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리장인 하마노 노리유키(浜田 統之)는 일본 료칸의 요리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던 중 일본의 식문화
를 지탱해온 생선에 주목했습니다. 나아가 토지 본연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해당 식재료에 적합한 농법
으로 재배하는 생산자를 직접 찾아가 고집스럽게 엄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즈오카의
생선 가게에서 이야기를 듣고 야이즈까지 찾아가 생선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어떤 뛰어난 기술이
있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요리의 세계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온 하마다. 그만
의 섬세한 감성으로 각 재료의 개성을 조합하여 재료가 지닌 맛을 이끌어냅니다. 일본 료칸에 머무는 동
안 일본의 풍요로운 바다, 맑은 강, 자애로운 땅의 장점이 느껴지는 엄선된 식재료의 숨결은 물론, 나아
가 그 식재료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고객께 ‘맛있게’ 전하기 위해 도달한 결론이 바로 ‘Nippon 퀴
진’입니다.

일본 료칸 ‘호시노야 도쿄’가 세계에 전하는 요리
‘Nippon 퀴진’이 드디어 완성

2017년 3월 1일, 코스 요리 첫 선을 보입니다

호시노야 도쿄 (도쿄 오테마치)

일본 료칸 ‘호시노야 도쿄’(도쿄 오테마치)가 2017년 3월 1일부터 다이닝의 디너 메뉴로 새로운 스타
일의 요리 ‘Nippon 퀴진’을 제안합니다.
이 요리는 일본의 다채로운 식재료 중에서 조미료 하나하나까지 엄선한 요리장의 정성과 세계적인 경

연대회에서 호평받은 정확한 기법을 통해 탄생한 일본 특유의 프랑스 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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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고등어’

일본 료칸에서 탄생한 ‘일본 퀴진’

호시노야 도쿄: Nippon 퀴진
■기간: 2017년 3월 1일~
■예약 방법: 석식이 포함된 숙박 패키지를 선택
■요금: 18,000엔 (세금 · 10% 서비스 요금 별도) ※숙박 요금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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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확한 기술과 일본다움이 빚어내는 불-일 요리의 융합

1. 지금껏 접시에 오른 적이 없는 무명의 생선이 등장

이번 코스에서는 생선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시장에
나오지 않고 생산지에서만 소비되었던 생선과 조리법이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생선에 눈길을 돌려 뼈와
서덜까지 버리는 부위 없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망치고등
어와 쥐치, 아귀, 가오리 등 프랑스 요리에서는 거의 사용
되지 않는 생선도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또는 버려졌던 부위까지도 맛있고 가치 있는 요리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 하마다는 프랑스 리옹에서 2년에 한 번 개최되
는 요리 경연대회 ‘보퀴즈 도르’에서 일본인 최초로 종합
3위에 올랐습니다. 생선 요리로는 세계 1위의 점수를 받
았습니다.
맛과 모양은 물론 독창성과 정확성, 스피드까지 요구되

는 콘테스트에서 인정 받은 그의 기술은 그야말로 세계
굴지의 실력입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식재료를 접하며 길러진 하마

다의 미각은 감칠맛을 포함한 다섯가지 맛(단맛·쓴맛·신
맛·짠맛·감칠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육수와 향신채
를 절묘하게 사용해서 표현하는 일본다움에 대한 깊은 탐
구심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공인된 수준 높은 프
랑스 요리 기술과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마다의 몸
안에서 융합되어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2. 식재료가 지닌 관계를 접시에 표현한 9가지 요리

음식은 몸을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하마다는 적
합한 방법으로 재배된 식재료, 숲과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식재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식재료가 성장한 배
경을 떠올리며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해초나
바위 그늘에 몸을 감추며 사는 생선의 경우, 살을 잎으로
감추고 접시 가장자리에 배치합니다. 어떤 요리에서는 버
섯과 함께 낙엽을 가져와서 그 잎으로 쪄낸 요리를 완성
해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일본의 오랜 지혜와 노하우를
도입하여 각종 관계를 표현한 총 9가지 요리를 선보입니
다.

▲접시 한켠에 몸을 숨긴 은어

올봄에 새로 선보이는 코스

새롭게 제안하는 디너코스의 3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잡어 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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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코스 요리 【예】18,000엔/1인 (세금·서비스 요금 10% 별도)
그때 그때 들어온 최상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요리장 하마다가 고객에 대한 마음을 담은 코스 요리.

각각의 요리에 적합한 추천 와인과 사케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鮮’ 옥돔과 순무
색을 입히지 않아 나뭇결이 살아 있는 도시락 상자를

열면 비늘을 제거하지 않고 구운 옥돔이 유자향과 함
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강유로 바삭하게 구워낸
껍질과 부드럽고 두툼한 살이 맛있는 식감을 연출합니
다. 사케로 만든 유자 소스는 요리에 향기로운 맛을 더
해줍니다.

‘石’ 5가지의 의미
하마다를 상징하는 요리 중 하나. 다섯가지 맛(신맛·
단맛·쓴맛·짠맛·감칠맛)을 각각의 조그마한 요리에 담
아 섬세한 기술로 표현한 작은 코스입니다. 요리에 맞
춰 돌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예 (왼쪽부터)】
도미 타르타르
양파 그라탕 수프
고둥과 에스카르고 버터
가다랑어 부뎅과 사과
감과 크림치즈를 넣은 백합근 찜

‘温’ 아귀
아귀를 고아 만든 맑은 엑기스에 고기·야채 육수를

더한 수프. 우선 감칠맛이 응축된 맑은 수프를 맛보고
나면 그릇 바닥에 놓인 아귀 간이 서서히 녹아 진한 국
물이 만들어집니다. 절묘하게 익힌 아귀 살은 입안에
서 살살 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즙을 더해 한 가
지 요리를 코스로 맛보는, 전례 없는 식감의 아귀 수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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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설명 : 호시노야 도쿄
소재지: 도쿄도 지요다구 오테마치 1-9-1
호시노야 종합 예약 센터:    +81-50-3786-1144
URL : www.hoshinoresorts.com/kr/resortsandhotels/hoshinoya/tokyo.html
객실: 총 84실 공용 시설: 온천, 다이닝, 스파, 강당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2:00
요금: 1박 1실 72,000엔~ (세금·서비스 요금 10% 포함, 식사 별도)
석식: 18,000/1명(세금·서비스 요금 10% 별도)
교통: 도쿄역 마루노우치 북쪽 출구에서 도보 10분

▲아름다운 식기로 다시 태어난
진다이보쿠 기둥과 못

▲다이닝 입구

◆호시노야 도쿄 ‘다이닝’

일본의 전통 양식을 중시하면서도 현대인에게 맞춘 쾌
적함을 도입한 진화형 일본 료칸 ‘호시노야 도쿄’. 이곳
의 지하 1층에 자리한 다이닝에서는 지층을 연상하여 미
장한 벽과 커다란 바위가 고객을 맞이합니다. 입구를 지
나면 다다미가 깔린 6개의 단독 룸이 있으며, 이곳에는
다다미에 높이를 맞춘 식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
다. 단독 룸 외에도 4개의 테이블 좌석과 카운터 좌석
이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가 감도는 차분
한 일본 료칸이라는 공간에서 료칸이 제공하는 실내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일본 퀴진’을 맛보실 수 있는 다이
닝입니다.

식기는 하마다와 친분이 있는 도기와 칠기, 목공예품,
칼 장인들이 일식기와 일본을 연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시노야 도쿄’를 건설할 때 출
토된, 에도시대의 무사가 살았던 저택의 기둥으로 알려
진 진다이보쿠(神代木: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던 나무
중 화산재 등으로 인해 변색된 나무)는 현대의 나무 사이
에 삽입됨으로써 아득히 먼 시간을 초월하여 아름다움
식기가 됐습니다. 기둥에 박혀 있던 못은 일본의 전통적
인 대장장이의 손을 거쳐 푸드 픽(pick)으로 재탄생했습
니다. 장인들과 하마다가 표현하는 세련된 일본이 각각
의 식기에도 반영됐습니다. 식재료 생산자뿐만 아니라
식기를 만드는 장인들과의 만남과 교류 또한 하마다의
영감을 자극하여 요리의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시노야 도쿄 ‘식기에 대한 고집’

◆호시노야 도쿄 요리장 하마노 노리유키 프로필

1975년 돗토리현 출생. 18살부터 이탈리아 요리의 세계에서 실력을 쌓고
24살에 프랑스 요리로 전향

2000년 FFCC 프랑스 요리 대회 출전
2004년 보퀴즈 도르 세계 요리경연 대회 일본 대회에서 사상최연소 우승
2005년 보퀴즈 도르 세계 요리경연 대회 세계 대회 출전
2007년 보퀴즈 도르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
2010년 르 떼땡져 국제요리상 대회 재팬에서 3위 입상
2012년 보퀴즈 도르 세계 요리경연 대회 아시아 대회에서 준우승
2013년 보퀴즈 도르 세계 요리경연 대회

프랑스 대회 본선에서 세계 3위로 동메달 수상
2016년 호시노야 도쿄 요리장 취임
2017년 보퀴즈 도르 세계 요리경연 대회

30주년 기념 갈라 디너에서 전세계 약 1,500명의 미식가에게 생선 요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