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Foods Shallots

프랑스 식재료의  
자존심, 샬롯

프랑스 요리의 풍미를 한껏 올려 주는 ‘샬롯’은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방에서 주로 재배된다. 가정집 식탁부터 최고급 식당의 

요리까지, 곳곳에 쓰이는 알싸한 맛의 샬롯을 소개한다.

SHALLOT 
TO LOVE

A delectable ingredient key to French cuisine, shallots 
flourish in the country’s northwestern region of 

Brittany. From family producers to top-end chefs, the 
French are passionate about this piquant product.



88    
MORNINGCALM

Elongated and pink, bulbous and rose-hued, mild and 

piquant — shallot varieties span a range of colors, shapes 

and flavors. As a key part of classic French cuisine, these 

petite members of the Allium genus are both beloved and 

fiercely protected here. “France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o certify shallot plants for gardeners and farmers,” 

says Paul Dutronc, an inspector at GNIS, the French 

Interprofessional Organization for Seeds and Plants.

Shallots are frequently confused with their larger 

cousin, the onion, but they possess a milder, sweeter 

flavor. They also have at least two central bulbs (compared 

with the onion’s single bulb), and the French insist that 

true shallots must be propagated from these rather than 

grown from seeds.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l’échalote, there’s no better place to go than France’s 

northwestern region of Brittany. “Shallots have been 

grown in northern France since the 12th century,” explains 

Dutronc. “Today, they’re still cultivated using the same 

farming methods developed locally during the 17th 

길쭉하고 분홍빛이 돌거나, 동글납작한 앙증맞은 겉모양에 

장밋빛을 띠는 데다 순하기도 하고 알싸한 맛이 난다. 이처럼  

‘샬롯’은 색깔부터 모양, 맛이 다양하다. 파속 식물에 속하는 

샬롯은 프랑스 전통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만큼 프랑스인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 식재료다. 품종 보존을 위한 인증 제도도 

마련돼 있다. “샬롯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해요.” 프랑스 종자 및 식물 협회 조사관인 

폴 뒤트롱의 말에서 자부심이 묻어난다. 

샬롯은 사촌지간인 양파와 생김새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양파가 씨앗에서 열매로  

자라는 데 비해 샬롯은 구근, 즉 알뿌리로 번식한다. 또 양파는 

하나의 알뿌리로 이루어진 반면, 샬롯은 마늘처럼 두 대 이상의 

쪽이 알뿌리를 이룬다. 양파보다 향과 풍미가 풍부하면서도 

맛은 조금 더 부드럽고 달콤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샬롯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방만 한 곳이 

없을 것이다. “샬롯은 12세기부터 프랑스 북부에서 재배했어요. 

지금도 17세기에 개발한 현지 농법 그대로 샬롯을 재배합니다.” 

뒤트롱의 말이다. 이곳 브르타뉴에서 2017년 프랑스 전체 

샬롯의 약 80퍼센트를 생산했다. 

century.” Last year, this rugged 

region that pokes out into the 

Atlantic Ocean produced almost 80 

percent of France’s shallots.

Like Dutronc, local producers both 

large and small take great pride in the 

shallots they grow and harvest. East of Brest and just a 

handful of kilometers from the ocean, Ascoet Plants is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roughly half of all French 

shallots. To the northeast, on the Breton coastline, is 

the family-run La Ferme des Beaux Bois. The location is 

ideal for the cultivation of shallots, claim owners Corinne 

and Pascal Bourgeaux. “Our climate is rather mild and 

humid, which means we don’t have to worry about a lack 

of water in spring and summer,” says Corinne. The couple 

plants their bulbs between mid-February and mid-March, 

harvesting their shallots during July and August. They sell 

three-quarters of their crop directly to the public via their 

on-site shop and local markets. High-end restaurants 

also seek out a portion of their prized shallots.

뒤트롱과 마찬가지로 현지 농가들은 자신들이 재배하는 

샬롯의 품질에 자부심이 강하다. 항구 도시 브레스트의 동쪽, 

대서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아스쾨 농장’은 

프랑스산 샬롯의 절반가량을 생산한다. 다른 농가와 협력하여 

샬롯을 생산하는데, 그중에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곳도 있다. 

아스쾨 농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샬롯을 생산한다. 풍미가 

좋기로 유명한, 길쭉한 모양의 분홍빛 샬롯도 많이 난다. 이보다 

길이는 짧고 살짝 둥글며 역시 분홍빛인 샬롯은 향이 더 진하고 

맛은 순하다. 샬롯은 구릿빛과 분홍빛의 중간인 껍질의 상태부터 

과육의 부드러운 정도, 향과 맛, 수확 시기와 저장 방법에 따라 

다양한 등급으로 나뉜다. 아스쾨 같은 전문 농가는 재배법이   

이 모든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생말로와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몽생미셸 사이로 

뻗어 있는 브르타뉴 해안에 위치한 ‘라 페름 데 보 부아’는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다. 이곳이야말로 샬롯을 재배하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농장 주인인 코린과 파스칼 부르조 부부는 

말한다. “여기는 날씨가 온화하고 습도가 높아요.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코린의 말이다. 다른 현지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부르조 부부도 2~3월 중순에 알뿌리를 심고 7~8월에 수확한다. 

수확량의 4분의 3가량은 자체 판매점과 현지 시장에서 판매한다.  

수확한 샬롯을 분류 중인 ‘아스쾨 농장’의 일꾼들(왼쪽 페이지)과 가족 농장에서 

샬롯을 생산하는 파스칼과 코린 부르조 부부(아래). 지난해 브르타뉴 지역은 

프랑스 전체 샬롯의 약 80퍼센트를 생산했다(오른쪽). 

Workers sort shallots at a facility operated by Ascoet Plants (opposite). 
Pascal and Corinne Bourgeaux grow shallots on their family farm 
(below). Shallots have been grown in northern France since the 1100s, 
and last year Brittany produced 80 percent of France’s crop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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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SHALLOTS, TRUE TASTE La Table du Marais, in 

nearby La Fresnais, is one such restaurant. Its chef, 

Pascal Raffray, refuses to compromise on the quality of 

his ingredients. “Shallots are a key ingredient in Breton 

cuisine,” he says. “I use them in so many of my dishes, 

from poached oysters in cider to Cancale scallops with 

stuffed shallots to straw-fire-smoked local pork.”

Despite Brittany’s and France’s passion for shallots, 

the production of this plant isn’t without its challenges. 

For years, a product that many French don’t consider true 

shallots, coming mainly from the Netherlands, has been 

encroaching on the local market. Corinne says these 

shallots distort competition. “What they sell doesn’t come 

from the same work. They don’t actually propagate the 

shallots but sow seeds, and the result is far closer to an 

onion than a shallot.” 

Dutronc concurs. “It is a problem. The Dutch version is 

much cheaper to produce ... but the resulting product isn’t 

the same and there’s a difference in taste.”

The best way to counter these challenges? That would 

be seeking out and sampling Brittany’s authentic shallots 

in all their uses. They remain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vinaigrette paired with the region’s superb seafood 

and also feature widely in classic French home cooking. A 

good place to purchase them is the stalls that nestle within 

Brest’s recently restored market, les halles Saint-Louis, 

including at Chez Seb, where owner Sébastien Quillien 

focuses on a range of locally grown products.

You can experience absolute shallot immersion outside 

Brittany as well. The town of Busnes, in Hauts-de-France, 

has hosted its annual Foire à l’échalote (Shallot Fair) every 

September for close to four decades. Visitors can indulge 

in an all-shallot dinner (shallot terrine or onglet steak 

with Busnes shallots), try their hands at the shallot throw 

or participate in the 5K or 10K shallot run. In the Maine-

et-Loire region, the Fleuron d’Anjou cooperative also 

organizes the Fête de l’échalote (Shallot Festival) every 

third weekend in July in Chemellier, southeast of the city of 

Angers.  By Kathryn Tomasetti Photographs by Marina Spironetti

진짜 샬롯의 맛 인근 라프레스네에 있는 식당 ‘라 타블 뒤  

마레’ 역시 부르조 부부의 농장에서 샬롯을 구매한다. 주방장 

파스칼 라프레는 식재료의 품질에 관한 한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다. “샬롯은 브르타뉴 지방의 요리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입니다. 저는 많은 요리에 샬롯을 사용합니다. 사과주로 졸인 

굴 요리부터 샬롯을 채워 넣은 캉칼 가리비 요리, 밀짚으로 훈제한 

돼지고기 요리 등 모두 샬롯이 들어가죠.” 라프레의 말이다.  

이 지역으로 미식 여행을 오는 여행객이라면 라프레가 운영하는 

요리 수업에서 브르타뉴 샬롯으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를  

직접 배울 수 있다. 

브르타뉴 사람들은 물론이고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샬롯을 

좋아하지만 샬롯 생산이 늘 순조로운 건 아니다. 이웃 나라 

네덜란드에서 재배된 양파가 샬롯으로 둔갑해 수년 동안 현지 

시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코린은 네덜란드산 샬롯이 경쟁 구도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생산 방식이 우리와 전혀 달라요. 

알뿌리를 심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서 키우거든요. 그건 

샬롯이 아니라 양파라고 봐야 하죠.” 

뒤트롱 역시 같은 생각이다. “네덜란드산 샬롯은 생산  

비용이 훨씬 낮습니다. 투입 노동력이 아주 적거든요. 같은 

샬롯이라 하기 어려워요. 물론 맛도 다르고요.” 

브르타뉴 주민들은 샬롯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랑스 

전통 가정식에 사용하는 것을 넘어, 브르타뉴산 샬롯을 다양한 

요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브르타뉴의 

최고급 해산물과 비네그레트소스가 어우러지는 메뉴에 샬롯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식재료다. 브레스트에 위치한 식당 ‘라 

메종 드 로세앙’은 게와 굴, 조개와 새우가 들어간 해산물 모둠 

요리에 샬롯을 꼭 넣는다. 해물의 비린 향을 잡고 요리의 풍미를 

높이는 데 샬롯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브르타뉴에서는 샬롯을 구하기가 쉽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친 ‘레 알 생루이’ 시장에서도 샬롯을 만날 수 있다. 세바스티앵 

키이앵이 운영하는 상점 ‘셰 세’도 샬롯을 비롯해 현지에서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을 취급한다. 프랑스 북부 뷘 마을에서 

매년 9월 열리는 샬롯 축제에서 샬롯을 보다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 40년에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이 축제에서는 차가운 

전채 요리인 샬롯 테린, 뷘에서 생산한 샬롯을 곁들인 주요리 

옹글레 스테이크 등 샬롯이 들어간 메뉴로만 구성된 만찬을 즐길 

수 있다. 그 외에 샬롯 던지기 대회, 5킬로미터 혹은 10킬로미터 

샬롯 달리기 등 샬롯을 소재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글 카트린 토마세티 사진 마리나 스피로네티

라프레스네에 있는 식당 ‘라 타블 뒤 마레’(위)의 주방장 파스칼 라프레(왼쪽)는 

부르조 부부가 재배한 신선한 샬롯을 사용한다. 홍합과 샬롯을 주재료로 만든   

라 타블 뒤 마레의 해산물 요리(오른쪽 페이지). 

Chef Pascal Raffray (left) uses shallots grown by Corinne and Pascal 
Bourgeaux at his restaurant, La Table du Marais, in La Fresnais 
(above). Candied shallots accompany mussels and samphire from the 
Mont-Saint-Michel Bay in one of the restaurant’s dishes (oppo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