 고향에

서 해 먹던 음식을 환경에 맞게 요령껏 만들어 먹

었고, 실향민의 향수를 달래주는 식당들도 인기

였다. 그 가운데서도 국제시장 주변은 술집과 식

당이 성업을 이루었는데, 그중에 갈빗집도 있었

던 것. 오늘날 관광 명소로 더 알려진 신창동 갈

비골목이 대표적이다. 

1950년대 중후반에 형성된 이 골목은 <평양갈비

>를 필두로 너댓 개의 갈빗집이 모여 있다. <평양

갈비>라는 이름 역시 실향민을 상대로 운영하던 

곳이라 그리 지었던 것. 갈비에 칼집을 내고, 간장 

양념을 해 석쇠에 구워 내는 방식으로, 지금도 이 

거리를 지나면 숯불이 한가득 쌓여 있다. 결정적

으로 부산의 갈비가 명성을 떨친 건 1960년대 해

운대식 갈비가 서울에 알려지면서부터. 해운대식 

갈비는 다이아몬드 커팅의 시초로 전해지는데, 전

국 각지에 그 기술이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갈비 

구이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에야 미국산 소

고기를 많이 즐기지만 1960년대만 해도 한우는 

여물을 먹고 농사일을 하던 터라 질겼다. 그래서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힘줄을 발라내고 다

이아몬드 모양으로 칼집을 냈던 것.

6  1980년대 서울
서울은 1953년에 문을 연 <연남서식>이 최초의 
갈빗집이라 할 수 있지만, 갈비 문화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때는 1981년이다. 논현동에 
<삼원가든>이 문을 열면서 가든형 갈빗집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한 것. <화춘옥>의 주방 직원들이 서울의 
갈빗집으로 옮겨가 그 기술을 전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달콤한 간장 양념과 다이아몬드 커팅이 특징인데 
다이아몬드 커팅은 부산에서 전해진 것으로 본다.

3  1960년대 포천
포천 이동면은 수원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갈비 특화 
지역이다. 1960년대 초반 <이동 갈비집>과 <느타리 
갈비집>이 시초이며, 1976년 이동면에 포장도로가 
생기면서 갈비촌이 형성되었다. 푸짐한 양을 선호해 
갈비를 짧게 토막 내 간장 양념을 한다. 50년 내공이 
쌓인 <원조이동갈비김미자할머니갈비집>이 포천 
이동갈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 15년 숙성된 
간장으로 양념해 감칠맛이 좋으며, 곁들여 내는 
동치미 국물이 인기다.

1  1950년대 수원
1950년대 중반 해장국을 팔던 <화춘옥>이 숯불에 
갈비를 구워 팔기 시작한 것이 수원 왕갈비의 
시작이다. 간장 양념이 아닌 소금과 참기름으로 
양념하는 것이 특징. 현재 <화춘옥>은 문을 닫았지만 
수원 왕갈비의 명성은 현재진행형이다.

5  1970년대 안동
안동의 갈비 외식 문화는 1970년대 초반 
<구서울갈비>에서 시작됐다. 안동식 갈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굽기 직전에 다진 마늘, 간장 등을 넣고 
버무려 내는 것이 특징이다. 

4  1960년대 대구
대구는 1961년 <진갈비>를 축으로 중구 동산동에 
갈비골목을 형성했다. 하지만 오늘날 대구는 갈비 구이보다 
찜갈비로 더욱 유명하다. 1968년 <실비 찜갈비>에서 양푼에 
매콤한 갈비찜을 담아 내 판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가게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동인동은 찜갈비 골목으로 거듭났다.

2  1950년대  부산
6.25전쟁 당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면서 각지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가 부산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그중엔 갈비도 
있었다. 1950년대 중후반 신창동에 실향민들을 상대로 한 
갈빗집이 들어섰고, 이후 점포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지금의 
갈비골목을 이룬 것. 신창동 갈비골목과 더불어 해운대식 갈비 
또한 부산 갈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해운대식 갈비는 
다이아몬드 커팅의 시초로, 전국 각지에 그 기술이 퍼져나갔다. 

부산 갈비의 뿌리를 찾아 국제시장으로 향했다. 

신창동 3가에 들어서면 단번에 갈비 골목임을 

알아챌 수 있다. ‘숯불갈비’라 적힌 간판이 쭉 늘

어서 있고, 가게 앞에서는 주인장들이 숯을 피우

느라 여념이 없다. 일본어가 적힌 입간판이나 메

뉴판을 보니, 일본인 관광객이 꽤 찾는 듯 보였

다. <산해갈비>, <부산숫불갈비> 등 너댓 개의 

갈빗집이 지척에 자리해 있고, 그 가운데 이 골

목의 터줏대감인 <평양갈비>도 보인다. 이런 골

목에선 늘 선택 장애에 빠진다. 어디를 들어갈 

지 고민하며 골목을 서성이고 있는데, <평양갈

비>의 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가 들어오라며 손

을 마구 흔들어댄다. 이끌리듯 들어가 자리를 잡

고 앉았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불판. 갈비 한 대만 

올려도 꽉 찰 크기에 딱 봐도 수십 년은 족히 되

어 보인다. 메뉴판으로 눈을 돌리니 소갈비, 돼

지목살 갈비, 갈비탕 등 웬만한 갈비 메뉴는 다 

적혀 있고, 소갈비는 국내산과 미국산 모두 갖추

고 있다. 메뉴판을 한참 보고 있으니, 아주머니

가 옆으로 와서 “여기서는 소갈비 묵어야 해. 미

국산이 입에 더 잘 맞을 낀데”라며 한마디 툭 던

진다.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추천한 대로 주문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에는 선홍빛 생갈

비와 양념갈비가 올려졌다. 아주머니는 달궈진 

불판에 고기를 올린 뒤 착착 펴가면서 아까 채 

못한 이야기를 보탠다. “우린 미국산도 초이스 

등급만 써. 사람마다 다른데, 난 미국산이 씹는 

맛도 딱 좋고, 고소하더라고. 너무 기름지지도 

해운대식 갈비는 

다이아몬드 커팅의 

시초로 전해지는데, 

전국 각지에 그 

기술이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갈비 구이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GALBI
사미헌

2000년 서면에 문을 연 <사미헌>은 
상견례 장소, 회식 장소로 꼽히며, 새로운 
갈비 명가로 떠올랐다. 특수 부위 모둠, 
갈비, 차돌박이 등 다양한 고기류를 
판매하는데, 특히 4, 5, 6번대 갈비에서 
소량만 나오는 꽃살과 왕생갈비는 미국산 
최고 품질의 프라임급, 냉장육만 고집해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자연산 송이를 올린 
뜨끈한 돌갈비탕은 이곳 별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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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곳간

질 좋은 갈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갈비곳간>이다. 
지난 11월에 오픈한 이곳은 구이 
메뉴 외에도 다양한 고기 덮밥류를 
준비,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해 불고기 
덮밥, 갈비살 덮밥, LA갈비 덮밥을 
선보이는데, 맛과 가격을 동시에 
잡았다. 

Add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32
Tel 051-714-4457

이랴이랴

광안리에 위치한 <이랴이랴>는 대표 
메뉴로 갈비살 주물럭과 이랴이랴 
주물럭을 내는데, 주문 즉시 양념에 
버무려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랴이랴 
주물럭은 미국산 안창살을 특제 소스에 
버무려 내며, 갈비살 주물럭은 미국산 
양지 안창살을 얇게 썰어 숯불에 구워 
낸 것. 고소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아 
젓가락이 계속 가는 맛이다. 그만큼 고기 
양이 여느 고깃집에 비해 많다.

Add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75
Tel 051-517-1003

More Information

Meat's Recommendation

않고.” 불판이 좁은 탓인지, 석쇠를 하나 더 들고 

오더니 그 위에 다 익은 고기를 올려내고, 양념

갈비를 굽기 시작한다. 호언장담하며 메뉴를 추

천한 아주머니 말대로 양념갈비가 채 다 익기도 

전에, 느끼함을 느낄 새 없이, 고기는 게눈 감추

듯 사라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아버지들이 우르르 들어와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오랜 단골인지 별 말 

없이 갈비탕이 나갔다. 테이블마다 다니며 밥이 

모자라면 말하라는 주인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새삼 따뜻하게 들렸다. 이제는 관광객과 타지 

사람들로 꽉 차 옛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실향민을 생각하며 ‘평양갈비’

를 간판으로 내걸었다는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부산 사람들의 허기와 향수를 달래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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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꽃피운
언양 불고기

‘불고기’라고 다 같은 불고기가 아니다. 김치를 

담그는 방식과 맛이 지역마다 다르듯, 불고기

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달콤하고 자작한 육

수가 특징인 ‘한양(서울) 불고기’, 소고기를 얇

게 썰어 최소한의 간장 양념만 하는 ‘언양 불고

기’, 얇게 저민 소고기를 굽기 직전에 양념하는 

‘광양 불고기’가 한국의 3대 불고기로 꼽힌다. 

그 가운데 언양 불고기는 부산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이다. 사실 언양 불고기는 울산 언양읍

의 향토 음식이다. 1960년대 부산-대구 간 고

속도로 건설을 위해 모여들었던 근로자들이 언

양 불고기 맛을 보고 입소문을 내면서 전국적

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 비법은 울산과 가까운 부산에 빠르게 전해

졌고, 광안리에 ‘언양 불고기’ 간판을 내건 가

게가 생기면서 지금의 골목을 이루었다. 게다

가 광안리가 부산 대표 관광지인 덕에 울산보

다 더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 터. 광안리 가게

들도 대부분 50년 이상 되었으니, 언양 지역 

못지않게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언양 불고기는 얇게 썬 소고기 안심이나 등심

에 최소한의 간장 양념을 하는데, 그래서인

지 우리가 흔히 보는 자작한 양념 국물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 양파, 대

파, 버섯, 당근 등 갖은 채소와 함께 버무려 내

는 일반 불고기와 달리 언양 불고기는 오직 고

기만 양념한 뒤, 불판에서 버섯과 함께 구워 낸

다. 고기의 두께가 얇아 수시로 뒤집어가면서 

구워 내야 맛있게 익으며, 담백한 맛의 언양 불

고기는 파무침이나 김치와 곁들여 먹으면 간

이 딱 알맞다.

BULGOGI

양파, 대파, 버섯, 

당근 등 갖은 

채소와 함께 

버무려 내는 일반 

불고기와 달리 

언양 불고기는 

오직 고기만 

양념한 뒤, 

불판에서 버섯과 

함께 구워 낸다.

1  광양 불고기
얇게 썬 소고기를 미리 양념해 재워두지 않고, 먹기 
직전에 양념해 참숯에 굽는다. 열전도율이 빠른 구리 
석쇠에 구워 고기가 빨리 익고 육즙이 그대로 차 있다.

2  언양 불고기
지방이 조금씩 붙어 있으면서 연한 등심이나 안심을 
사용한다. 최소한의 간장 양념만 해 고기 본연의 식감과 
맛을 살리는 것이 특징. 전통 방식은 석쇠에 물을 묻힌 
한지를 깔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 굽는다.

3  봉계 불고기
울산 봉계 지역의 불고기로 언양 불고기보다 양념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언양과 봉계에서 격년으로 번갈아가면서 
불고기 축제가 열린다.

4  한양(서울) 불고기
다른 지역에 비해 단 맛이 강하고, 양념이 자작한 게 
특징이다. 얇게 썬 소고기 등심을 채소, 버섯, 당면 등 
갖은 재료와 함께 간장 양념에 버무려 구워 먹는다. 

광양

서울

언양

봉계
1

4

2 3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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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일꾼들의 
방앗간
초량 돼지갈비

부산역에서 자동차로 5분도 채 되지 않는 거

리에 초량동이 있다. 이곳에는 30~50여 년 된 

돼지갈비 식당들이 골목을 이루고 있는데, 부

산에서는 초량에 위치하지 않았어도 간판에 

‘초량 갈비’를 내건 식당이 종종 보일 만큼 돼

지갈비의 대명사로 불린다. 

초량 갈비의 명성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부

터다. 당시 부두 노동자들의 수입이 꽤 짭짤했

는데, 그들 대부분이 부산항과 인접한 초량동

과 수정동 산복도로에 터를 잡고 살았다. 사람

이 몰리는 곳에 먹거리도 몰리는 법. 마을 초입

에는 노동자들의 퇴근길 방앗간이 되어주던 식

당들이 즐비했고, 그중 1969년에 개업한 <남

해집>은 초량 돼지갈비 골목의 시작이었다. 지

금도 여전히 20여 개의 가게가 좁은 골목에 오

밀조밀 모여 있다. 

<남해집>은 초량 시장에서 순댓집을 하던 사

장이 부두 노동자였던 남편과 함께 개업한 곳

이다. 지금은 며느리가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

다. 초량 돼지갈비의 상징이 된 무쇠 불판은 개

업 당시부터 쓰던 것이다. 원래는 연탄불을 사

용했지만 지금은 가스불로 대체하고 있다. 

돼지갈비를 주문하면 무쇠 불판에 은박지를 

올리고 양념 돼지갈비를 부어 낸다. 사각 접시 

CHORYANG 
DWAEJI
-GALBI

모양으로 접은 은박지는 자작한 국물이 새어

나가지 않게 가두는데, 그 국물이 졸아들 때까

지 끓인 후 먹으면 된다. 간장색으로 물든 고기

는 짭조름할 것 같지만 김치 하나 척 걸쳐 먹으

면 간이 딱 맞다. 고기도 두툼해 씹는 맛도 좋

다. 밥 한 숟가락에 고기 한 점, 김치 한 점 올

려 먹다 보면 집에서 먹던 돼지갈비 맛이 생각

난다. 사실 대단한 맛이 있다거나, 특별한 비

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 더러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이곳을 드나들던 어머니 아

버지들은 지금도 이 좁은 골목을 아들딸과 함

께 찾으며 향수를 달랜다. 관광지도 아닌 이곳

에 여전히 노포들이 건재한 이유다.

1960년대 초량동 

돼지갈비 골목을 드나들던 

어머니, 아버지들은 지금도 

이 좁은 골목을 

아들딸과 함께 찾으며 

향수를 달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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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돼지국밥’ 하면 뽀얀 국물을 떠올리지만 

이는 밀양식 돼지국밥으로 치며, 애초에 부산

의 돼지국밥은 국물이 맑은 고깃국이었다고 

한다. 뽀얀 국물은 돼지 사골을 푹 고아 낸 것

으로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한편 맑은 

국물은 돼지뼈와 살코기 육수인데, 뼈보다 살

코기 육수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인지 돼지국

밥계 평양 냉면이라고도 불린다. 

위 두 육수의 중간쯤 되는 것이 뼈와 고기, 내

장 등을 함께 쓰거나 돼지 대가리를 통째로 넣

고 우려낸 국물. 깊은 맛과 감칠맛이 특징이다. 

특히, 돼지 대가리 육수는 이북 조리 방식이 피

란민들에 의해 전해졌다고 한다. 지금도 육수

를 내는 데 사용하는 부위나 재료 등은 집집마

다 다르다. 국밥 안에 들어가는 고기도 다양하

다. 돼지 대가리에 붙은 돼지 볼살부터, 돼지 

다리 목살과 다리살 그리고 삽겹살, 항정살, 갈

비살 등을 두루 쓴다. 

맑은 국물
토성동에 자리한 <신창국밥>과 범일동 
<할매국밥>은 맑은 국물을 내는 대표적인 곳이다.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부산 사람들 가운데는 
<신창국밥>을 최고 맛집으로 꼽는 사람도 많다. 
1969년 신창동에서 테이블 2개의 국밥집으로 
시작해 지금은 3개의 업장을 운영 중이다. 토성동에 
본점이 있고,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남천동점과 
해운대점이 있다. 돼지뼈와 고기를 우려낸 육수에 
순대를 넣고 끓여 국물이 맑으며 고기는 앞다리살을 
쓴다. <할매국밥> 역시 부산 대표 국밥집으로 손색이 
없는데, 거칠게 막 썰어낸 듯한 수육이 특징이다.

뽀얀 국물
부산의 대부분 국밥집은 밀양식 국밥으로 알려진 
뽀얀 국물을 낸다. 수정시장 안에 20여 개의 
돼지국밥집이 밀집해 있고, 서면에도 돼지국밥 
골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1946년 문을 연 
<송정3대국밥>이 터줏대감이다. 이곳 못지않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역 앞 <평산옥>은 뽀얀 
국물에 밥 대신 소면을 말아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도 사상터미널 앞, 평화시장, 부산역 
주변으로 돼지국밥촌이 형성되어 있고, 대연동의 
<쌍둥이돼지국밥>, 구포시장 근처 <덕천고가>도 
명성이 자자하다. 

소울푸드,
돼지국밥

둥근 은쟁반, 양념 부추, 된장, 고추와 양파, 김

치, 새우젓, 그리고 뚝배기 한 그릇. 이 중 하나

라도 빠지면 섭섭한 것이 돼지국밥이다. 새우

젓과 양념 부추로 간을 맞추고, 김치와 깍두기

를 얹어 먹다가 질린다 싶으면 고추와 양파를 

된장에 찍어 곁들이면 된다. 많고 많은 부산 먹

거리 중 돼지국밥은 단연 대표 명물이다. 독특

하게도 순대국밥 식당은 전국 팔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돼지국밥만큼은 제대로 하는 집

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에서인지 타지에서 지내는 부산 사람

들에게는 더욱 더 그리운 맛이다. 돼지국밥은 

어떻게 부산의 대표 먹거리가 되었을까? 부산

의 다른 음식이 그렇듯 돼지국밥 역시 한국전

쟁 당시 생겨난 음식이라고 전해진다. 피란민

이 미군 부대에서 나온 돼지 부산물로 설렁탕

을 흉내 내 만든 것이 돼지국밥이라는 설이 있

는가 하면, 북한 순대국밥이 변형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유가 어떻든 주머니 사정 넉넉하

지 않은 서민의 솔 푸드임은 분명하다.

흔히 ‘돼지국밥’ 하면 

뽀얀 국물을 

떠올리지만 이는 밀양식 

돼지국밥으로 치며, 

애초에 부산의 

돼지국밥은 국물이 맑은 

고깃국이었다고 한다.

More InformationDWAEJI-
GUK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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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채소와 
족발에 겨자 소스가 

고루 배게 한 데 
버무리면 된다.

편 썬 족발

알싸한 별미
냉채족발

부산에서는 족발을 호로록 소리 내면서 먹는

다. 냉채족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늘날 족발

은 북한에서 넘어 온 이경순 할머니가 중국의 

오향장육과 고향에서 먹던 돼지 다리 요리를 

응용해 만든 음식으로 서울 장충동에서 시작

되었지만 부산의 냉채족발은 부평동에서 유래

한 것. 족발에 염장한 해파리, 오이, 당근 등 갖

은 채소를 곁들이고 매콤한 겨자 소스를 부은 

요리로, 지금은 전국에서 사람을 끌어 모을 만

큼 부산 명물이 됐다. 

부평동 족발골목에는 족발 가게가 너덧 개 자

리해 있는데, 어느 집을 들어가도 냉채족발을 

판다. 입구에는 점원 두세 명이 족발을 한가득 

쌓아놓고 쉼 없이 썰어댄다. 손으로 썬다지만 

기계 못지않게 손놀림이 재빠르다. 식당 홀에

는 식사 시간 구분 없이 사람들로 붐빈다. 낮

부터 냉채족발 한 접시를 가운데 두고 소주잔

을 기울이는 테이블도 꽤 많다. 캐리어를 끌고 

곧장 족발집으로 온 듯한 관광객 테이블도 보

인다. 에디터도 고민할 것 없이 냉채족발을 주

문했고, 갖은 채소가 수북이 쌓인 접시가 테이

블에 올라왔다. 채소를 걷어내보면 푸짐한 족

발이 자태를 드러내는데, 채 썬 것과 편으로 썬 

것 두 종류다. 양념과 채소가 고루 섞이게 한데 

버무려서 먹으면 된다. 새콤하고 알싸한 겨자 

소스가 족발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쫀득한 해

파리가 식감을 더하니 끝도 없이 젓가락이 간

다. 알싸한 맛이 술을 부르고, 술이 또 족발을 

부르니 한 접시를 다 비우기 전까지는 그 마력

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 터. 

NAENGCHAE 
JOKBAL

오늘날 족발은 

북한에서 넘어온 

이경순 할머니가 

중국의 오향장육과 

고향에서 먹던 

돼지 다리 요리를 

응용해 만든 

음식으로 장충동에서 

시작되었지만, 

냉채족발은 부산에서 

유래한 음식이다.

채 썬 족발

알싸하고 
새콤한 맛의 
겨자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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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시절 미식
양곱창

YANG 
GOPCHANG 

스타 스시집 부럽지 않은 서비스에 잠시 감동

한다. 어떻게 먹는지 알려줬으니, 이후부터는 

각자 알아서 입맛대로 싸 먹으면 된다. 자욱한 

연탄 연기에 익숙해질 때쯤 되니 배가 든든해

졌다. 덤으로 정까지 두둑하게 채운 채 다시 드

르륵, 철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갑자기 아주

머니의 앙칼진 사투리가 뒤통수를 때린다. “문 

꽉 닫지 말래도!!!” 남은 사람들이 콜록대며 밥 

먹는 일 없게 문을 살짝 열어두는 센스는 남기

고 돌아서자!

부산 사람들은 안다. 

진짜 양곱창을 맛보려면 

이곳 <백화양곱창>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갈치농협 뒷골목을 

시작으로 세 블록에 

걸쳐 양곱창 전문점이 

50여 개 모여 마치 

촌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백화양곱창>으로, 

낡은 철문과 환풍기가 

그 세월을 말해준다.

양곱창 먹는 순서

1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연탄불

2 연탄불에서 지글지글 구워 내는 소 특수 부위. 소 
심장 ‘염통’, 소 위 ‘양’, 소 창자 ‘대창’, 소 소장 ‘곱창’

3 돌판에 다진 양과 김치, 채소를 넣고 볶아낸 밥으로 
마무리. 김에 착! 싸서 한 입.

양곱창을 먹으러 자갈치시장을 찾았다. ‘해산물

도 아니고 웬 양곱창을 자갈치시장에서?’라고 

하겠지만, 부산 사람들은 안다. 진짜 양곱창을 

맛보려면 이곳 <백화양곱창>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갈치농협 뒷골목을 시작으로 세 블

록에 걸쳐 양곱창 전문점이 50여 개 모여 마치 

촌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백화양곱창>으로, 낡은 철문

과 환풍기가 그 세월을 말해준다. 

드르륵, 철문을 열고 들어섰다. 입구까지 차오

른 뽀얀 연기에 콜록! 기침을 해대며 들어갔다. 

이곳은 ‘백화양곱창’이라는 간판 아래 주인이 

다른 12개의 가게가 모여 있다. 가게마다 디

귿 자, 기역 자 모양의 바를 갖추고 있으며 사

람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앉아도 9명 정도 자리

할 수 있는 규모다. 메뉴, 굽는 방식, 반찬은 대

동소이하다. 그중에서 제일 안쪽, 1호점은 <백

화양곱창>이 문을 열었던 1959년부터 주인이 

바뀌지 않고 대를 이어 운영 중이다. 노쇠한 어

머니는 낮에 재료 준비만 마치면 퇴근하고, 딸

이 바통을 이어받아 손님을 맞는다. 양념과 소

금구이, 메뉴는 딱 두 가지로 일행은 소금구이

로 주문했다. 

연탄불 위에 석쇠를 올린 뒤 잘 씻은 소 내장을 

척척 올려 낸다. 주인장은 연탄불 앞을 지키며 

탈세라 조심조심 구워 낸다. 바 자리의 묘미는 

주인장과 나누는 담소 아니던가. 수산시장에 

이렇게 많은 양곱창 가게가 있는 게 의아해 물

었다. “한국전쟁 직후엔 인구의 70% 이상이 다 

여기 살았어요. 시장, 대학병원, 방송국, 법원 

등 주요 관공서도 모두 이 동네에 있었어요. 그

러니 노동자들도 먹거리도 다 이곳에 모일 수

밖에요. 밀면이나 돼지국밥은 노동자들이 먹던 

음식이었고, 고기, 양곱창은 구멍가게 사장님, 

선원, 공무원들이 사치 부린 음식이었어요.” 망

망대해에서 돌아온 선원들이 배에서 내려 제일 

먼저 들른 곳이기도 하고, 1990년대 일본인이 

‘기생관광’차 부산을 찾으면 방앗간처럼 들렀던 

곳이기도 하다. 

맥주 한잔과 이런저런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

익는 사이 불판 위 양곱창도 노릇노릇 익어갔

다. “이건 소 심장, 염통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건 소장 ‘곱창’이고, 이건 소 위 부분 양입니

다. 대창은 좀 더 기다려요.” 대창은 연탄불에 

잘 타고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편에서 따

로 구워 낸다. 곧 불판 위에 올린 두툼한 대창은 

고소함 그 자체다. 쌀쌀한 날, 연탄불에 몸을 녹

이며 배를 채우는 맛이 꽤 좋다. 양곱창으로 허

기를 달래고 나면 볶음밥을 먹는 게 필수 코스

다. 돌판에 양과 밥, 채소, 김치를 넣고 볶아 낸

다. 또 한편에서는 연탄불에 김을 구운 다음 가

위로 쓱쓱 잘라 그릇에 담아 낸다. 주인장이 김

에 볶음밥을 싸서 한 사람씩 건네준다. 미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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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동. 오랜만이다. 감회가 새롭다. 도대체 얼마 만인가. 

20년 전 여기서 많이 놀았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주

말이면 부산극장에서 영화를 봤고 국제시장 먹자골목에

서 김밥과 어묵, 떡볶이로 배를 채웠다. 대학 시절에는 전

경에게 쫓기며 남포동 거리를 뛰어다녔다. 자주 남포동으

로 나가 ‘가투’를 벌였고 그만큼 자주 최루탄 냄새를 풍기

며 자갈치시장으로 숨어들었다. 자갈치 ‘아지매’들은 쫓

아오는 전경들을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막아섰다. “여기

가 어디라꼬 느그같은 놈들이 함부로 들어오노.” 아지매

들은 생선을 자르던 커다란 칼을 전경들에게 들이댔고 전

경들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전경들이 물러가면 아

지매들은 우리에게 생선과 오징어를 듬성듬성 썰어 소주

와 함께 내주었다. “공부는 안 하고 와 맨날 데모질이고.”

20년 만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

다. 먹자골목도 그대로고 국제시장도 그대로다. 자갈치도 

그대로다. 다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뀌었을 뿐이다.

국제시장 먹자골목으로 가 떡볶이와 만두, 김밥을 시킨

다. 맛은 그대로다. 조미료가 듬뿍 든 그 맛. 입안이 얼얼

하다. 그래도 맛있다. 시장 골목에 파는 음식에 뭐 별달리 

큰 맛이 있을까. 이 맛에 먹는 거지. 국제시장은 본래 2층 

건물과 총 6개 공구로 된 단지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일반

적으로 인근의 신창시장, 창선시장, 부평시장과 통틀어서 

국제시장이라 부른다. 굳이 비교하자면 서울의 남대문 시

장과 닮았다. 신발, 가방, 안경, 귀금속 등을 파는 상점들

이 좁은 길을 따라 미로처럼 얽혀 있다. 이 골목들을 따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국제시장의 다양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도 즐겁지만 국제시

장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구석구석에 숨은 맛집을 찾아 나서

는 일이다. 골목마다 저렴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이 반긴

다. 어묵, 비빔당면을 비롯해 충무김밥, 잔치국수, 파전, 순대, 

식혜, 유부초밥, 수수부꾸미 등 다 나열하기도 힘들다. 

남포동에서 길을 건너면 자갈치시장이다. 국내 최대 수산

물 시장이다. 우리나라 수산물과 건어물의 30~50%를 이 

곳에서 공급한다고 한다. 시장에 들어서면 노점상들이 줄

지어 서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좌판에는 고래고기를 

비롯한 각종 생선들이 올라와 있다. 특유의 바다 내음이 물

씬한 거리에는 구경하러 온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나는 지금 자갈치 외곽 골목 어느 한 귀퉁이에 자리한 선

술집에 앉아 있다. 뜨거운 연탄불 위에는 석쇠가 올려져 

있고 그 위에 고기 몇 점이 지글거리며 익어가고 있다. 양

은 탁자 위에는 생마늘 몇 토막과 양파, 고추가 담긴 흰색 

플라스틱 접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 소주 한 잔을 후

다닥 털어 넣고 마늘 한 점을 된장에 찍어 먹는다. 마늘이 

추억처럼 아리다.

얼마 전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 드라마 <방랑의 미식가>

를 보았다.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60세 평

범한 가장이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을 그린 드라마다. 직장 생활 하던 시절에는 시간에 쫓겨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가스미 다케시라는 은퇴

한 회사원이 마치 ‘도장 깨기’하는 방랑 무사처럼 음식과 

대결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야키니쿠, 나폴리탄, 라멘, 벤

토, 어묵 등 다양한 소재의 요리를 놓고 흥미진진한 에피

소드가 펼쳐진다.

 이 드라마 ‘야키니쿠’ 편을 보면서 나는 뒷고기를 떠올렸

다. 뒷고기는 주로 돼지의 머리와 엉덩이 쪽에서 나온 고

기인데 이름의 유래에 대한 해석은 좀 엇갈린다. 돼지고

기의 여러 부위 가운데 먹을 만한 것들을 다 발라낸 후 남

은 살을 주머니 사정 빈한한 이들에게 팔았다는 데서 나

온 말이라는 설이 그 하나. 다른 하나는 도축장에서 일하

는 이들이 맛있는 부위를 ‘뒤로 빼돌려’ 몰래 팔았다는 데

서 나온 말이라는 설이다. 영남권 최고의 소비 도시인 부

산 가까이 자리한 김해는 기피 시설인 도축장이 들어서기

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고 부산을 비롯해 창원과 울산까

지 공급 영역에 둘 수 있었다. 그래서 김해와 부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흔한 고기였다. 

하지만 이 지역만 벗어나도 뒷고기를 맛본 이를 찾기가 힘

들다. 김해에는 지금도 도축장이 두 곳이나 있는데 1980년

대까지만 해도 이 도축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돼지를 손

질하면서 조금씩 고기를 빼돌려 선술집이나 포장마차에 팔

았다고 한다. 한 부위에서 많이 떼어내면 금세 티가 나기 때

문에 여러 부위에서 조금씩 잘라낸 것이 뒷고기에 온갖 부

위가 두루 섞인 이유가 된다. 하지만 먹는 이들에게야 이런 

유래가 뭐가 중요할까. 싸고 푸짐하고 맛있으면 그만이지.

겨울이다. 겨울은 마음에 텅 빈 운동장을 

만들기도 한다. 그 공허한 운동장을 빙빙 

맴돌다가 ‘이 정도면 됐어. 여기쯤에서 그만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손에서 

카메라도 놓고 싶어지고 운전도 하기 싫다. 

기차 타고 버스 타면서 어딘가로 일주일 정도 

여행하고 싶다. 맛난 거나 먹으면서 바다나 

보면서 빈둥거리고 싶다. ‘미친 듯이 일한다고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결국 남는 건 탈진뿐일 

걸. 곧 차가운 눈이 세상에 가득할 테니.’ 

그래서 부산으로 간다.

나를 
이십 년 전으로 
데려가는 
부산의 
음식들

SPECI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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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고기를 주문하자 스테인리스 쟁반에 푸짐하게 담겨 나

온다. 모양새부터 뒷고기답다. 고기의 모양이나 크기, 빛

깔이 일정하지 않다.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어본다. 고기

를 썰어놓은 모양이 영 반듯하지 않고 거칠다. 울퉁불퉁하

기까지 하다. 기름덩이와 살코기가 이리저리 뒤엉켜 있다. 

뒷고기를 먹는 방법은 간단하다. 벌겋게 달아오른 연탄에 

석쇠를 올리고 고기를 얹은 다음 굵은 소금을 살살 뿌린 후 

굽기만 하면 된다. 너무 익혀 먹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너

무 익으면 부위별로 다른 맛을 즐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

추냉이를 푼 간장에 고기를 찍어 먹으면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더욱 살아난다.  

내 허기진 청춘의 한때를 간판도 없는 뒷골목의 허름한 

선술집에서 이 싸디싼 고기를 구

우며 보냈다. 그 시절, 그러니까 

1980년대 말 혹은 1990년대 초, 

뒷고기 1인분이라고 해봐야 고작 

1천원 남짓이었다. 나와 내 친구들

은 드럼통을 잘라 만든 탁자에 빙 

둘러앉아 뒷고기를 안주 삼아 소주

를 털어 넣곤 했다. 주머니에 꼬깃

꼬깃 접은 천원짜리 지폐 두어 장 

찔러 넣고서 말이다. 고등학교 시

절, 떡볶이 대신 뒷고기를 먹었다.

고기는 두꺼워 잘 익지 않았다. 친

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겉

은 새까맣게 타기 일쑤였다. 원래 

뒷고기는 살이 아주 두툼해서 겉만 타고 속은 잘 익지 않기

에 자주 뒤집어야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무리 

중에 고기는 잘 구우면서 술은 잘 못하는 친구가 하나쯤은 

있어 그 친구에게 고기 굽는 일을 맡기곤 했다.

뒷고기는 아직도 부산을 비롯해 김해, 창원 지역에서 많

이 먹는다. 가격도 싸서 서민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기

도 하다. 1인분에 고작해야 4천~6천원이다. 이제는 뒷고

기를 파는 식당들도 대형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달려 항정살과 갈비살, 삼겹살 등도 섞인다고 한다.

소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자. 나이가 들고 그럭저

럭 지갑 사정이 나아지면서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

런데 서울에서는 부산에서 즐겨 먹던 갈비살을 찾기가 쉽

지 않았다. 여행 작가로 오래 일하면서 지역마다 고기의 

선호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소고기도 

마찬가지. 예를 들자면 등심은 서울과 경기 지방 사람들

이 좋아한다. 호남 지역에서는 홍두깨살이나 우둔살을 즐

겨 먹는다. 경상도 지방에선 갈비살이 최고다. 그래서 갈

비살 중 가장 좋은 고급육은 이 지역으로 몰린다. 등심과 

안심은 애써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등 이른바 특수 부위에 환호하는 마니아들도 많

다. 구워 먹는 생고기로는 그리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서울에 와 등심과 안심에 열광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별 맛도 없는 등심을 왜 먹지? 하는 생

각이 들었다. ‘꼬소한’ 갈비살을 놔두고 이렇게 밋밋하고 

비싸기만 한 고기를 먹다니. 연탄

불 위에 길쭉하게 갈비살을 올려

놓고 젓가락으로 둥글둥글 구워 

먹다 보면 소주가 끝도 없이 들어

가는 최고의 ‘안주’인데 말이다. 

여기에 자투리 고기인 ‘기레빠시’

를 푸짐하게 넣고 끓여낸 된장찌

개를 곁들이면 빈 소주병은 테이

블 위에 끝없이 쌓인다.  

부산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부

위가 갈비살 말고 또 있다. 바로 

양곱창이다. 곽경택 감독의 영화 

‘친구’에서도 준석(유오성 분)이 

서울로 유학 갔던 친구 상택(서태

화 분)을 만나 회포를 푸는 곳이 바로 양곱창집이다. 철

판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곱창과 대선소주를 마시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눈다.

부평동 시장에 양곱창집이 늘어서 있다. 밤에 이곳을 찾

으면 손바닥을 비비며 삼삼오오 모여 좌판에서 양곱창을 

구워 먹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부산의 양곱창은 서울과

는 약간 다르다. 고춧가루 양념을 하지 않는다. 대창, 소

창, 염통이 한 번에 나오는데 한꺼번에 번철에 올리고 지

글지글 굽는다. 가격도 싸서 모둠구이 큰 것이 4만~5만

원 선이다. 곱창이 구워지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고

소한 연기가 가득 뿜어져 나오면 길을 지나가던 행인도 

이 연기와 냄새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

온다. 두꺼운 양은 질겅질겅 씹는 맛이 대단하다. 고소한 

육즙도 가득 머금고 있는 데다 기름 맛도 풍부하다. 마무

리는 매콤한 전골에 말아 먹는 우동이다. 선주후면 아니 

선곱후면이다. 소주잔 채우기를 그만두려 하지만 이 국물 

안주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몇 병을 비우게 된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마무리는 언제나 돼지국밥으

로 한다. 돼지국밥을 먹지 않으면 부산에 가지 않은 것과 같

다. 부산역 앞에서 돼지국밥 한 숟가락을 떠 먹는 일은 부산

과의 애처로운 작별 의식이기도 하다. 돼지국밥만큼 부산

의 역사와 문화, 부산 사람의 성정을 대변하는 음식이 있을

까. 부산 사람의 솔 푸드를 꼽으라면 단연 돼지국밥이다. 돼

지의 여러 부위를 가마솥에 넣고 오랜 시간 끓여 낸 돼지국

밥은 한국 전쟁 이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피란민들이 정

착해 만든 도시 부산의 정체성과도 일맥상통한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전, 일부러 서면에 들러 어느 

국밥집에 들어간다. 식당은 평범하다. 식당의 반은 테이블

과 의자가, 나머지 반은 좌식 테이블이 차지하고 있다. 자

리마다 앉은 손님들. 다들 열심히 먹어대고 있다. 후르륵, 

후르륵, 후르륵. 식당 안은 뜨거운 돼지국밥을 먹는 소리로 

가득하다. 메뉴는 단출하다. 돼지국밥과 수육이 전부다.

마침 자리가 나고 돼지국밥을 주문한다.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한 남자가 맞은편 자리에 앉는다. 

합석이다. 모르는 누군가와 합석해 음식을 먹었던 적이 

언제였더라. 기억이 까마득하다. 낯선 이와 얼굴을 마주

하고 국밥을 먹어야 하다니.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다. 그

렇다고 일어서서 나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 역시 돼지국

밥을 주문한다. 우리는 각자 수저를 앞에 두고 음식이 나

오기를 기다린다.

국밥이 나왔다. 붉은 양념장과 돼지고기가 넉넉하게 올라

가 있다. 우리는 부추를 잔뜩 얹고는 곧 고개를 숙이고 서

로의 국밥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후르륵, 후르륵, 후르륵. 

마침내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 남자와 나는 동시에 그

릇을 탁 내려놓는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짓는다. “맛있죠?” “네. 이만하면 됐죠.”

사람들은 대개 마흔 정도가 되면 젊은 시절 자신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것들과 안녕을 고하고 속수무책으로 진

부해지고 따분해지기 마련이다. 아마도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 가령 멋진 차를 산다

든가, 새로운 취미나 공부거리를 즐긴다든가, 새로운 여자

를 만난다든가 하는 방법들 - 이들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여행을 떠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이 아닐까.

물론 나이를 먹어서 좋은 건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나이

를 먹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 

것은 내 탓이 아니지 않는가. 누구라도 나이를 먹고, 그리

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야만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조미료가 가득 든 음

식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을 줄 

알게 되고, 사람과 풍경을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줄 알게 

된다는 것. 30대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여러 가지 디테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부산의 음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깊숙하게 박혀 있는지 몰랐다. 세월이 흐르고 몸과 정신

이 시간에 풍화되면서 내 몸, 내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

던 그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아마도 

추억일 것이다. 어떤 요리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추억의 절반의 맛이다라고. 나는 갈비살과 뒷고기, 돼지

국밥을 먹으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최갑수
시인, 여행작가

연탄불 위에 길쭉하게 

올려진 갈비살을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둥글둥글 구워먹다 

보면 소주가 끝도없이 

들어가는 최고의 

‘안주’가 바로 

이 갈비살이다

39   SPECIAL  l  부산 BUSAN  l  SPECIAL   40  



SPECIAL  PHOTO GALLERY

41   SPECIAL  l  부산 BUSAN  l  SPECIAL   42  

New Busan
부산의 재발견. 최근 기장에 힐튼 부산과 아난티 코브가 들어서고, 송정이 서핑 포인트로 떠오르면서 관광객은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있다. 관광객보다 현지인의 비율이 많은 이 지역에 맛집들이 하나 둘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요즘 

부산은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가운데 송정 구덕포 끝자락에 오롯이 터를 잡은 고깃집은 바다를 보며 
해산물이 아닌 고기 굽는 맛을 선사하며,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Seaside Cafe
해운대와 광안리가 부산 바다의 전부는 아니다. 송정부터 일광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기장 

해안로를 달리다 보면 탁 트인 바다 절경을 품은 카페들이 보물찾기 하듯 곳곳에 숨어 있다. 
그곳엔 저마다 다른 빛으로 물든 바다 풍경이 있다. 

6 THINGS 
MOR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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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myeon
밀면은 사시사철 즐기는 음식이지만, 특히 여름철 살얼음이 동동 떠 있는 밀면 한 그릇은 더위를 이기는 별미다. 1950년대 

북한 실향민이 구호 물품이었던 밀가루를 사용해 냉면을 흉내 내 먹었던 음식으로 부산의 향토 음식이다. 식당에서는 밀면을 
내기 전 면수 대신 따뜻한 육수를 컵에 담아 내는데 그 맛 또한 일품이다. 

So-gogi-gukbap
해운대에는 소고기국밥 거리가 있다. 버스 종착역에 자리해 1960년대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과 기사들을 상대로 소고기국밥을 
팔던 곳이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가마솥에서는 소고깃국이 팔팔 끓고 있고, 바뀐 건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뿐이다. 붉고 

칼칼한 맛의 경상도식 소고기국밥을 내며, 다양한 부위의 소고기를 넣어 씹는 맛도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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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po-dong
스트리트 푸드의 천국, 남포동. 정확히 말하자면 먹자골목은 국제시장과 남포동 사이, 광복동에 자리해 있다. 무려 60년을 
이어온 곳으로, 한국 스트리트 푸드 문화의 대표 격이다. 걷는 걸음마다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하다. 오징어와 부추전의 

컬래버레이션부터 떡볶이, 어묵, 비빔당면, 회국수, 국수, 충무김밥 등 풍성한 먹거리는 사람의 입맛을 유혹한다.

Gijang Market
시장을 들어서는 순간 바다 내음이 진동한다. 1944년에 개장한 기장시장이다. 한편에서는 다시마, 미역, 건어물을 수북이 

쌓아 놓고 파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모든 해조류는 다 모아놓은 듯한 좌판이 있다. 빨간 고무통에는 싱싱한 해산물이 
꼼지락거린다. 건너편에서는 맛깔지게 담근 젓갈을 파는데, 세상에 젓갈 종류가 이토록 많았는가 싶어 새삼 놀란다. 특히 

기장시장은 대게로 유명해, 제철이 되면 대게 먹으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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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IVE

JAPAN CENTRE

한 가지에
꽂히다

THE TREND

FOOD HALL
NEW WAVE OF

전 세계의 맛있는 놀이터, 푸드홀

한곳에서 쇼핑과 다이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이전의 형태가 쇼핑 중심에 간

단히 한 끼 때울 만한 푸드코트의 결합이었다면, 최근 몇 년 

사이 가치 있는 먹거리를 집대성한 ‘푸드홀’로 거듭나며 푸디

들의 놀이터로 자리매김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기업 쿠시맨

앤웨이크필드 CUSHMAN&WAKEFIELD는 2016년 발표한 ‘미

국 푸드홀 리포트 FOOD HALLS OF AMERICAN REPORT’에

서 이토록 푸드홀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가 무

엇을 먹고 즐기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세밀하게’ 큐레이션하거나,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

던 규모와 기능으로 그곳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사

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 것. 

최근 문을 연 푸드홀을 살펴보던 중 크게 다섯 가지 양상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로컬 식재료 생산자 혹은 셰프를 발굴하고 소통하

려고 하는 작지만 강한 푸드 홀이 있는가 하면, 앤서니 부르댕, 

아드리아 형제, 제임스 비어드 등 고메 신 SCENE의 영향력 있

는 인물들이 기획한 대규모 퍼블릭 마켓도 오픈을 앞두고 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는 리테일러들도 푸드홀 열기

에 가세했으며, 일식, 중식, 이탤리언 등 단 한 가지 장르만을 골

라 식자재부터 이터리까지 총망라한 콘셉트의 푸드홀에서는 마

치 그 장르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끝으로 최

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인먼트’도 증가하고 있다. 푸드

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로 미각을 넘어 오감 만족형 공간은 

푸디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현대적인 감각의 중식 푸드홀이 샌프란시스코

에 등장했다. 레스토랑과 바, 카페, 아르티장 리

테일 숍까지 중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집대성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구에서 제일 먼

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롱 카페 OOLONG 

CAFÉ>. 대만과 중국의 차 농부에게서 직접 공

수한 아르티장 티를 베이스로 커피, 간단한 중

국 스낵을 즐길 수 있다. 1층의 <마켓 레스토

랑 앤드 바 센트럴 MARKET RESTAURANT 

AND BAR CENTRAL>은 제철 재료를 활용

해 매일 달라지는 메뉴를 선보인다. 딤섬, 차이

니스 샤르퀴트리 및 바비큐, 수프, 볶음과 그릴 

요리, 디저트까지 정통 중식과 서양의 조리 기

법을 두루 사용한 다양한 중식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그로서리 숍에서는 향신료, 양념, 차, 주

방 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조리법도 배울 

수 있도록 4개의 스크린에서 스트리밍 비디오

를 상영한다.  www.chinalivesf.com

차이나 라이브
SAN FRANCISCO

1976년 런던에 처음 오픈한 <재팬 센터>는 일본 식재료와 스낵, 간단한 테이크아웃 요리

를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으로 영국인은 물론이고, 특히 유학생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지난 9월 런던 팬턴 스트리트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새롭게 오픈했는데, 기존의 식료품점에 

다이닝 섹션을 훨씬 강화했다. 입구부터 펼쳐지는 일본 길거리 음식 좌판을 지나 아래층으

로 내려가면 스시와 사시미, 벤토, 소바, 우동, 돈부리, 그리고 마차 등의 일본 음료까지 다

채롭게 즐길 수 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일식 문화를 누리고 싶다면 체험관이 제격이다. 티 

룸, 사케 룸, 미소 룸에서 각각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아르티장 제품들을 테이스팅해볼 수

도 있다. 데모 키친은 센터에서 판매하는 식재료를 활용한 쿠킹 쇼가 상시로 열리는 곳으로 

보는 재미는 물론 요리에 필요한 팁을 얻어갈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장소다.  

www.japancentre.com/special/panton_street

재팬 센터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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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HALL

DEKALB MARKET HALL

TIVOLI FOOD HALL로컬에 
집중하다

엔터테인먼트로 
재미를 더하다

2017년 봄, 버거와 핫도그를 판매하는 <하드 

타임 선데 HARD TIMES SUNDAES>, 아이스

크림 가게 <앰플 힐스 AMPLE HILLS>, 베트남 

스트리트 푸드를 선보이는 <벙커 BUNKER> 

등 브루클린 지역 내 인기 높은 푸드 벤더를 모

집해 오픈했다. 6만m²의 규모로 뉴욕 주에서 가

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가운데 현재도 벤더를 모

집 중이다. 푸드홀의 핵심 가치는 ‘브루클린에서 

긴 역사를 지닌 작은 푸드 비즈니스 오너’를 찾

는 데 있다. 입점을 마친 피클 전문점 <거스 피클

스 GUSS PICKLES>는 1백 년 넘는 역사를 지

니고 있으며, 라임 파이 및 주스를 판매하는 <스

티브 어센틱 키 라임 파이 STEVE’S AUTHEN-

TIC KEY LIME PIE> 역시 20년이라는 짧지 않

은 역사를 자랑한다. 

www.dekalbmarkethall.com

데칼브 마켓홀
NEW YORK

2014년 플로란스에 오픈한 <메르카토 센트럴>

의 로마 지점으로 2017년 1월 오픈했다. 로마의 

클래식하고 모던한 가스트로노미 신을 대표하는 

15개 고메 업장과 아르티장 푸드 스톨을 한데 모

았는데,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각 본점에서 직

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산자만큼 제

품에 대해 소비자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사

람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유명 피자리움    

<일 파네 데이 돌치 IL PANE E I DOLCI>, 미쉐

린 스타 셰프 올리버 글로윙 OLIVER GLOW-

ING의 와인 바와 레스토랑, 로컬 생산자들의 치

즈, 잼, 파스타, 올리브 오일 등을 맛볼 수 있다. 

www.mercatocentrale.it/roma

일 메르카토 센트랄레
ROME

텍사스주에 생긴 최초의 엔터테인먼트형 푸드홀로 신선한 로컬 식자재

는 물론 로컬 셰프들과 아르티장이 마련한 트렌디한 요리들을 즐길 수 

있다. 다방면에 걸친 20개 이상의 푸드 스톨 가운데 올드 패션드, 톰 콜

린스 등의 클래식 칵테일을 맛볼 수 있는 크래프트 바가 푸드홀 여행에 

활기를 더해준다. 지난 10월 말 오픈한 <레거시 홀>은 2018년 1월 완

공을 목표로 현재도 가든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스 가든 THE BOX 

GARDEN>이 푸드홀 동쪽 입구에 마련될 예정인데 이곳에서는 라이브 

뮤직 콘서트, 홀리데이 파티, 컬리너리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가든 옆

으로 바비큐 스톨과 다양한 바들이 들어서는데, 하와이안•티키•텍사

스 스틸하우스 바 등 각기 다른 콘셉트로 즐길 수 있는 팝업 바로 꾸려진

다.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2층에 위치한 <시브리즈 랍스터 차우더 하

우스 SEA BREEZE LOBSTA CHOWDA HOUSE>를 이용해도 좋다. 

실내와 야외 파티오로 구성된 공간은 어디에 앉아도 박스 가든을 내려다

볼 수 있다.  www.legacyfoodhall.com

레거시 홀
TEXAS

2017년 11월에 오픈한 이곳은 코펜하겐에 위치한 어른들을 위한 테마

파크 ‘티볼리파크 TIVOLI PARK’의 새로운 프로젝트다. 1843년에 오픈

한 유서 깊은 테마파크 안에는 야외 음악당, 극장, 놀이기구 등 갖가지 문

화 시설은 물론 이미 다양한 먹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새롭게 오픈

하는 <티볼리 푸드홀>은 코펜하겐에서 소위 ‘잘나가는’ 이터리들을 한

데 모았다. 스패니시 타파스 전문점 <타파 델 토로 TAPA DEL TORO>, 

이탤리언 피자집 <곰스 GORM’S>, 덴마크식 클래식 다이닝 <아만스

AAMANNS> 등이 입점 준비를 마쳤다. 푸드홀로 통하는 별도의 입구

를 마련해 놀이공원 이용을 원치 않으면 따로 입장료가 필요하지 않다.

www.tivoligardens.com

티볼리 푸드홀
COPEN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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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 Schne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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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리테일러가 

큐레이션하다
물가 높기로 유명한 하와이에서 값싸고 수준 높

은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더 스트리트>가 좋은 

해답이 될 것이다. 미국과 두바이에서 30가지 서

로 다른 콘셉트의 바, 비스트로, 레스토랑을 보

유하고 있는 미나 그룹의 수장 마이클 미나 MI-

CHAEL MINA가 2017년 호놀룰루에 오픈한 푸

드홀이다. 이집트 태생으로 일식, 프렌치, 미국 캘

리포니아 퀴진을 접목한 퓨전 요리로 유명한 그답

게 푸드홀 안에는 아시안 퀴진부터 버거, 이탤리

언, 지중해를 아우르는 푸드 스톨과 함께 카페와 

바를 겸비했다. 소노마 카운티의 <하나 재패니스 

레스토랑 HANA JAPANESE RESTAURANT> 

오너 셰프 켄 토미나가 KEN TOMINAGA를 비

롯해 헤드 셰프 경력의 셰프 10여 명이 선보이

는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 2달러짜리 타코부터 

10달러 초반의 포케 등 가격대가 매우 저렴하다. 

www.thestreetsocialhouse.com

더 스트리트
HONOLULU

유독 직장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오픈한 푸드홀이 있다. 바로 2017년 11월 토론토 파이낸셜 디

스트릭트에 오픈한 <어셈블리 셰프스 홀>이다. 구글 토론토 오피스가 있는 건물에 1만8천㎡

의 다소 아담한 규모로 오픈했지만, <다일로 DAILO>의 닉 리우 NICK LIU, <라카 카페 RACA 

CAFÉ>의 이바나 라카 IVANA RACA, <체리 스트리트 바비큐 CHERRY STREET BBQ>의 로

런스 라 피안타 LAWRENCE LAPIANTA, <라멘 이신 RAMEN ISSHIN>의 코지 제니마루 KOJI 

ZENIMARU, 무지개 라테로 유명세를 떨친 <불도그 커피 BULLDONG COFFEE>의 스튜어트 

로스 STUART ROSS 등 토론토 지역 내 인기를 끌고 있는 셰프와 바리스타들이 모여 공간을 알

차게 꾸렸다. 여기에 셰프들의 음식을 맥주와 즐길 수 있는 2백66개 좌석의 대형 비어홀은 이곳을 

찾을 이유로 충분하다. www.assemblychefshall.com

어셈블리 셰프스 홀
TORONTO

푸드판 디즈니 월드라고 불리는 ‘피코 이탈리 월드’가 지난 11월 15

일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식료품 업체 ‘이탈리’

가 볼로냐 시정부와 협업하여 무려 10헥타르 규모의 푸드 파크를 개

장한 것. 그중 2헥타르의 부지는 2백여 마리의 동물, 2천여 종의 작

물들이 자리한 야외 공간으로 대형 목장과 농장을 방불케 한다. 8헥

타르의 내부 공간 속 40여 개의 레스토랑과 그로서리는 시작에 불과

하다. 이 시대의 먹거리를 섭취하는 어린이와 현대인을 위한 교육 공

간을 표방하며 인류와 불, 지구, 바다, 동물 등을 주제로 마치 회전목

마처럼 돌아가는 교육용 캐러셀도 마련했다. 매일 30여 가지의 이벤

트, 50여 개의 클래스가 상영관 및 다양한 시설에서 지루할 틈 없이 

개최되며, 방문객은 테마파크 안을 자율 관람하거나 신청을 통해 피

코 앰배서더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투어할 수 있다. 

www.eatalyworld.it/en/

피코 이탈리 월드
BOLOGNA

스타 
셰프가 

기획하다

ASSEMBLY CHEF’S HALL

호주 백화점 브랜드 데이비드 존스가 시드니 본

다이 정션에 플래그십 푸드홀을 오픈했다. 호

주의 스타 셰프 닐 페리 NEIL PERRY와 협업

으로 완성한 인스토어 다이닝은 피자, 샌드위

치를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다이닝 <더 키친>, 

당일 입고되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오이스터 바>, 예약제 프라이빗 다이닝

룸 <테이블 포 텐> 등으로 라인업을 갖춰 호

주의 풍부한 식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볼 

수 있다. 9개의 ‘월드 WORLD’로 꾸린 매장은 

쇼핑 자체를 즐겁게 한다. 해산물, 베이커리, 초

콜릿, 그로서리, 와인 앤 리큐어, 델리 앤 치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월드에 전문가

가 상주해 고객의 선택을 돕는다. 이번 푸드홀

을 오픈하면서 셰프부터 정육사, 쇼콜라티에, 

치즈 아르티장 등 92명의 전문가를 채용했는

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www.davidjones.com.au

데이비드 존스 푸드홀
SY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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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a

RYE 
WHISKY

고기에 
잘 어울리는 
드링크, 
라이 위스키

THE DRINK

미국에는 버번위스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클래식 칵테일과 함께 다시 뜨고 있는
라이 위스키 4종과 사제락 칵테일 한 잔

칵테일의 도시, 뉴올리언스를 대표하는 도시의 공식 칵테일이다. 1800년대 뉴올리언스 로열 
스트리트에 있던 <사제락 커피 하우스>에서 팔던 브랜디 토디가 필록세라의 영향으로 기주 
수급이 어려워지자 라이 위스키로 대체한 것이 미국 최초로 블렌디드 칵테일이 되었다. 최근 
사제락 라이의 공식 수입으로 오리지널 레시피 사제락 칵테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믹싱 글라스에 설탕, 페이쇼드 비터, 사제락 라이 위스키를 차례로 넣은 후 충분히 저어준다. 차갑게 
한 사제락 전용 잔에 압생트 미스트를 뿌린 후 얼음 없이 담아내고 가니시로 레몬 필을 올린다. 라이 
위스키의 스파이시함과 달콤함, 압생트의 허브 향과 레몬이 주는 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by <마이너스> 임병진 오너 바텐더

사제락 칵테일

우리에게 익숙한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로는 맨해튼, 올드 패션드, 사제락 등이 있다. 모두 미국발 클래식 칵테일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칵테일들

의 원조 레시피가 모두 라이 위스키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라이 위스키는 달착지근한 버번위스키에 비해 조금은 더 쌉쌀한 곡물의 풍미가 느껴지

고 스파이시한 것이 특징이다. 클래식 칵테일의 베이스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니트로 마시면 익숙지 못한 그 풍미의 새로운 매력에 푹 빠질 

것이다. 스카치위스키의 강한 풍미는 부담스럽고 버번위스키의 단맛이 싫은 사람들에게 라이 위스키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1 2
3

4

‘소수를 위한 소수’라는 슬로건 

아래 지극히 소량만 생산하는 

프리미엄 라이 위스키.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에어 드라이 

오크 배럴에서 숙성한다. 호밀의 

지배적인 풍미에 옥수수의 단맛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위스키 

애드버킷’ 어워드에서 올해의 

크래프트 위스키를, ‘월드 위스키 

어워드’에서 골드 메달을 수상했다.
www.fewspirits.com

FEW RYE WHISKY
퓨 라이 위스키

1

싱글 배럴과 스몰 배치를 

고집하는 밋터스의 라이 위스키로 

오래전부터 증류소의 주력 

상품이었다. 라이트하고 향신료의 

풍미가 부드러워 크래프트 

칵테일의 좋은 재료가 된다. 

밋터스의 모든 배럴은 18~36

개월간 자연 건조한 것으로 

토스팅과 탄화 작업을 거친다.
www.michters.com

MICHTER’S US★1 
SINGLE BARREL RYE
밋터스 US★1 
싱글 배럴 라이

2

레벨 옐은 1849년에 세워진 

오래된 증류소로 미국 전통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라이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15년 처음 

스몰 배치 라이를 출시했다. 증류 

총책임자인 그레그 메츠가 선별한 

중서부 지역의 곡물들로 만들며 새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숙성한다. 

향신료 향이 매우 풍부하다.
www.rebelyellbourbon.com

REBEL YELL SMALL 
BATCH RYE
레벨 옐 스몰 배치 라이

3

세계에서 가장 많은 증류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제락 

컴퍼니의 라이 위스키. 사제락 

칵테일 오리지널 레시피의 

주인공이며 뉴올리언스의 

전통과 역사를 상징한다. 

정향, 아니스, 바닐라, 페퍼의 

아로마와 연한 스파이스와 

시트러스가 느껴진다. 감초의 

여운과 함께 피니시가 매우 

부드럽다.
www.sazerac.com

SAZERAC RYE
사제락 라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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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E-
GRANATE 

I am 
a

THE FOOD

고기에 잘 어울리는 과일, 
석류

석류나무 열매로 과육 종자가 6백 개 이상 들어 있어 다

산의 상징으로 여긴다. 선명한 붉은 빛깔 덕에 페르시아 

시대에는 염료로 사용했고 꽃의 모양새가 아름다워 관상

용으로도 많이 심었다. 크게 단맛이 강한 단과와 신맛이 

강한 산과로 나뉘는데 국내산 석류는 대부분이 산과에 

속한다. 껍질이 갈라진 채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는 과육이 익으면서 껍질이 저절로 터지고 분홍빛 속살

이 드러난 것으로 파손된 것이 아니다.

WHAT IS IT?

이란이 원산지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 주로 

생산된다. 우리나라에는 기록상으로 석류나무 종자가 조

선 시대에 편찬된 고려사 악지 「한림별곡」 편에 ‘어류옥

매’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최소 조선 초 이전에 들어온 것

으로 추정한다. 또 통일신라 시대 기와에 석류 열매가 새

겨져 있어 8세기 이전에 중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

는 견해도 있다. 국내에서는 내한성이 강한 품종이 등장

해 중부 내륙 지방에서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지

만, 주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등 남쪽 지방에서 재배한

다. 그중 전남 고흥이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

는 최대 재배지로 연평균 일조량이 전국 평균보다 2백41

시간가량 많은 덕이다.

WHERE TO GROW

꼭지를 잘라내고 가운데 심을 도려내 4등분 혹은 8등분

한 뒤 껍질 부분을 톡톡 두들기면 알갱이가 후두둑 떨어

져 쉽게 과육을 분리할 수 있다. 씨째로 과육을 섭취하거

나 석류와 설탕을 1:1 비율로 담고 올리고당을 넣어 두세 

달 정도 숙성시켜 청으로 만들어 즐겨도 좋다. 영화 ‘달팽

이 식당’에 등장하는 음식으로 유명한 ‘석류 카레’처럼 석

류를 갈아 걸러낸 즙을 카레 가루와 섞기만 하면 새콤한 

풍미가 도드라지는 카레를 즐길 수 있다. 보통 버리는 껍

질은 깨끗하게 씻은 후 따뜻한 물에 우려 먹어도 좋다.

HOW TO EAT

석류 1kg당 17mg을 함유하고 있는 에스트로겐은 인체

의 여성호르몬과 매우 흡사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폐경기 증상을 경감시켜주며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예

방에 좋다. 껍질에는 타닌과 펙틴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

어 에너지 대사를 도우며 피로해소에 좋고 특히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GOOD FOR HEALTH

따사로운 
겨울 햇살에 
방긋 입을 벌리면
알알이 드러나는 
붉은 보석
꽃도 열매도 
아름다운 절세미과, 
나는 석류다

스테이크와 잘 어울리는 
석류 소스 만들기 

1 냄비에 채 썬 양파를 넣고 갈색이 돌 때까지 볶는다
2 ①에 석류 알맹이를 넣고 모든 재료가 잠길 만큼 레드 
와인을 넉넉히 붓는다.
3  ②를 블렌더를 이용해 갈아준 후 씨를 거른다.
4  ③을 처음 양의 반이 될 때까지 졸여서 약간 묽은 
 정도로 만들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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