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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는 옷의 본질을 아는 브랜드입니다. 

도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꼼꼼히 배려한 PAT는 

활동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하면서도 

절제된 라인으로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PAT와 함께라면 언제나 편안하고 

어디서나 당당해집니다. 

옷은 트렌드를 좇기 전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 자체를 돋보이게 해야 합니다. 

입는 사람을 꼼꼼히 연구하고 섬세하게 반영한 PAT의 옷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PAT는 디테일이 모여 완성되는 편안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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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 holiday 
PAT가 제안하는 여행 이야기 

떠나는 이유는 둘 중 하나. 

나를 찾거나 사랑을 찾거나···

그렇게 만나는 PAT!



FAshion Trend

Tailored for Comfort
by PAT

holidAy chic올가을 달콤한 여행을 
상상하게 만드는 패션들. 여행과 패션의 
그 유쾌한 만남.

장소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는 

여행지 룩. 완벽한 여행지 룩을 

선택하는 포인트는 

자신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멋과 편안함에 있다. 

PAT는 언제나 편안하고 

어디서나 당당해지는 

여행지 룩을 제안한다. 세심한 감각으로 나의 생활에 맞춰진 진정한 편안함

여행을 상상하게 하는 홀리데이 룩은 가슴 설레는 

낭만을 선사한다. 유럽의 어느 공주가 로마로 달콤한 

휴가를 떠나는 영화 ‘로마의 휴일(Roman Holiday,  

1953)’ 속 오드리 헵번 룩이 그러하듯, 여행지 룩은 

여행지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다. 플

레어스커트에 블라우스, 프티 스카프를 두른 오드

리 헵번이 플랫 슈즈를 신은 채 로마 거리를 활보

하며 젤라토를 먹던 장면은 변치 않는 여행지 룩의 

대명사가 되었다. 당신을 둘러싼 일상을 훌훌 벗어

던지고 어디론가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멋도 챙

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여행지와 어우러

지는 스타일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동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을의 낭만으로 가득한 도심 

속 힐링 여행을 나설 때에는 편안한 슬림핏 팬츠

에 재킷을 시크하게 매치하고, 옷깃을 여미게 하

는 겨울 여행지라면 컬러풀한 니트에 고급스러운 

패딩 재킷을 매치하면 문제없다. 자,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았다! 

06 TRAVEL X food TfC Collaboration 

TfC Down QB82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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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sU-donG inFo
구경하다 지치면 커먼그라운드에 자리 잡은 ‘알레그리아 커피’

(02-2122-1266)에서 실력 있는 바리스타가 뽑아내는 커피를 

맛보거나 붉은 벽돌이 눈길을 끄는 카페 ‘러스티드 아이언 인 

덤보’(070-7529-9598)에서 쉬어 가면 운치 있다. 성수동에서 

놓쳐서는 안 될 곳은 단연 수제화 장인의 숍 7곳이 모인 ‘from 

SS’(070-4418-6283). 유명 브랜드에 납품하는 구두 장인들이 

선보이는 각양각색의 구두 디자인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TrAvel sPoT

simPle 
누군가는 화려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지만, 
PAT는 심플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진정한 멋을 느껴보자. 골목골목 편안하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매력이 느껴지는 성수동처럼 말이다. 

다시 한 번, 성수동 

작고 낡은 공장, 새롭게 들어선 디자이너의 사무실과 예술가들의 작업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을 찾아 헤매는 순례자들의 거리. ‘한국의 브루클린’, 

‘서울의 윌리엄스버그’ 등의 수사가 붙으며 유명세를 탔지만, 아직도 성수동

은 조용하고 느긋하게 골목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미국 라스베이

거스의 ‘컨테이너 파크’를 연상케 하는 복합 문화 공간 ‘커먼그라운드’를 비

롯해 센스 넘치는 외관으로 무장한 푸드트럭들, 성수동을 대표하는 수제

화 거리, 성수동의 매력을 그대로 살린 다목적 예술 공간 ‘베란다 인더스트

리얼’에 이르기까지 성수동은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드러난다. 

real
1 러스티드 아이언 인 덤보는 붉은 벽돌과 철근이 눈길을 끄는 성수동 대표 카페다. 

2 원래 금속 부품 공장이었던 곳이 각종 전시와 트렌디한 행사가 열리는 핫 플레이스로 

변신했다. 베란다 인더스트리얼. 3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외식업체가 몰려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커먼그라운드. 4 수제화 장인 숍이 모인 수제화 업체 공동 브랜드 from SS. 

3 

2

1 

4 

TfC Jumper  QB51302(199)
TfC ShirTS  QB51501(820)
TfC KniT  QB53302(820)
TfC panTS  QB516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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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sPoT 

reFined
옷은 트렌드를 좇기 전에 
옷을 입는 사람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PAT는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트렌드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세련미를 잃지 않는다. 
눈부신 가을날, 세련된 아름다움을 
입고 더없이 세련된 한남동 
우사단길을 거닐어보자.

HANNAM-DONG ART ROAD INFO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는 대신 한강진역에서 내려 이

태원 방향으로 길을 걷다 우사단길로 접어드는 코스를 추천한다. ‘리움’

(02-2014-6900)을 지나 길거리의 크고 작은 숍들을 구경하며 한적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면 된다. 우사단길에서는 킨포크 스타일의 꽃가게 

‘스타일 지음’(070-8805-0557)과 터키식 바게트 에크멕을 맛볼 수 있는 

‘쌀람베이커리’(02-749-4323)를 들러보자. 지쳤을 즈음 쉬어 가는 케이

크 & 티 부티크 ‘르와지르’(02-749-1128)는 한 줄기 오아시스와 같다.

1 한국 미술과 외국 미술이 함께 숨 쉬는 삼성미술관 리움. 

11월 19일부터 ‘한국건축예찬: 땅의 깨달음’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2 젊은 플로리스트의 멋과 스타일이 엿보이는 꽃가게, 스타일 지음.

3 예술의 정취가 가득한 리움 전경. 4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일본식 케이크와 티 부티크 르와지르는 테라스 자리가 제격이다.

5 취향이 깃든 한남동 우사단길의 아기자기한 풍경. 

2

4 5 

1

2

3 

가장 뜨거운 문화 스폿 한남동 우사단길  

이태원 메인 거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식상하게 느껴지는 이태원과는 전혀 

다른 여유가 넘쳐나는 거리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한남동 우사단

길이다. 크고 작은 미술관과 디자이너 숍,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레스토

랑들이 속속 들어서며 그 멋을 더하고 있는 한남동 우사단길의 매력은 하이

엔드 문화부터 키치한 문화까지 모두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 세상을 

향해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감각적인 미술관 리움에서부터 서울에서 가장 

이국적인 문화와 만날 수 있는 달동네와 도깨비시장에 이르기까지, 기대치 

못한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여행지다. 

TfC Jumper  QB61202(700)
TfC BlouSe  QB65302(191)
TfC panTS  QB6260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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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sPoT 

comForT-
Able

JEONJU HEALING ROAD INFO  
전주 한옥마을을 여행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쓱 둘러보면 재미

없다. 지도를 챙기고 갈 곳을 미리 정한 뒤 둘러본다. 전동성당-경기전-

교동아트센터 등을 둘러보는 코스도 있지만, 오목대-공예품전시관-목

판서화체험관-전통공예명인관-한옥생활체험관 등 골목과 체험을 즐기

는 코스도 있다. hanok.jeonju.go.kr 

타박타박 전주 느리게 걷기 여행   

국제영화제의 도시이자 맛의 고장 전주는 가

을이 깊어지면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진다. 

‘2015 전주 고메(Jeonju Gourmet)’와 ‘전주비

빔밥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다양한 페

스티벌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축제를 

즐기며 전주의 가을 정취를 만끽해보자. 전

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된 한옥마을은 

하루 종일 돌아도 지루할 틈이 없다. 이 세상

에 단 하나뿐인 물건을 갖춘 핸드메이드 숍

과 카페도 만날 수 있고, 이태원 빈티지 가구 

거리와는 비교가 안 될 가격으로 빈티지 소

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도자기 제품부터 아

기자기한 소품을 구경할 수 있는 소품 숍 ‘토

실’, 주인장이 직접 만든 패브릭 숍 ‘미완’, 일

제강점기 시대 가옥을 그대로 두고 낭만적인 

공간을 연출한 인테리어 카페 ‘공간 볼’ 등을 

눈여겨볼 것. 

편안함이란 사람이 옷에 맞췄을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에게 맞춰졌을 때 
완성된다. 활동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하면서도 
절제된 라인으로 품격을 잃지 않는 편안함을 
느껴보자. 그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입고 
멋과 풍류의 도시 전주를 느리게 거닐어보자. 

1 평범한 외관과 달리 들어갈수록 

매력적인 카페, 공간 봄. 2 개성 있는 

기념품을 사고 싶다면 토실을 둘러보자.

3 한국을 대표하는 비빔밥은 역시 

전주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황포묵, 

육회, 약고추장이 빠지지 않는 

전주비빔밥. 4 감각적인 패브릭 숍 미완.  

1

4

2

3

TfC Jumper  QB72002(500)
TfC KniT  QB73301(400) 
TfC panTS  QB716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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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desTinATion

밤바다를 수놓은 낭만, 부산 나이트 라이프

사계절 언제든 좋지만, 부산 여행은 역시 밤바다와 함께 즐기는 것이 제격이다. 

코끝으로 바다 냄새가 물씬 묻어나는 부산의 밤거리는 낭만과 열정으로 가득하

다.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은 광안대교의 풍경이 더없이 멋진 광안리의 무드 카

페, 바다 전망이 멋진 달맞이고개의 로스팅 카페, 기장 생멸치와 남해산 활가리

비와 꽃게로 만든 로컬 푸드를 즐길 수 있는 다이닝 레스토랑과 각양각색의 퍼

브 등 부산 여행은 다양한 식도락과 흥겨움이 함께해 더욱 행복해진다. 전망 좋

은 테라스나 창가 자리에 앉아 통유리창에 비치는 부산의 야경을 즐기며 깊어

가는 가을밤을 만끽해보자. 

열정 가득, 
역동적인 부산의 낮 풍경 

독특한 남해안의 절경이 돋보이는 국제 항구

이자 부산국제영화제의 도시. 역동적인 부산

의 풍경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끝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부산을 가장 편

하게 여행하는 방법은 아침에 KTX를 타고 

도착해 시티투어 버스로 부산 시내를 여행하

고, 밤에는 전망 좋은 카페에 느긋하게 자리 

잡고 앉아 야경을 즐기는 것. 특히 시티투어 

버스는 부산의 핫 스폿만 콕 짚어 정차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시원하게 오픈된 2

층 버스를 타고 기암절벽이 아름다운 태종대

와 해동용궁사를 둘러본다면 부산의 절경은 

모두 만끽한 셈.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심 무

대인 BIFF 광장도 잊지 말자. bUsAn 
Day & Night 

ENJOY THE NIGHT   
해운대 달맞이고개의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유기농 식자재가 신선

한 ‘꼴라메르까토’(051-744-5583)와 통유리창에 비치는 해운대 야

경이 환상적인 프랑스 파인다이닝 ‘메르씨엘’(051-747-9845), 지중

해식 이탈리아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엘 올리브’(051-752-7300)를 

추천한다. 

ENJOY THE DAY   
부산의 명소를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

는 부산 시티투어 버스는 해운대 일대

를 도는 레드라인(9:30~16:30), 해안 

절경이 펼쳐지는 해동용궁사까지 가는 

블루라인(10:20~15:50), 오륙도와 황령

산 일대를 둘러보는 그린라인(10:00~

17:20)이 있다. 1일 이용권 1매를 구매하

면 3가지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www.citytourbusan.com

1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위치한 꼴라메르까토에서 눈부신 바다를 

느끼자. 2 부산의 낭만적인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엘 올리브 

야외 테라스. 3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나무로 꾸며진 엘 올리브.

4 달맞이고개에 위치한 메르씨엘에서는 해운대의 환상적인 

야경을 즐길 수 있다. 5 언제나 역동적인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 

부산의 야경. 

1

4

5

2 3



look & sTyle

세심한 감각으로 편안함과 멋을 살린 여행지 룩이 올가을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

오로라 투어를 위한 컴퍼터블 룩

활동적인 겨울 룩을 매치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능성을 살린 디자인에 편안하면서도 

절제된 라인으로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

M Down_1B72034(820) T-ShirTS_1B75133(500) 
panTS_71633(931) W Down_1B82032(100) 
SweaTer_1B83433(199) panTS_1B81680(199)

PAT travel look

누구나 꿈꾸게 하는 축제의 도시  

romA
누구나 꿈꾼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보다 새로운 일상을 꿈꾸게 

하는 축제의 순간을 말이다. 영화 

‘로마의 휴일’ 속 앤 공주와 브래들리가 

그러했듯이, 로마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낭만이 당신을 찾아와 꿈만 같은 경험을 

선사할지도 모른다. 로마의 모든 명소를 

둘러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천천히 

도시의 분위기를 음미하며 여행하자. 

www.italiantourism.com

TRAVEL X food TfC Collaboration  17 

21
빙하 특급 여행을 위한 

디테일 룩 

기능뿐만 아니라 입었을 때 

만족감이 느껴지는 룩으로 

옷을 입는 사람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의상을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다.

M VeST_1B71432(105) 
SweaTer_1B73431(150) 
panTS_71631(600)
W ShirTS_1B81533(199) 
panTS_1B81681(199)

3

sWiTZerlAnd 
GlAcier eXPress

빙하 특급이 선사하는 

스펙터클한 겨울 풍광

스위스의 겨울 여행은 기차와 함께할수록 

낭만 지수가 올라간다. 기차 여행은 다른 

교통수단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유의 

낭만을 선사한다.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창을 통해 펼쳐지는 풍경을 

만끽하기만 하면 된다. ‘빙하 특급’으로 이름 

붙여진 글래셔 익스프레스는 알프스의 

풍경이 돋보이는 생모리츠와 마터호른으로 

유명한 체르마트를 잇는 관광 열차로, 

만년설이 덮인 알프스 계곡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7개의 계곡과 291개의 

다리를 건너며 이어지는 환상적이면서도 

스펙터클한 겨울 풍광은 7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www.glacierexpress.ch

sTyle TiP 

로마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다. 심플한 니트에 
편안하면서도 도시적인 
디테일이 돋보이는 
패딩 재킷과 코트를 가볍게 
매치하면 멋스럽다.

로마 여행을 위한 심플 룩

겨울 도시 여행을 떠날 때에는 심플함이 가미된 

디테일을 추구하는 것이 포인트다. 자신의 

개성을 살리며 심플하고 세련되게 매치할 것. 

M JaCKeT_1B71207(931) 
SweaTer_1B73301(932) 
ShirTS_71502(500) panTS_72602(822)
W JaCKeT_1B61181(700) 
T-ShirTS_1B65303(105) 
panTS_1B62601(820)

겨울이 주는 선물, 오로라와 만나다

yelloWkniFe
겨울, 그것도 극지방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로라를 즐기는 판타스틱한 

여행을 떠나보자. 옐로나이프는 캐나다에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로 3일 이상 체류 시 95%의 오로라 관측 성공률을 

자랑한다. 밤이 오면 텅 빈 대지 위에서 오로라를 기다리는 설렘을  

만끽하고, 낮에는 시베리안 허스키가 이끄는 눈썰매와 얼음낚시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며 활력을 느낄 수도 있다. 특히 티피라고 불리는 원뿔형 

북미 원주민의 전통 텐트에서 즐기는 추억도 특별하게 느껴진다. 

www.auroratour.com

sTyle TiP 

활동성과 보온성을 동시에 살린 패딩 코트에 
기능성을 살린 풀오버와 기모 처리된 팬츠를 매치한다면 
한겨울의 추위도 끄떡없다. 

스타일 있는 여행지 룩 

sTyle TiP 

열차 안에서는 얇은 니트로 
편안하게, 열차에서 내려서는 
코끝이 시리도록 맑은 겨울 공기를 
막아주는 보온성 높은 울 코트 
하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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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reciPe 
healthy

PAT가 제안하는 건강한 식탁

음식으로 전하는 사랑만큼 진실한 사랑은 없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분주하게 식탁을 차리는 시간.
노력의 보상은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맛있어!” 
PAT가 준비한 맛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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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페스토에 버무린 
새우구이바게트샐러드 
시간 45min     분량 4인분  

재료  

대하 12마리, 마늘 12쪽, 바게트 ½개, 무염버터·식용유 1큰술씩, 

치커리 약간 

깻잎페스토 깻잎 12장, 올리브유 5큰술, 잣·파르메산치즈가루 3큰술씩, 

올리고당 1큰술, 소금 ¼작은술

만들기

❶ 깻잎은 깨끗하게 씻어 적당하게 자른 뒤 나머지 페스토 재료와 

함께 믹서에 담고 곱게 갈아 깻잎 향이 짙은 페스토를 만들어 

냉장고에 넣고 잠시 숙성시킨다.

❷ 대하는 긴 수염을 자르고 날카로운 뿔을 없앤 뒤 두 번째 

마디에서 내장을 빼고 씻어 물기를 닦는다. 

❸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바게트는 2cm 폭으로 동그랗게 썰어 

반을 가른다. 치커리는 손으로 뜯어 물기를 턴다.

❹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하와 마늘을 넣어 굽는다. 

대하가 거의 구워지면 무염버터를 넣어 볶으면서 풍미를 낸다.

❺ 볼에 구운 대하와 마늘, 바게트를 담고 깻잎페스토를 알맞게 

넣어 버무려 그릇에 담은 뒤 치커리를 올려 낸다. 

cookinG TiP  

가을에 나는 다양한 제철 재료를 이용해 영양 만점 샐러드를 만들어보자. 

특히 연근과 같이 뿌리에 영양이 풍부한 채소를 버터에 구워 치아바타와 

곁들이거나 가을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제철인 대하를 노릇하게 구워 

바게트와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 

simPle & eAsy cookinG

MBC ‘찾아라! 맛있는 TV’, KBS ‘생생정보통’ 요리 자문위원이자 쿡피아 쿠킹 스튜디오의 똑소리 나는 요리연구가 이보은. 

그녀가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웰빙 레서피를 공개했다.

그 첫 번째 메뉴는 한 끼 식사로 든든한 영양 만점 웰빙 샐러드. 

한 끼로 든든한 영양 샐러드sAlAd Time  
happy

Denim Shirts
QB61503(800) 

대중 앞에 얼굴을 자주 드러내는 
직업이다 보니 의상은 주로 
포멀한 디자인만 선호했죠.  

PAT를 통해 옷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활동적인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절제된 

라인으로 편안함이 
돋보이는 의상이라면 
더없이 멋져 보일 수 

있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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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연근과 치아바타비타민샐러드

시간 50min     분량 4인분

재료  

연근 200g, 치아바타·어린잎채소 300g씩, 발사믹식초·무염버터 2큰술씩, 크림치즈 5큰술, 

씨머스터드 1큰술, 파슬리가루 약간  

만들기

❶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얄팍하게 썰어 찬물에 여러 번 헹궈 건진 뒤 물기를 닦는다.

❷ 팬에 무염버터를 두르고 연근을 노릇하게 굽듯이 익혀낸다. 

❸ 치아바타는 적당하게 손으로 찢고 어린잎채소는 씻어 물기를 뺀다.

❹ 크림치즈에 씨머스터드를 섞어 소스를 만든다.

❺ 어린잎채소를 발사믹식초에 버무려 접시에 담고 치아바타와 구운 연근, 

크림치즈머스터드소스를 올린 뒤 파슬리가루를 뿌려 낸다. 

문어숙회와 무순샐러드

시간 40min     분량 4인분

재료  

냉동 자숙문어 450g, 무 300g, 무순 100g 

문어 삶는 재료 대파 잎 2대, 대파 뿌리 2개, 두도 어간장 1큰술, 청주 ¼컵, 물 4컵

레몬고추장 레몬즙·고추장 4큰술씩, 꿀 2큰술, 레몬껍질 다진 것 1작은술

만들기

❶ 냉동 문어는 냉장고에서 살짝 해동한다. 냄비에 물을 붓고 청주와 대파 잎, 대파 뿌리, 두도 어간장을 

넣어 끓으면 문어를 넣고 15분 정도 삶은 다음 질감이 탱글탱글해지도록 얼음물에 담가 식힌다.

❷ ①의 문어를 얄팍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❸ 무는 15cm 길이로 길게 채 썰어 찬물에 헹궈 건진다. 되도록 가늘게 써는 것이 좋다. 

❹ 무순은 흔들어 씻어 물기를 뺀다. 

❺ 레몬즙, 고추장, 꿀, 레몬껍질을 잘 섞어 소스를 만든다. 

❻ 접시에 문어숙회를 돌려 담고 무와 무순을 섞어 소복하게 얹은 뒤 레몬고추장을 듬뿍 뿌려 낸다. 

cookinG TiP   

문어는 피로 해소와 간 기능 회복에 좋은 타

우린이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B, 

기억력 증진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DHA가 풍부해 온 가족을 위한 식재료로 그

만이다. 싱싱한 문어는 삶아 썰어서 준비한 

뒤 신선한 나물을 소스에 버무려 올리면 그

것 자체로 훌륭한 요리가 된다. 손쉽게 조리

하면서도 모양도 예뻐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요리. 

cookinG TiP 

대표적인 사찰 음식 재료로 알려진 연근은 복

합단백질인 뮤신이 풍부해 독소 배출에 도움

이 되는 디톡스 푸드다. 어혈을 없애 피를 맑

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하며 타닌

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 좋다. 피망이나 어린잎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음양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TRAVEL X food TfC Collaboration  25 24 TRAVEL X food TfC Collaboration 

표고버섯우엉탕수강정

시간 50min     분량 4인분

재료  

생표고버섯 12개, 우엉 200g, 감자녹말·물 1컵씩, 튀김기름 2컵, 소금 약간

고추소스 마른 고추·풋고추 2개씩, 대파 흰 부분 1대, 마늘 3쪽, 

두도 어간장 3큰술, 다시마 우린 물·물엿·청주 2큰술씩, 통깨 1큰술 

만들기

❶ 생표고버섯은 기둥을 조금 떼어내고 씻어 반으로 가른다. 

❷ 우엉은 껍질을 벗기고 4cm 길이로 채 썬 뒤 찬물에 주물러 씻어 건진다.

❸ 감자녹말에 물을 붓고 앙금을 가라앉힌다. 앙금이 가라앉으면 

윗물을 따라내고 표고버섯과 우엉을 넣고 버무려 반죽한다. 

소금을 약간 넣어 간한다. 

❹ 160℃로 달군 튀김기름에 ③의 표고버섯과 우엉 버무린 것을 

한 입 크기로 떼어 넣어 바삭하게 튀긴다.

❺ 마른 고추와 대파 흰 부분은 잘게 썰고 풋고추와 마늘은 다져서 

볼에 담은 뒤 두도 어간장, 다시마 우린 물, 물엿, 청주, 통깨를 넣고 

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❻ 튀긴 표고버섯과 우엉을 접시에 담고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 먹는다. 

cookinG TiP  

‘버섯 중의 황후’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버섯 중 최고로 

손꼽히는 표고버섯은 섬유질이 많아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와 피부 건강에도 좋다. 한꺼번에 장만해 소반에 

담아 바람 좋은 테라스에 내어 말린 뒤 사용하면 국물을 내거나 

요리를 할 때 활용도가 높다. 

sPeciAl cookinG

요리할 때 티셔츠만큼 
완벽한 의상은 없는 것 같아요. 
더없이 편안하면서도 
심플하니까요. 
특히 스트라이프 
패턴이 돋보이는

PAT 티셔츠는 
마치 나를 위해 
맞춰진 듯한 
편안한 밀착감이 돋보여 
참 맘에 들어요.

Stripe T-Shirts 
1B65331(820) 

맛깔난 진행 솜씨와 따라 하기 쉬운 레서피로 유명한 요리연구가 이보은이 제안하는 두 번째 요리 테마는 ‘웰빙 디톡스 요리’다. 

다양한 요리 정보 프로그램과 드라마 푸드 디렉팅을 통해 축적된 유용한 정보가 녹아 있는 이보은의 웰빙 디톡스 요리를 눈여겨보자. 

건강에 좋은 신선한 재료에 사랑을 듬뿍 담은 요리보다 더한 보약은 없다.

보약보다 더 나은 웰빙 식탁 

detox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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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nG TiP 

청포묵의 주재료인 녹두가루는 필수아미노

산이 풍부해 성장기 자녀의 발육 촉진에 도

움이 된다. 청포묵가루는 도토리묵가루보다 

훨씬 물에 잘 녹고 뭉침이 적어 만들기도 쉽

다. 청포묵을 쑬 때에는 청포묵가루 1컵에 

물 4½컵을 붓고 약한 불에서 바닥에 눋지 

않도록 저어가며 푸딩처럼 불투명한 상태로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 만들면 된다. 

cookinG TiP 

늙은 호박은 지방과 나트륨 수치를 낮춰 당

뇨와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비타민 

B₁₂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적혈구를 형성해 

빈혈 치료에 도움이 되고 녹말과 칼슘, 철분, 

카로틴이 풍부해 

간장과 신장에 

관련된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두부늙은호박선

시간 55min     분량 4인분

재료  

두부 1모, 늙은 호박 ¼개(300g), 잣가루 5큰술, 은행 5개, 대추 3개, 송송 썬 쪽파·녹말가루 3큰술씩, 

두도 어간장 ½작은술, 실고추·소금 약간씩

만들기

❶ 두부는 으깬 뒤 면포에 싸서 물기를 꽉 짠다.

❷ 늙은 호박은 5cm 폭으로 썰어 씨를 뺀 뒤 김이 오른 찜기에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놓고 찐다.

❸ 호박이 쪄지면 불에서 내려 안쪽의 호박살만 긁어내 볼에 담고 

①의 두부와 녹말가루, 두도 어간장을 넣고 버무려 맛을 내고 소금으로 간한다.

❹ 은행은 기름기 없는 팬에 굴려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썬다.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빼고 밀대로 밀어 곱게 채 썬다. 실고추는 짧게 끊어놓는다.

❺ 두부와 호박 반죽을 도마에 올려 두툼하게 사각형으로 만든 뒤 

은행, 대추, 실고추를 얹어 찜통에 넣고 찐다.

❻ 두부호박선을 꺼내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잣가루와 쪽파를 뿌려서 접시에 담아낸다.

홈메이드 청포묵고기냄비

시간 40min     분량 4인분

재료  

청포묵 1모, 쇠고기(불고기용) 600g, 당면 50g, 대파 ½대, 다시마 우린 물 4컵, 실고추·소금 약간씩 

불고기 양념장 간장 5큰술, 배즙·양파즙·설탕·청주·맛술 2큰술씩, 참기름 1작은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만들기

❶ 청포묵은 집에서 직접 쑨 것으로 준비해서 가로 5cm, 세로 1cm 크기로 납작하게 썬다.

❷ 쇠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대파는 어슷하게 채 썬다.

❸ 불고기 양념장을 분량대로 잘 섞어 만든 뒤 쇠고기를 넣고 버무려 재운다.

❹ 당면은 미지근한 물에 30분 이상 불려놓는다. 

❺ 전골냄비에 불고기를 넣어 볶다가 고기가 익으면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청포묵을 넣어 

끓이면서 당면을 넣고 대파와 실고추를 얹은 뒤 소금으로 간해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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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reciPe

v s가을 솥밥뜨끈함이 그리운 날, 
밥반찬이 필요 없는 건강한 맛 영양밥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가을이 돌아오면 뜨끈한 밥 한 그릇이 생각난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곡식에 풍성한 가을 식재료를 더하기만 하면 
밥반찬이 필요 없는 영양밥 한 그릇이 뚝딱 완성! 

낙지미역
솥밥

시간 30min

(쌀, 미역 불리는 시간 제외)     

분량 4인분

재료  

햅쌀 2컵, 낙지 300g, 

불린 미역 100g, 

들기름·청주 1큰술씩, 

다진 마늘·두도 어간장 1작은술씩, 

소금 약간, 물 2¼컵

고구마해콩
영양밥

시간 20min(쌀, 보리쌀, 수수

 불리는 시간 제외)

분량 4인분

재료  

햅쌀 1컵, 

보리쌀·수수·해콩 ½컵씩, 

고구마 3개, 

다시마 우린 물 2⅓컵

재료 손질하기

❶ 쌀은 물에 불린 뒤 체에 담아 

물기를 뺀다. ❷ 낙지는 소금을 

넣어 주물러 씻은 뒤 먹물주머니와 

내장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자른다. ❸ 미역은 물에 담가 불린 

뒤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 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짠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자른다.

재료 손질하기

❶ 쌀과 보리쌀은 깨끗하게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❷ 수수는 빨간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❸ 고구마는 사방 2cm 크기로 썬다. 

해콩은 씻어 물기를 뺀다.

낙지, 미역 볶기

솥에 들기름을 두른 뒤 

낙지와 미역을 넣고 

두도 어간장, 청주, 

다진 마늘을 넣어 볶는다.

밥 짓기

냄비에 쌀과 수수, 보리쌀, 

해콩을 안치고 다시마 우린 물을 

부어 밥을 짓는다.

밥 짓기

❶ 낙지와 미역 볶은 것 위에 

쌀을 넣어 볶은 뒤 물을 붓고 

밥을 짓는다.

❷ 밥물이 끓으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8분 정도 뜸을 들인다.

고구마 올려 뜸 들이기

밥물이 잦아들면 고구마를 

올리고 9분 정도 충분하게 뜸을 

들인다.

Kint

“낙지는 지방이 거의 없고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를 북돋우죠. 
고단백, 저지방 
다이어트식으로 
그만이며, 식이섬유와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궁합이 잘 맞아요.”

“고구마는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잎과 줄기 
모두 활용도가 높아요. 
탄수화물을 비롯해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B 복합체가
많이 함유되어 피로 해소와 
노화 방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Knit
1B83504(800) 



TRAVEL X food TfC Collaboration  31 

맛있는 두도를 만나는 무료주문전화 080-314-5233
본사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2102-39  TEL (055)672-9708  FAX (055)672-9709 

부산지사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192번길 60-30  TEL (051)314-5233  FAX (051)316-1470 

자연과 시간, 정성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마법의 천연조미료 !

주식회사 두도

www.doodos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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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4(T) 033)646-9797

강서NC2(백) 02)2667-9716

강진      061)434-6464

거창2     055)944-3970

경남고성 055)673-7222

경산2 053)248-8525

경주4(T) 054)749-6192

고창3 063)564-8955

고흥2      061)835-2779

공주3(T) 041)855-1636

공항2(T) 02)2662-2357

광명4(T) 02)2682-4782

광주NC2(백) 062)510-8210

광주금남2 062)228-3919

광주롯데월드컵(백) (T) 062)606-2906

광주봉선 062)676-8887

광주서방2(T) 062)512-6495

광주세정 062)370-9142

광주용봉(T) 062)515-2535

광주월곡2(T) 062)954-2535

광주첨단(T) 062)973-0039

구리(T) 031)571-9737

구미봉곡(T) 054)451-5222

군산나운4 063)471-0553

군산수송2(T) 063)471-5161

금산3    041)753-5011

금왕 043)882-6548

금촌5     031)949-1685

금호2 02)2236-7983

김천6 054)436-8881

김포2     031)984-2364

김포장기(T) 031)986-0750

김해2 055)328-6446

김해삼방2 055)337-9736

남원4 063)633-9077

논산3     041)734-6145

당진     041)354-0212

대구서부3(T) 053)622-4322

대구성서2 053)581-0650

대구화원 053)638-8899

대전2 042)254-9955

덕평휴게소2 031)637-5775

동아(백)쇼핑점3 053)251-3964

동아(백)수성점 070)7123-8292

동학사   041)853-1348

동해3 033)533-8940

롯데부여(백)2 (T) 041)435-2843

롯데스퀘어중동(백) 032)320-7459

롯데인천항동(백) 032)728-2724

마리오백화점2 070)4153-7279

만수     032)473-0789

모래내2 02)303-3635

목포5 061)242-5180

목포하당2(T) 061)281-0340

문경 054)556-5636

미아리3(T) 02)984-2211

밀양3    055)356-5566

보령2    041)935-0158

봉천동2   02)878-5688

부산광덕물산(T) 051)341-5320

부산광안리4 051)754-7288

부산괴정3(T) 051)294-0029

부산덕천6(T) 051)337-6612

부산두실(T) 051)512-8297

부산부전 051)806-5926

부산사상애플2(백) 051)559-6349

부산사직 051)501-9023

부산연산 051)863-9903

부산영도4(T) 051)416-0701

부산용호2(T) 051)625-4700

부산화명2 051)364-3000

부안3 063)583-2332

부여 041)835-5653

부천남부(T) 032)654-9081

부평2    032)521-8969

부평아이즈빌4 032)505-1717

불광동(T) 02)386-2871

삼선교3(T) 02)764-1696

상도3 02)816-6802

상봉5(T) 02)2207-7277

상주3(T) 054)532-0100

서귀포3(T) 064)762-9067

서산(T)   041)667-0110

서산잠홍 041)666-6300

서수원3  070)8807-6770

서천     041)952-3303

서청주2  043)236-1749

선릉4(T) 02)564-1048

성남2(T) 031)756-3693

속초5    033)638-7710

송우리3   031)544-0855

송탄2(T) 031)662-2002

수색3    02)372-9938

수원남문2(T) 031)242-0165

수원북문3 031)245-9490

수원역   031)247-3009

수유5(T) 02)906-9661

순천연향2(T) 061)723-6881

신당3    02)2238-8058

신정2    02)2606-6522

신촌(P)   02)393-2323

신포동2(T) 032)777-9043

아산2(T) 041)544-4422

아산자루 041)536-0668

안동5    054)856-5588

안동옥동2 054)854-9130

안산선부3 031)410-3842

안산한대3(T) 031)416-1220

안성3    031)672-8910

양산3    055)385-4488

양재2(T) 02)573-6535

양평3    031)771-1880

언양2    052)263-5025

여수     061)662-7350

여주     031)885-4999

여주375아울렛(T) 031)883-7635

여천2    061)683-4609

연신내3(T) 02)386-7827

영등포   02)2068-9247

영월     033)374-2182

영주4    054)636-1885

영천4    054)338-0017

예산2    041)332-6149

예천     054)654-6009

오류(T)   02)2681-0599

오산(T)  031)372-8803

용인수지 031)266-0823

울산달동(T) 052)266-2025

울산호계3 052)286-2277

울진(T)   054)783-3979

원당3    031)967-0932

원주단구4 033)764-0864

원주중앙3(T) 033)742-3236

응암2    02)304-2808

의정부제일2 031)846-2605

이천2(T) 031)634-2487

익산영등2(T) 063)835-6654

익산중앙2 063)856-3999

익산팔봉3 063)838-0059

인덕원2(T) 031)426-1519

인천검단2 032)562-5454

인천계산3 032)551-7955

인천뉴코아(백) (T) 032)422-1523

인천동암(T) 032)446-8863

인천삼산2(T) 032)527-1970

인천석바위(T) 032)429-7700

일산역(T) 031)811-5957

장호원   031)641-0344

전농     02)2212-1280

전주세이브존(백) (T) 063)231-2777

전주송천3 063)276-7778

전주인후3(T) 063)241-4333

전주평화4 063)229-2414

정선     033)562-1176

정읍2    063)532-0567

제주2    064)752-2838

제주이도2(지상) (T) 064)757-7700

제천3    043)644-3367

조치원    044)866-5787

종로     070)4203-5186

주식회사 바우하우스3 02)2115-1640

중곡2    02)453-0868

중화     02)434-2705

진주대안4 055)742-4409

진주상대 055)752-9840

진주정촌 055)763-3381

진천2    043)536-4989

창녕2(T) 055)533-5670

창동4     02)904-1357

창원대동2(백) 055)212-8924

천안쌍용 041)573-1530

천안역2   041)565-3443

천안직산2 041)584-1055

철원3(P) 033)455-8115

청량리2   02)964-8237

청원내수2(T) 043)212-0033

청주금천3 043)222-1456

청주내덕3 043)214-4223

청주분평 043)291-9500

청주중앙2(T) 043)221-5700

청주하나로3 043)295-9550

춘천로데오2 033)264-5474

춘천명동3(T) 033)255-3393

충북보은 043)543-7517

충북영동 043)743-4078

충주2 043)848-0004

충주연수  043)854-8822

태백     033)552-8891

태평2(백) 02)532-9427

통영4    055)644-4415

평촌NC3(백) 031)380-5320

평택2    031)655-1084

포항양덕 054)253-7787

포항죽도 054)246-8906

포항효자 054)221-9923

함양2    055)962-2003

합천(T)  055)934-2060

해남4(T) 061)536-2256

홍성2    041)632-4858

홍제3(T) 02)736-8868

홍천2    033)435-4410

화곡중앙2(T) 02)2602-5773

화성봉담2(T) 031)227-2120

*(T)는 TfC 입점 매장입니다

PAT 대표번호 080-855-5001     매장 개설 문의 02-3407-0894

PAT shoP lisT

PAT 매거진 런칭 기념 이벤트 “신규 가입하고 사은품 받자”
PAT 홈페이지에서 신규고객 가입 시 추점을 통해 1,000분께 두도 멸치액젓 또는 어간장 중 1개를 드립니다. 

(사은품 선택 불가, 홈페이지 가입자에 한함, 매장 방문 가입 불가)

지금 바로 PAT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www.pat.co.kr
행사 기간 2015.10.20(화)~11.3(화) [15일간]  |  당첨자 발표 2015.11.5(목) [PAT 홈페이지 발표]  |  사은품 수령 기간 2015.11.7(토)~2015.11.15(일) [9일간] 

*신규고객 가입 시 본인이 지정(기입)한 매장에서 기간 내 받아가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