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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김치의 변신”
- 세계김치연구소, 서울특별시와 함께‘2018 김치셰프 콘테스트’개최 -

세계김치연구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8

김치셰프 콘테스트’가

월 2일 서울광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11

이번 대회는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누구나 김치를 맛있게 즐
길 수 있는 ‘맛있고 창의적인 김치요리’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개최되었다.
참가 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고등학생부터

대의 베테랑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

60

하여 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선에 진출한

개 팀은 예선에서 레시피의 해외 식문화 반영 정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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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능력, 요리의 독창성, 언어 표현력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출품
작은 레시피 표절 분석에 대해서도 검사했다.
서울김장문화제 개막일에 열린 이 대회에서 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
해 학생부와 일반부 각 3팀, 총 6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음식인 떡갈비와 김치,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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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를 조화롭게 조리하여 차별화를 시도한 ‘김치 떡갈비’, 바삭한 식감
을 살리고 김치파우더로 본연의 맛을 살린 ‘김치부각’과 살사소스에 백
김치를 더하여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김치살사’를 선보인 셔블팀
김경운, 김효일)이 차지했으며, 학생부 최우수상은 한식과 양식의 조합

(

인 퓨전요리 시금치소스와 마늘퓨레를 곁들인 ‘김치 롤라드’와 ‘김치 라
비올리’를 선보인 감빨다팀(우지민, 최미르)이 차지했다.
이밖에도 입상팀 가운데 줌마렐라팀(곽미선, 노정원)과 추리사팀(조경
빈, 이호진)은 뛰어난 상품성으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끌었다.
세계김치연구소 하재호 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발된 셰프들에게
국내외 식품행사에서 김치요리쇼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김치 응용 상
품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콘테스트는 다른 요리대회와 다르게 앞으로 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김치홍보대사를 선발하는 자리인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선발된 셰프들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첨부]

[

2018

김치셰프 콘테스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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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18 김치셰프 콘테스트 사진

사진

1.

사진

김치셰프 콘테스트 본선 단체사진

2.

김치셰프 콘테스트 대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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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

3.

4.

김치셰프 콘테스트 참가 작품

김치셰프 콘테스트 본선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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