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Foods

Truffles

땅속의 진미
송로버섯
송로버섯은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귀한 식재료다. 나무뿌리에서 자라기 때문에 손으로 땅을
파내야 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수 세기에 걸쳐 후각이
뛰어난 동물의 도움을 받아 송로버섯을 채집해 왔다.

Buried
Treasures

Truffles are one of the world’s most
luxurious ingredients, but sourcing them
means getting your hands dirty, as they
must be dug up from the roots of trees.
It’s a hunt that Italians have
engaged in for centuries, with a bit of
help from some furry friends.

다니엘레 궤리에리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전원 지대

Daniele Guerrieri stands in the courtyard of Borgo

한복판, 볼테라 인근에 있는 고급 휴양지 겸 유기농 농장인

Pignano, an estate, luxury resort and eco-farm in the heart

‘보르고 피냐노’의 마당에 서 있고, 그의 발치에서 개 한 마리가

of the Tuscan countryside. At his feet jumps an excited

신나게 뜀박질을 하고 있었다. “얘가 파토예요. 이 녀석 없으면

little white-and-black-flecked dog. “This,” says Guerrieri,

오늘 저녁에 송로버섯도 없습니다.” 20년 이상 송로버섯을

who’s been hunting truffles for over 20 years, “is Pato.

채취해 온 궤리에리가 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Without him, there will be no truffle dinner tonight.”

송로버섯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사랑받아 온 별미다.

Truffles have been appreciated since the time of the

서구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요리책으로 추정되는

Babylonians. The Romans loved them so much that six

<아피키우스>에 송로버섯이 들어간 조리법이 여섯 개나 들어

truffle recipes were included in Apicius, thought to be the

있을 정도이니 고대 로마인의 송로버섯 사랑을 능히 짐작할 수

oldest surviving cookbook in the West. Looking at them,

있다. 송로버섯은 일반 버섯과는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you wouldn’t think much of the grayish or black lumps. But

그냥 보기에는 거무스레하거나 희끄무레한 덩어리 모양이지만,

as soon as their scent hits your nose, things change. They

사실 이 모양새보다 더 특별한 것은 송로버섯 특유의 진한

emanate a pungent smell reminiscent of freshly plowed

향이다. 막 갈아엎은 흙에서 나는 냄새를 연상시키는 톡 쏘는

soil, garlic and expensive leather. Their texture is firmer

듯한 향으로, 마늘과 질 좋은 가죽 냄새도 살짝 난다. 식감은

than mushrooms’, and they’re almost always used raw,

일반 버섯보다 단단하며 대부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다.

often shaved or grated to give dishes a nutty, earthy flavor.

얇게 저미거나 갈아서 요리 위에 뿌리면 고소한 견과 맛과
알싸한 마늘 맛, 그리고 흙내를 느낄 수 있다.
송로버섯은 귀한 몸이니만큼 비싼 가격에 팔린다. 특히

Truffles’ rarity makes them expensive (especially white
truffles, which can’t be cultivated). They grow at the roots
of certain trees, and trained animals are needed to find

다니엘레 궤리에리, 알레시오 베르니니, 그리고 파토가 토스카나의 숲에서
송로버섯을 채취하는 모습(왼쪽 페이지). 송로버섯은 대단히 복합적인 독특한 향이
난다(위). 나무뿌리에서 자라는 송로버섯은 땅을 파서 캐내야 한다(오른쪽).

Daniele Guerrieri, Alessio Bernini and Pato hunt for truffles in the
woods of Tuscany (opposite). Truffles have a smell reminiscent of
freshly plowed earth, garlic and expensive leather (above). The tubers
must be dug out from the roots of certain types of trees (right).

흰 송로버섯은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아니어서 더욱더 비싸다.

them. Until the 1970s, Italians often used pigs, but these

특정 나무의 뿌리에서 자라는 야생 송로버섯을 채취하려면 특별

were banned because they caused too much damage to

훈련을 받은 동물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에서는 1970

the soil and roots. Now, it’s up to dogs like Pato.
Before setting off on the truffle hunt, Guerrieri’s fellow

년대까지 돼지를 주로 활용했으나 토양과 나무뿌리를 심하게
훼손해 현재는 금지된 상태다. 그 대신 파토처럼 훈련받은

hunter, Alessio Bernini, explains how they must work with

개가 ‘사냥’에 따라나선다.

the animals. “It takes six months to train a truffle dog, and
they can’t hunt more than two hours at a time because it’s

송로버섯 사냥에 나서기 전, 궤리에리의 동료인 알레시오
베르니니가 사냥에 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stressful to them,” he says. “By nature, dogs will sniff out

“개를 훈련하는 데 약 6개월이 걸려요. 사냥에 나서면 한 번에

other animals, not tubers. In the woods, they only manage

2시간 이상은 못 하고요. 개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not to be distracted by the scents of foxes or rabbits for two

베르니니는 “숲에서 송로버섯을 찾다 보면 여우, 토끼 같은

hours and then they have to be replaced by another dog.

다른 동물들 냄새도 맡게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버섯 탐색에

They also need to be trained to stop digging at a certain

집중한다는 것이 개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다”며 “나무 밑의

command, because, you see, they are gourmets too and

흙을 파다가도 주인의 명령 한 마디면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will eat the truffles themselves.”
Guerrieri is equipped with a rather vicious-looking

내버려 두면 개들이 송로버섯을 다 먹어 버린다고.

long-handled spade. “This is called a vanghino,” he

궤리에리는 기다란 손잡이가 달린, 조금 무시무시해
보이는 삽을 들고나왔다. “‘방기노’라는 도구예요. 일단 파토가

explains. “Once Pato has smelled a truffle and starts

냄새를 맡고 땅을 파기 시작하면 제가 손과 방기노를 이용해

digging, I use my fingers and the vanghino to free and cut

버섯을 채취하죠. 이때 흙과 뿌리를 충분히 남겨 놔야 해요. 		

out the truffle, very careful to leave enough of the soil and

안 그러면 송로버섯이 다시 자라지 않으니까요.”

roots because otherwise the truffle won’t grow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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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요리사가 미리 삶아 둔 감자에 밀가루와 달걀노른자를 넣고

heating cream and adding pieces of cheese until a smooth,

반죽해 뇨키를 만들었다. 뇨키를 익히는 동안 마르텔라가 크림과

thick sauce is achieved. Finally, he pours this over the

치즈로 소스를 만들었다. 뇨키에 소스를 붓고 그 위에 얇게

gnocchi and tops the dish with shaved white truffle.

저민 흰 송로버섯을 얹으면 완성이다.
보르고 피냐노 북동쪽에 위치한 토스카나의 주도 피렌체는

truffles, especially at the outstanding Savini Tartufi, in

‘사비니 타르투피’ 식당의 명성이 높은데, 1920년대부터

the historical Palazzo Bartolini. Run by the Savini family,

송로버섯 사업을 꾸려 온 사비니 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하는

which traces its roots in the truffle business to the 1920s, it

이 식당에서는 일곱 종류의 토스카나산 송로버섯을 맛볼 수 있고,

specializes in seven different types of Tuscan truffles, even

후식으로 검정 송로버섯이 들어간 티라미수도 즐길 수 있다.

using them in desserts like a black truffle tiramisu.
home with them might stop by Boutique del Tartufo, a shop

스테파니아 소키가 운영하는 가게인데, 보르고 피냐노에서

run by Guerrieri’s wife, Stefania Socchi, in Volterra, 15km

자동차로 15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다. 송로버섯이 들어간

down the road from Borgo Pignano. It sells white sauce

송로버섯을 넣어 뇨키를 만든다(왼쪽). 송로버섯을 달걀프라이와 함께 먹으면

화이트소스, 치즈, 살라미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갈아서

with truffle, cheese and salami with truffle, grated black

풍미가 살아난다(위). 송로버섯은 갈거나 얇게 저며서 먹는다(오른쪽 페이지).

올리브유에 담근 검정 송로버섯도 판매한다. 송로버섯은

truffle in olive oil and more. Truffles taste wonderful any

At Borgo Pignano, an estate and luxury resort, chef Vincenzo Martella
uses white truffle in a recipe for gnocchi (left). He says that truffles’
flavor comes out particularly well with fried egg (above). Truffles are
almost always used raw, either finely grated or shaved (opposite).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직접 채집해서 먹어 보면 그 맛은

way you eat them, but as Pato would surely agree, they’re

절대 잊지 못할 터. 그 사실만큼은 파토도 확실히 동의할 것이다.

even better when you hunt for them yourself.

Milan

ITALY

HITTING PAY DIRT Once the little group is deep in the

Rome

들어가자 파토가 흥분하기 시작했다. 밤나무
뿌리 근처에 코를 대고 킁킁대더니 이내
땅을 헤집기 시작했다. 역시나 그

woods, Pato begins to show signs of excitement. Digging
his snout into the root of a chestnut tree, he starts
scrabbling. A whitish, marble-sized lump is revealed,

자리에서는 구슬 크기만 한 흰

and Guerrieri gives Pato the signal to stop digging. Using

송로버섯이 모습을 드러냈다.

his fingers and the vanghino, he digs the truffle out. He

궤리에리는 파토에게 땅을 그만

carefully removes it, then smells and delicately squeezes it

파라고 신호를 준 뒤 마치 유물이라도

to test for firmness. It passes muster. During the two hours
they hunt, Guerrieri, Bernini and Pato find five truffles.

발굴하듯 조심스럽게 송로버섯을 파냈다. 그런 뒤 그는

Back at Borgo Pignano, it’s now chef Vincenzo

송로버섯에 묻은 흙을 털어 내고 냄새를 맡은 후 손으로
꽉 쥐어 보며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했다. 합격이다. 2시간 동안

Martella’s turn to get to work. “Truffles,” he says, “will

숲속을 누빈 끝에 궤리에리, 베르니니 그리고 파토는 		

turn the simplest dish into a gourmet meal. They’re often

총 다섯 개의 송로버섯을 찾아냈다.

shaved over pasta, which is fine, but the delicate flavor

보르고 피냐노의 주방장인 빈첸초 마르텔라는 송로버섯으로

comes out much better with gnocchi and, believe it or not,
fried egg and finely mashed potatoes with cream.”

만든 그의 대표 요리를 준비했다. “소박한 요리도 송로버섯을
넣으면 고급 음식으로 탈바꿈하죠. 대개는 얇게 저민 송로버섯을

Those looking to take some of Tuscany’s truffle delights

있는 ‘부티크 델 타르투포’가 제격이다. 궤리에리의 아내

고급 휴양지 겸 유기농 농장인 ‘보르고 피냐노’의 주방장 빈첸초 마르텔라는 흰

노다지 수확 송로버섯 사냥꾼들이 숲속 깊숙이

Florence is another excellent place to sample the region’s

이탈리아산 송로버섯을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산지다. 특히

토스카나산 송로버섯을 집에서도 맛보고 싶다면 볼테라에

Florence
Volterra

Northeast of Borgo Pignano, the Tuscan capital of

Martella proceeds to prepare potato gnocchi with

파스타 위에 얹어 먹는데, 뇨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sheep-cheese sauce and white truffle. An assistant mixes

달걀프라이, 크림을 넣은 매시트포테이토와 곁들여 먹으면

boiled potatoes, flour and egg yolk to make the gnocchi,

은은한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르텔라는 양젖으로

which are thrown into boiling water until they rise to the

만든 치즈소스와 흰 송로버섯을 곁들인 감자 뇨키를 준비했다.

surface. Meanwhile, Martella prepares the sauce,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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