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영양식, 렌틸콩
프랑스 중남부 오트루아르 주의 고유한 화산토에서 재배되는 르퓌산 렌틸콩. 특유의 풍미 

넘치는 맛과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최고의 식재료 중 하나다. 

CHECK 
YOUR PULSE
Cultivated in the unique volcanic soil of south-central France’s Haute-
Loire department, Le Puy lentils are considered some of the world’s 
best, attracting gastronomes from across the globe.

World Foods Lent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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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르콩드바르주 마을 부근에서 르퓌산 렌틸콩을 수확하는 모습(왼쪽 페이지).  

렌틸콩(아래)은 르퓌앙블레의 청과물 시장에서 살 수 있다(오른쪽).

Le Puy lentils are harvested in late summer near the village of Saint-
Arcons-de-Barges (opposite). The prized green lentils (below) are 
sold in Le-Puy-en-Velay’s fruit and vegetable market (right).

Twenty kilometers south of Le Puy-en-Velay, Lac du 

Bouchet shimmers on the horizon. Beneath a vast blue 

sky, the watery expanse is ringed by green pines. This 

is both the cultural and culinary epicenter of the Haute-

Loire region’s “Route de la Lentille Verte du Puy” (“Le Puy 

Green Lentil Route”). Set on the shores of the lake is the 

restaurant Chalet du Lac du Bouchet.

Even more enticing than the panoramic views is my 

lunch, because it is here that the Marion-Lashermes 

family serves up its lauded sur la route de la lentille. 

Country-style sausage and local cheese are accompanied 

by a generous helping of the region’s most famous 

export: sweet and savory greeny-blue Le Puy lentils. Each 

mouthful is spellbindingly different, proving the versatility 

of this little legume. The meal is rounded off by a verbena-

infused crème brûlée and a biscuit made with lentils. 

“Food tourists set their GPS for this appellation area,” 

says owner Marie-Laure Marion-Lashermes. Just like me, 

여행가들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이 지역으로 맞춘다”며 그들 

모두 “진짜 르퓌산 렌틸콩을 맛보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프랑스 중남부에 위치한 오트루아르 지방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렌틸콩을 재배해왔다. 

렌틸콩 재배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자연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원산지명칭협회는 이곳에서 경작하는 

렌틸콩에 대해 1996년 ‘원산지 통제 명칭(AOC)’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에 르퓌산 렌틸콩은 로크포르 치즈, 보르도 

와인처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오트루아르 주는 르퓌앙블레의 

비옥한 토양와 렌틸콩의 고유한 관계를 부각시켜 이곳을 ‘아주 

특별한 미식의 장소’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콩류(豆類)의 캐비아’라는 별명이 붙은 르퓌산 렌틸콩은 

단맛과 고소한 맛 기저에 화산토(火山土)에서 연유한 독특한 

흙내음을 품고 있다. 껍질이 얇아 요리 전에 불리지 않아도 되고, 

또한 전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요리하더라도 본연의 

단단한 식감을 잃지 않고 고유의 풍미를 간직한다. 르퓌산 

렌틸콩이 각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 섬유질, 칼륨, 철분, 칼슘, 

비타민 B가 풍부하며 지방은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다. 유엔 

산하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2016년을 ‘국제 콩의 해’로 

선언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르퓌앙블레에서 남쪽으로 2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부셰 

호수의 반짝이는 윤슬이 아름답다. 새파란 하늘 아래 드넓게 

펼쳐진 호숫가를 따라 푸른 소나무가 도열해 있다. 이곳은 문화 및 

미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트루아르 지방의 ‘루트 드 라 랑티유 

베르트 뒤 퓌’, 즉 르퓌산 렌틸콩의 중심이다. 호숫가 한쪽에는   

‘샬레 뒤 락 뒤 부셰’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눈앞에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부셰 

식당에서 맛본 점심 식사 중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 가늠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식당은 바로 마리옹 라셰름 집안이 

운영하는, ‘쉬르 라 루트 드 라 랑티유’, 즉 ‘렌틸콩으로 가는 길’

이라 명명한 메뉴를 선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시지에 르블레 

치즈를 곁들인 요리에는 이 지방의 가장 유명한 생산품, 바로 

달콤하면서도 풍미 있는 르퓌산 렌틸콩이 듬뿍 들어간다. 상큼한 

버베나 향이 가득한 크렘 브륄레와 렌틸콩으로 만든 비스킷까지 

더하면 완벽한 한 끼 식사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을 

내는, 이 자그마한 콩의 폭넓은 쓰임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메뉴다. 식당 주인 마리 로르 마리옹 라셰름은 “많은 미식 

she explains, “They all want to taste 

authentic Le Puy lentils.” 

The Haute-Loire region has been 

famous for its lentils since the days 

of the Roman Empire. Because their 

cultivation is intricately linked with the 

area’s unique terroir, lentils farmed in the region were 

awarded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AOC) status in 

1996. The pulse’s protected status is now on a par with 

Roquefort cheese and Bordeaux wine. The French state 

even designated Le Puy-en-Velay as a Site Remarquable 

du Goût, or an “extraordinary gastronomic location.” 

Nicknamed the caviar of pulses, Le Puy lentils have a 

sweet and nutty flavor with earthy undertones that come 

from the region’s volcanic soil. Their thin skin means they 

do not need to be soaked prior to cooking, and they retain 

their firm texture in any recipe. Le Puy lentils are also high 

in protein, fiber, potassium, iron, calcium and B vitamins 

and they contain very little fat. It is little wonder that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has named 2016 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Pulses.

Le Puy-en-Velay

Paris

FRANCE



94    
MORNINGCALM

마르콩 부자(父子)는 자신들의 식당에서 렌틸콩을 곁들인 요리를 선보인다(위, 

오른쪽). 100여 년 전부터 렌틸콩을 판매해온 사바로 식료품점(오른쪽 페이지). 

Father and son Régis and Jacques Marcon create incredible dishes 
featuring Le Puy lentils in their Michelin-starred restaurant (above, 
right). Sabarot has sold Le Puy lentils for over a century (opposite). 

TASTE OF THE EARTH To really understand what makes 

these little legumes so special, I talk to Myriam Rivet, a 

third-generation producer who presides over a petite lentil 

farm perched atop a volcanic plateau, 1,100m above a 

fairy-tale landscape of verdant hills. Like the area’s other 

AOC producers, she uses traditional growing methods, 

eschewing both fertilizer and irrigation. 

Rivet sows her lentil seeds in the cool of March and 

April. The mature lentils are then harvested in the heat 

between the start of August and mid-September. “This 

is a unique microclimate,” she says. “Le Puy seedlings 

are exposed to extreme cold at the beginning of their 

cultivation, then enjoy the exceptional summer sunshine, 

which accelerates growth and results in a fine flavor.”

In the nearby town of Saint-Bonnet-le-Froid, I meet 

Régis Marcon, who, with his son Jacques, runs Régis et 

Jacques Marcon, a restaurant with three Michelin stars. 

“Tourists come to this area for different reasons, such as 

the various sites and monuments,” says Marcon, referring 

to places like Le Puy-en-Velay’s frescoed cloisters and the 

Chapel Saint-Michel d’Aiguilhe, teetering atop an ancient 

volcano. “But lentils are also known to be lucky. Is it any 

surprise that visitors would come here to seek them out?”

Marcon explains that local cuisine has always used 

Le Puy lentils, usually with pork. “But now they’re also 

prepared in more modern recipes, with seafood, or even 

in desserts.” Marcon himself does so. In addition to an 

exquisite lentil ragout with truffles and smoked egg, his 

desserts include a lentil and almond tuile biscuit and 

vanilla-candied Le Puy lentils with sweet woodruff jelly.

The region’s markets — including Costaros’ Monday 

marché, one of the Haute-Loire’s largest — offer ample 

opportunities to purchase Le Puy lentils. Travelers to 

Le Puy-en-Velay can also visit the gourmet food shop 

Sabarot, one of the region’s oldest purveyors of dried 

legumes. There they can buy not just lentils but also 

products like Le Puy green lentil spread, taking with them 

a taste of the French earth to enjoy long after they have left 

French soil.  By Kathryn Tomasetti Photographs by Marina Spironetti

대지의 맛 이 자그마한 콩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해발 1100미터 용암 지대에 자리한, 7만 제곱미터 규모의 렌틸콩 

농장을 3대째 운영하고 있는 미리앙 리베를 만났다. 이 지방의 

다른 원산지 통제 명칭 작물 생산자들과 마찬가지로 리베도 오랜 

세월에 걸쳐 전승한 전통 방식으로 렌틸콩을 재배한다. 바로 

비료와 관개(灌漑)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리베는 렌틸콩 씨앗을 3월과 4월, 대기의 기온이 꽤 낮은 

서늘한 시기에 파종한다. 잘 여문 렌틸콩은 한 꼬투리에 두 

개씩 들어 있는데, 8월 초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수확한다. “이 

지역의 미기후(微氣候)는 독특해요. 르퓌산 렌틸콩 모종은 파종 

초기에는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었다가 여름에는 햇빛을 듬뿍 

받으며 자라죠.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 덕에 렌틸콩의 생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맛을 갖게 됩니다.” 리베의 말이다. 

근처 생보네르프루아 마을에서 레지 마르콩은 아들 자크와 

함께 미슐랭 별점 세 개를 받은 식당 ‘레지 에 자크 마르콩’을 

운영하고 있다. 이 유명 식당에서는 르퓌의 특산물인 렌틸콩과 

더불어 현지의 제철 식재료를 적극 활용한다. 레지는 “이곳의 

렌틸콩은 행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졌다”며 “여행객들이 렌틸콩을 

찾아 이곳에 온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요리에는 언제나 르퓌산 렌틸콩이 쓰였는데 주로 

돼지고기와 함께 조리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다 

현대적인 조리법도 도입하고 있어요. 해산물, 심지어 후식에도 

렌틸콩을 활용하죠.” 레지의 말마따나 마르콩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송로버섯과 훈제란을 곁들인 일종의 스튜 요리인 

렌틸콩 라구는 그야말로 일품이다. 렌틸콩을 넣은 프랑스식 

과자인 아몬드 튀일 비스킷과 바닐라를 입힌 렌틸콩을 곁들인 

젤리 등 마르콩의 후식은 천상의 맛을 자랑한다.

오트루아르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코스타로스 

월요시장을 비롯해 이 지역의 시장을 둘러보면 현지인이건 

여행자건 간에 한결같이 맛있는 렌틸콩을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시장 가판대에는 현지 생산자로부터 

바로 공급받은 렌틸콩이 잔뜩 쌓여 있다. 여행자라면 작고 예쁜 

주머니에 든 렌틸콩과 함께 빵과자, 팬케이크, 무(無)글루텐 

케이크 만들기에 적합한 렌틸콩 가루를 추천한다.

사바로가 최근에 문을 연 고급 식료품점도 가볼 만하다. 

사바로는 말린 콩류를 취급하는 식료품 회사로, 181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 200년 가까이 지역 특산품을 취급한 셈이다. 

이곳에서는 렌틸콩뿐만 아니라 바닐라 향을 첨가한 렌틸콩 

스프레드도 구매할 수 있다.  글 카트린 토마세티 사진 마리나 스피로네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