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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순간들
파리에 파리지앵이 있다면, 리옹에는 ‘리오네LYONNAIS ’가 있다. ‘리옹 출신’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토박이들이
자신의 출신을 말할 때 쓰기도 하지만, 유독 음식에도 많이 사용된다. 파티스리나 레스토랑 이름 뒤에도, 메뉴판
속 요리명에도, 치즈, 와인, 채소, 샤르퀴트리 등 식료품까지 ‘LYONNAIS’가 마치 이름처럼 붙어 있다. 단순히
산지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자부심이 뚝뚝 묻어나는 듯한 이 글자만 따라다녀도 썩 괜찮은 미식 여행이 되리라는
생각마저 든다.
산악과 평야 지대 사이에 위치한 데다 두 강을 끼고 있는 리옹은 지리적으로 식재료가 풍부했고, 실크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던 만큼 중산층과 부유층을 위한 고급 음식과 노동자를 위한 투박하고 넉넉한 양의 음식이 동시에
발달했다. 생선살 반죽으로 만든 크넬, 베이컨과 크루통, 수란에 초봄이면 민들레 잎을 더해 만드는 리옹식
샐러드, 진한 소스에 조린 각종 고기나 부속 요리는 리옹 어디에서든 만나볼 수 있는 대표 요리들이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한 흐름을 더한 멜팅팟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은 역시 ‘리오네’라는 것.
오직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들로 꽉꽉 채워진 도시, 리옹에서의 순간들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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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HALLES DE LYON
PAUL BOCUSE

TIP

레알 드 리옹 폴 보큐즈

폴 보큐즈 마켓에
갔다면 이곳으로!

CHEZ LÉON
쉐 레옹

폴 보큐즈가 사랑한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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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Cours Lafayette, 69003 Lyon
+33 4 78 62 39 33
www.halles-de-lyon-paulbocuse.com

폴 보큐즈의 도시, 리옹에서 그의 이름을 딴 마켓이라면 이보다 더 명백하게 들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 흔히 ‘폴 보큐즈 마켓’이라고도 불리는 <레알 드 리옹 폴 보큐즈>는
정육, 베이커리, 해산물, 초콜릿, 와인, 치즈, 채소 등 50여 가지 식품 벤더와 몇몇의 바,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재래시장이다. 시장은 그 나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
취재진이 방문한 시간이 평일 오전인 것을 감안하면 마켓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에서 곧바로 먹고 마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취재진도
참지 못하고 한 자리 차지해 몇 가지 굴과 화이트 와인을 주문했다. 투명한 유리병에 이름
모를 와인이 담겨 나왔지만 그게 무엇인들 어떠랴. 현지인의 일상이 여행객의 설렘과
교차되는 시장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이 시장이 폴 보큐즈 셰프의 이름을 달게 된 건 불과 13년 전이다. 1859년 낡은 철제 건물
안에 작은 시장으로 시작한 이곳을 1917년 리옹시가 한 차례 대형 시장으로 탈바꿈시켰고
2004년 건물을 증축하면서 지금의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후 이름을 쓰게
해달라는 당시 마켓 관리자의 요청을 폴 보큐즈 셰프가 수락하면서 지금의 마켓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단순히 이름만 내어준 것은 아니다. 실제로 폴 보큐즈 셰프는
일요일 아침이면 이곳에서 커피를 마셨고, 직접 장을 보며 수많은 상인들과 교감했다.
상인들은 그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셰프로 기억하고 있었다. 폴 보큐즈 셰프뿐만
아니라 리옹과 외곽 지역까지 수많은 유명 레스토랑들이 이곳에서, 혹은 이곳에 입점한
브랜드에서 식재료를 얻는다. 특히 정육과 치즈 등 한 집 건너 한 집이 MOF(프랑스 최고
장인)가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품질 면에서는 보장된 곳이라 할 수 있다.

POISSONNERIE
DURAND
푸아손리 듀랑
브리타니, 노르망디 등의 연안에서
소형 보트, 줄낚시로 잡아 올린 생선과
해산물만 취급한다. 한눈에 봐도 선도
좋은 해산물들은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입고되어 통째로 올리거나, 생선은
필레 형태로 손질하기도 한다. 파트릭
앙리룩스PATRIC HENRIROUX 셰프의 <라
피라미드LA PYRAMIDE> 등 리옹과 인근
지역의 유명 레스토랑과 호텔에 납품할
만큼 오랜 시간 품질을 인정받아왔다.
1868년 설립되어 폴 보큐즈
마켓에서는 1977년부터 영업을 했다.

1920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굴 전문점으로
굴 수확기인 9월에서 4월까지만 문을 연다.
굴 외의 해산물도 취급하면 수익 면에서 더
좋지 않겠냐는 물음에 “굴 이외의 것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뚝심.
굴은 리옹에서 800km가량 떨어진 해안
지역에서 전날 주문 수량에 맞춰 전문가들이
갓 수확해 입고시킨다. 부되즈BOUDEUSES, 피네
드 클레르FINES DE CLAIRES 등 취급하는 굴마다
품종 이름표가 붙어 있지만 손님들은 1번에서
5번까지 번호로 주문을 한다. 번호가 높을수록
작은 굴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주로 2번에서
4번 굴을 선호한다고. 레몬만 뿌리거나, 후추만
뿌리거나, 그냥 먹거나 굴마다 먹는 방법도
친절히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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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여전히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랑 호텔 디외>에 2019년 가을,
3,600m² 규모의 ‘국제미식센터 CITÉ INTERNATIONALE DE LA GASTRONOMIE’가 문을
연다. 식재료와 다양한 맛에 대한 이해, 잘 먹는 법과 그에 따른 우리 몸의
변화를 마치 ‘맛의 길’을 따르는 듯한 느낌으로 꾸린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예정. 또한 특정 국가나 음식에 대한 특별 전시도 마련될
예정이며 관람객은 음식을 만지고 맛보고 느끼는 감각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요리사와 제빵사, 치즈메이커, 정육사, 와인 생산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시연하는 쿠킹 클래스도 열린다. 덕분에 리옹이 세계
미식 수도라고 생각하는 이곳 시민들의 자긍심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

LA
COMMUNE

GRAND-HOTEL DIEU

라 코뮌

그랑 호텔 디외

리옹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
확실히 지금 리옹에는 푸드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의 바람이
부는 듯하다. 지난 2018년 4월, 38개의 숍과 함께 일부 공간을 오픈한
<그랑 호텔 디외>가 대표적이다. 가로 길이만 375m, 넓이 51,500m²의
공간은 리옹을 넘어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여전히 공사를 이어가는
중이지만, 벌써 하루에 대략 3만 명이 찾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6월 완공 시 하루 7만 명의 방문객이 기대된다고. 근래 문을 연
최신식 복합 문화 공간임에도 고전적인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무려 12세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2010년까지,
약 8백여 년 동안 프랑스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했던 병원으로, 유럽
내에서 리옹을 의학의 근거지로 거듭나는 데 일조 했다고. 몇 세대에 걸친
리옹 토박이들은 모두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번의
개보수 공사 과정에서 1764년 만들어진 지붕 위 돔은 어느덧 리옹의
상징이 되어 와이너리의 레이블, 각종 기념품, 우표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패션, 디자인, 식료품, 레스토랑과 바, 카페 등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다양합 숍들은 모두 ‘하이 레벨 브랜드’를 지향한다. 일례로 맥도날드가
입점을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다. 그중 3백50석의
가장 큰 규모로 오픈한 레스토랑 <르 그랑 레펙투와LE GRAND RÉFECTOIRE>는
‘구내 식당’이라는 뜻처럼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지향한다. 주방은 모나코의 미쉐린 1스타 셰프 마르셀
라뱅MARCEL RAVIN이 총괄하는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아프리카 등 키친
크루를 글로벌하게 구성했다. 현지 식재료와 다양한 레시피의 접목을
꾀한 ‘믹스 모던 리오네즈 푸드’를 추구하는 셰프가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주문한 음식들도 브라스 닭,
가리비 등 메인 재료는 프랑스다운 반면 샤프란 라이스와 치킨 스톡,
코코넛 밀크 등을 조합한 사이드 디시는 마치 우리의 닭죽 같기도 했고,
석류, 화이트 치즈, 마늘, 허브, 퀴노아의 조합은 우리에게도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이국적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 보였다. 레스토랑 키친
뒤편에 있는 철계단을 한참 오르면 창고나 있을 법한 공간에 별안간 바가
나타난다. 누가 말해주지 않고서야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놀랐다. 식전이나 혹은 식후에 잠시 들러 칵테일이나 샴페인
한 잔을 즐기기에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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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RRE DESCUBES

창업을 꿈꾸는 요리사들의 모임
여러 음식을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
개념이 우리에게 전혀 새롭지 않다 할지라도,
리옹에는 <라 코뮌>이 오픈하기 전까지 비슷한
장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이곳은 단순히
푸드코트를 넘어 창업을 꿈꾸는 요리사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키친을 사용하고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푸드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고 있다.
덕분에 손님들은 치즈, 샤르퀴트리를 활용한 전통
프렌치부터 세비체, 스시, 라멘, 향신료 가득한
인디언 푸드와 버거 그리고 디저트 타임을 위한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컬리너리 스툴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샤르퀴트리 컨퍼런스 등 전문 지식
공유의 장이 되기도 하고, 벼룩시장이 열리거나
챔피언스리그 관람장소로도 변신하는 등 ‘옛 마을의
광장 역할’을 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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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의 부숑 리오네
부숑BOUCHON 은 문자 그대로는 코르크를 뜻하고, 리옹에서는 와인과 함께 리옹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대중 식당을 일컫는 말이다. 부숑의 전통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부숑 리오네 협회는 2백여 개에 달하는 심사 항목을 통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23개점에 불과할 만큼 까다롭다.
그러나 협회와는 별개로 리옹 시민에게 선술집처럼 편안한 전통 식당은 대체로
‘부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둥근 와인잔, 빨간 체크무늬 테이블보,
나무 테이블, 구리 냄비, 벽에 걸려 있는 도기와 수많은 액자 등이 모두 부숑의
상징적 이미지다. 리옹 크레키CRÉQUI 로드에 위치한 <다니엘 & 드니스> 본점은
부숑의 정석과도 같은 곳으로 이런 소품들이 작은 공간을 올망졸망 채우고
있다. 이곳의 오너 셰프 조세프 비올라JOSEPH VIOLA는 요리부문 MOF(프랑스
최고 장인)이기도 한데, 부숑에서도 MOF가 나오다니 과연 이것이 미식 도시의
위상인가 싶었다. 이 작은 오해는 레스토랑을 방문한 다음 날, 보큐즈 도르
대회장에서 키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셰프를 만나면서 풀렸다. 레스토랑의
이름이 왜 ‘다니엘&드니스’인지 물었더니, 1968년부터 운영되어온 부숑을 셰프가
2004년에 인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가 MOF를 획득한 해이기도 하다. 왜 이름을
바꾸지 않았냐는 물음엔 “부숑은 리옹의 전통 그 자체다. 역사를 간직한 장소의
이름을 바꾸는 건 부숑의 의미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조세프 비올라 셰프는 부숑의 전통을 잇는 핵심은 ‘마숑MÂCHONS’에 있다고
했다. 마숑은 리옹의 실크 공장 노동자들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먹던
전통 음식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 와인 등을 재료로 사용한다. <다니엘 &
드니스>에서는 포트 와인 소스에 조린 삼겹살 요리나 파슬리 비네그레트를
곁들인 팬프라이 송아지 간 요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2009년 파테 대회에서
수상한 ‘파테 엉 크루트PATE EN CROUTE’나 크넬도 추천 메뉴다. 크넬은 생선을 으깨
만든 반죽에 갑각류 껍질을 이용한 낭투아 소스를 곁들이는 리옹의 빼놓을 수
없는 전통 음식이다. 코스 메뉴도 주문이 가능하지만, 부숑의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는 다양한 요리를 한데 펼쳐두고 좋은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게 어쩐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가격도 착하다!

DANIEL ET DENISE
다니엘&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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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Rue de Créqui, 69003 Lyon
+33 4 78 60 66 53
www.danieletdenis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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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옹식 클래식 프렌치를 맛보고 싶다면
리옹 시가지에서 북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 샤슬레CHASSELAY. 인구수 3천이 되지 않는 이곳에
MOF 셰프가 이끄는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 자체로 기대가 됐다. 현재 해비치호텔&리조트 F&B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규 셰프가 견습 생활을
하며 ‘오트 퀴진의 기본을 배웠다’고 말한 곳이기도
하다. 늦은 저녁에 도착해 이미 적막이 내려앉은 마을에
레스토랑 건물만이 불을 밝히고 있던 터라 존재감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세미
프라이빗 형태의 넓은 다이닝 홀은 혹 동네 사람들이
이곳으로 다 모인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가득 차 있어
활기를 띠었다.
이곳의 오너 셰프 기 라소제GUY LASSAUAIE 는 샤슬레
마을에서 4대째 요리사를 지낸 집안에서 태어났다.
1984년 자신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을 오픈했을
때 어려서부터 먹어온 전통 음식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을 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 특히 리옹 인근의
민물고기와 해산물에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셰프가
특별히 준비해준 코스 메뉴에는 실로 다양한 해산물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인의 파티스리
리옹의 수많은 제과점 중 <이리야>로 향하게 된 건 한국에서의
인연 덕분이다. 외국인 최초로 MOF에 이름을 올린 김영훈
파티시에와의 인터뷰 도중 그가 인생의 스승으로 필립
이리야PHILIPPE HIRIART 셰프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필립 이리야
셰프 역시 제과 분야 MOF로 리옹 내에서는 후학 양성에
앞장서는 인물 중 하나로 유명하다. 제과점 외양은 의외로
소박했다.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규모에, 안으로
들어서자 주방은 이제 막 덧칠한 듯한 분홍색 페인트로도
세월의 흔적이 가려지지 않았다. 1960년 아버지가 시작한 이
가게에서 같은 해 태어나고 자란 셰프는 1978년 본격적으로
제과업에 뛰어들었고, 2004년 정식으로 가게를 물려 받았다.
이 작은 가게에서 14년간 가르친 견습생만 47명. 리옹시는
최근 그 공로를 인정해 장인 표창을 수여했다. 무엇보다 셰프의
가르침이 빛나는 제과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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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이리야 셰프
<이리야>의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잘 관리하고 유지하며 ‘사람들이 배움을 얻
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것은 어찌 보
면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익숙해진 듯해도 수많은 변수가 일어
나고, 그에 잘 대처하며 새로운 것도 가르쳐야 한다. 그 길에서 부
모 자신도 계속 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 자신이 누
군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한국과의 인연이 깊다고 들었다.

HIRIART

GUY
LASSAUSAIE

이리야

기 라소제

한국 견습생과의 인연으로 1994년 한국을 처음 방문해 <리치몬드
제과점>과 세미나를 열었다. 이후 매년 각종 세미나와 제과점 컨설
팅을 목적으로 한국에 3주 정도 머물렀다. 그러면서 한국팀을 2년
마다 열리는 ‘쿠프 드 몽드(월드 페이스트리 컵)COUPE DU MONDE’에 출
전시켜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1997년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시킨
후, 2001년부터는 김영모 회장과 함께 한국 예선전을 개최해 한국
대표팀을 선발했고, 2013년까지 팀을 직접 지도했다.
프랑스에서 제자를 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팀을 직접 코
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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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분야 안에서는 우리 모두 가족이다. 가족 중 하나인 한국의
제과 발전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 단순히 대회 참
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과 기술이 공
유되기 때문이다. 선수 외에도 함께 프랑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거나, 프랑스의 제과 기술자들과 한국을 방문하
는 등 프랑스 제과 산업과 한국 제과 산업의 깊이 있는 교류의 장
을 열고자 했다.

1 Rue de Belle-Sise, 69380 Chasselay
+33 4 78 47 62 59
www.guy-lassausaie.com

견습생을 뽑을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나?
올랐다. 아뮈즈부슈로는 오징어와 전복이, 코스의 첫 번째로 셰프의
시그너처 메뉴 중 하나인 ‘산새버섯과 개구리를 곁들인 달걀 요리’가
나온 데 이어 ‘스파이더 크랩과 아메리칸 사프란’, ‘올리브 오일에 조리한
노랑촉수(농어과의 물고기), 삶은 펜넬과 퀴노아, 레몬 사프란 소스’가
올랐다. 아마도 4박 5일간의 리옹 여행에서 해산물을 가장 많이 만난 날일
것이다. 코스 시작 전 우리를 맞이했던 기 라소제 셰프는 메인인 브라스
닭 요리까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때가 돼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운영’은 수셰프에게 맡기고, 여전히 조리대 앞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생선 파트’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사실 1994년 미쉐린 1스타를 받은
후, 2009년 2스타를 획득한 레스토랑은 올해 들어 별 하나를 잃었다.
그렇지만, 수년간의 그의 요리 행적과 주방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달라진 건 오직 별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느껴지는 에너지를 많이 본다. 물론 그 느낌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오래 두고 보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견습생도 1년
에서 2년 계약을 맺는다. 현재 수셰프도 여기서 일한 지 30년, 매
장을 책임지는 매니저도 11년이 됐다. 여담이지만, 저녁 파트 타임
한 자리는 제과 업종이 아니더라도 학교를 다니며 학비를 충당하
는 아이들을 위해 꼭 비워둔다.
제과인으로서 국가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를 관통하는 조언을
하나 해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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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Rue Paul Bert, 69003 Lyon
+33 4 78 54 68 10
blog.philippehiriart.com

MOF를 준비할 때 나를 지도해준 장 마르 기요JEAN MARC GUILLOT 셰
프는 재료 배합 등의 기술부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
해줬다. 가브리엘 파야송GABRIEL PAILLASSON 셰프는 철학, 제과인의
자세, 인격에 대해 몸소 실천하고 알려줬다. 이 자리까지 오면서 느
낀점은 ‘전수 없이는 어떤 기술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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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 스타오위
& 이윤영 셰프
두 사람 요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STAWOWY·LEE 다니엘 블뤼 셰프다.
LEE 내 경우 흔히 ‘거장’으로 불리는 셰프 아래서 일 해본 건 다니엘이 처
음이었다. 반면, 남편은 알랭 뒤카스, 피에르 가니에르 등 많은 셰프들 아
래서 수학했는데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늘 다니엘을 말한다.
STWOWY 다니엘 셰프와는 행사를 정말 많이 다녔다. 한 번은 와이너리
에서 열린 생일 파티 자리였는데, 손님 중 하나가 보모와 함께 왔다. 파티
에 참석한 사람들이 최고급 와인과 요리를 즐기는 동안에도 보모는 정원
에서 아이를 돌보며 식사를 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를 챙기지 않았는데,
그때 다니엘 셰프가 접시에 음식을 담아 냅킨까지 챙겨 정원으로 들고 나
갔다. 요리 외의 것에서도 세심한 시각을 유지하는 주방장은 드물다.
미국에서 돌아와 리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STAWOWY 굉장히 유서 깊은 미식 도시인 만큼 손님들이 레스토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길 줄 알고 지식도 매우 풍부하다. 첫 시도를 하기에 이
만큼 매력적인 도시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국적 감성의 프렌치
<알랭 뒤카스>, <피에르 가니에르>를 거쳐 뉴욕 <다니엘>에서
헤드 셰프를 지낸 그레고리 스타오위GREGORY STAWOWY 셰프와
한국에서 전통 조리를 공부하고 미국의 <라 신LA SCENE>, <더
프린스 오브 웨일스THE PRINCE OF WALES>를 거친 파트너 이윤영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다. 다니엘 블뤼 셰프의 키친에서 만나
부부의 연으로 이어진 두 셰프는 2015년 리옹에 <르 쉬프렘>을
열었다. 다니엘 블뤼 셰프는 그들의 새 출발에 기꺼이 투자자로
나서며 자리를 알아봐주고 테이블을 놓을 공간을 가늠하기 위해
줄자를 들고 다녔다고 한다.
방문하기 전 찾아본 사진 속 레스토랑은 작은 소품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온통 ‘브라스 닭’이었다. 이름도 닭 요리를 뜻하는
데다, 도착했을 때 문손잡이가 닭 장식인 것을 보고 이곳의 메인
재료임을 확신했다. 돌아온 대답은 ‘NO’. 그런데 왜 온통 닭
장식이냐는 물음에 이윤영 셰프가 “손잡이 하나 바꾸는 것도
엄청 비싸더라고요”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30년간 브라스 닭
요리를 선보이던 곳을 인수한 뒤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친구가 된 단골손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는다고 하니 짧은 시간 자리를 잘 잡은 듯 보였다.
프렌치 퀴진의 본국인 프랑스를 떠나 런던과 미국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그레고리 셰프와 한국인의 감성에
서양식 테크닉을 익힌 이윤영 셰프답게 트위스트한 프렌치
요리를 선보이는데, 우리가 방문한 날은 보큐즈 도르 대회차
리옹을 찾은 뉴욕 <카페 블러드> 팀과 컬래버레이션 메뉴가
진행되고 있었다. 레몬 소스를 곁들인 팔라펠, 리소토 튀김
등의 아뮈즈부슈나 마치 쌀알 같은 파스타 면 리소니와 블랙
트러플, 오징어, 몽도르 치즈를 곁들인 가리비 타르트부터 페퍼
아이스크림, 캄파리 젤리, 포멜로(자몽과 비슷한 과일)를 조합한
디저트 등 과하지 않은 다국적 터치로 발랄함과 진중함을
절묘하게 넘나들었다.

LE SUPRÊME
르 쉬프렘

LEE 다만 프랑스 중에서도 리옹은 텃세가 심한 편이다. 2011년 처음 들어
왔을 때, 우리 부부가 미국인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시세보다 더 높은 값을
쳐주겠다고 해도 건물을 내어주지 않았을 정도다. 그렇지만 한 번 마음을
열면, 그만큼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이제 손님들은 선물을 사오고 자신들
의 집으로 초대를 해주며 친구가 됐다.
리옹은 프랑스에서 인구 대비 레스토랑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다.
레스토랑 콘셉트 고민이 많았을 것 같 같다.
LEE 손님과 위치, 무엇을 할지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긴 시간 우리가
해온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크림이나 버터를 많이 쓰기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고 가벼운 음식을 선호하고, 메뉴를 짤 때 계절 재료에서 출발한다.
<르 쉬프렘> 요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STAWOWY 클래식 프렌치 가스트로노미에 기반한 ‘재미있는’ 트위스트
다. 재료는 익숙하지만, 의외의 조합으로 손님들을 놀래주고 싶다. 소고기
와 흑마늘을, 가리비에 패션프루츠를 조합하는 등 아시안 플레이버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식재료와 그 특성에 맞는
조리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채 독특한 맛이나 화
려한 비주얼만 좇는 요리는, 사실 요리라고 할 수 없다.
요즘 즐겨 쓰는 식재료는?
LEE 토란 같은 뿌리 식물이나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는 흑마늘, 관자
와 농어, 비둘기. 리옹은 계절에 민감한 도시다. 그에 반하는 식재료가 테
이블에 오르면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고, 겨울이 되면 야생 짐승을 많이 쓰
는데, 언제부터 메뉴를 시작하는지 문의 전화가 올 정도다.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들려달라.
STAWOWY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있는 셰프와 서로 레시피를 공유
해 각자 연구하고 있다. 상대방의 레시피를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낸 뒤 올
해 6월, 컬래버레이션 디너를 열 계획이다. 한국에서도 여름쯤 인터컨티넨
탈 호텔에서 행사를 하게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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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활동 무대가 주로 프랑스와 미국이라 한국에서 요리할 기회가 별로
없다. 기회가 있다면 한국 셰프들과도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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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트로노믹 초콜릿
론 지역의 와인 명가
리옹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들른 에르미타주L’HERMITAGE 는
프랑스 북부 론 와인 지역에 속한 AOC
중 하나다. 겨울이라 황량했지만 눈앞에
광활하게 펼쳐진 포도밭 언덕이 수확철의
풍요로움을 가늠케 했다. 그중 메종
엠샤푸티는 에르미타주를 비롯한 론 지역
전반과 프로방스, 페르피냥, 그 외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등지에서도 와인을 생산하는
프랑스 대표 와인 명가다. ‘뉴월드’로
뻗어나간 이유는, 프랑스의 AOC만큼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개성 있는 와인 생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2년 첫 유기농
와인을 출시하면서 바비오다이내믹 농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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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 엠샤푸티에

와인 외에 에르미타주 지역의 명물을 하나 더 꼽으라면 바로
초콜릿이다. 물론 카카오 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초콜릿 브랜드 발로나의 본거지이기 때문. 2013년 오픈한 발로나
박물관 <시테 뒤 쇼콜라>는 자사 브랜드는 물론 초콜릿 자체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청각, 후각,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전시, 초콜릿과 관련된 상식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까지 그야말로 초콜릿 러버들의 놀이터다.
2층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는 초콜릿을 활용한 요리, 핫초코
등도 즐길 수 있다. 발로나의 역사는 1922년 론 밸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페이스트리 셰프 알베리크 기로네ALBÉRIC GUIRONNET가
당시 시중에 판매되던 초콜릿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만들면서 시작됐다. 좋은 초콜릿의 첫 번째 조건인 좋은 카카오
빈 수급에 1백여 년 동안 공을 들인 결과, 현재 96%의 카카오
빈을 발로나만의 프라이빗 농장에서 공수한다. 유행처럼 떠오른
‘빈투바’ 역시 60년 전부터 실천해 산지 고유의 맛을 살리는 동시에
공정무역을 준수하고 있다. 빠르게 자리 잡은 발로나 브랜드는
1988년 페이스트리 셰프 프레데리크 바우FREDERIC BAU 가 합류하면서
또 한 번 변화를 거듭했다. 그는 케이크, 무스, 비스킷, 글레이징에
머물렀던 초콜릿을 페이스트리 디저트, 레스토랑 디저트 레시피를
개발하며 지금의 ‘가스트로노믹 초콜릿 신’을 이끈 주역이다.
아마 가까운 파티스리를 찾으면 제품 하나쯤은 발로나 초콜릿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디저트 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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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하고 현재까지 모든 와인을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덕분에 코트 뒤 론 지역 3대 와인 회사 중 최대 면적의 포도밭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최소 수확량을 기록하는 등 유별난 품질 관리로도 명성이 높다.
시음한 4가지 와인 중 레드 와인 ‘크루아 드 부아2005 CROIX DE BOIS’와 화이트 와인
‘르 메알 2012LE MEAL’이 론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었는데, 시라 품종을 중심으로
주로 레드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로컬 품종 마르산 100%로 만든 르
메알 2012가 단연 인상적이었다. 4헥타르 크기의 점토와 자갈로 이루어진
싱글 빈야드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들어 미네랄이 풍부하고 이미 7년이나
지난 빈티지임에도 여전히 신선했다. 구운 견과류 풍미가 묻어나 소스 맛이
진하지 않은 육류와의 매칭도 제법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이어진 <마리우스
비스트로MARIUS BISTRO>에서의 점심 식사에 양파 퓌레를 곁들인 파테와
매칭됐다. <마리우스 비스트로>는 최근 와인 투어를 새롭게 전개하는 메종
엠샤푸티에가 오픈한 호텔 ‘르 파빌론 드 에르미따주LE PAVILLON DE L’ERMITAGE’의
레스토랑으로 단품, 혹은 3코스에 29유로라는 좋은 가격으로 프렌치 요리와
메종 엠샤푸티에의 와인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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