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Foods Artichoke

로마의 맛, 아티초크 
소작농의 일용 양식으로 시작해 고급 식당의 식재료가 되기까지, 

아티초크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먼 옛날 로마 제국까지 아우른다. 

CROWN 
OF THORNS
From peasant traditions to table-topping antipasti, 
the artichoke can be traced through Rome’s Jewish 
quarter and across the lands of the former Rom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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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제로도 알려진 아티초크는 영국 왕실의 간판 바람둥이였던 

헨리 8세가 즐겨 먹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콰트로 스타조니 피자의 토핑으로 사용되지만, 아티초크의 

진정한 고향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티초크는 로마 역사의 일부입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소비하던 채소였어요. 그 

후 이탈리아 요리 문화 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고, 품종 개량으로 

보관 기간이 길어져서 활용 범위도 아주 넓어졌고요.” 로마의 

고급 식당 ‘르 자르댕 드 뤼시’의 식자재 책임자인 풀비오 

피에란젤리니 주방장의 설명이다. 

피에란젤리니는 로마가 처음인 이에게 추천하는 아티초크 

요리로 ‘인살라타 디 카르초피’를 권한다고 말했다. “올리브 오일, 

레몬즙, 파르메산 치즈와 섞은 샐러드인데요. 아티초크의 맛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의 비법은 “지역 농산물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아티초크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 로마 거리에서 

보랏빛 아티초크를 가득 실은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상인은 

찾아볼 수 없지만, 카르초피 로마네스키는 로마의 ‘메르카토 디 

테스타초’와 테베레 강 건너편에 있는 트라스테베레 지구의   

‘메르카토 산 코시마토’ 시장에서 살 수 있다. 

ROMAN HEART “Simply, artichokes are part of the history 

of Rome,” says chef Fulvio Pierangelini, director of food 

at Roman restaurant Le Jardin de Russie. “Two thousand 

years ago, they were shipped across the Roman Empire. 

They’re now one of our main ingredients because of their 

place in our culinary culture and their long shelf life.” 

Although emperors preferred them fresh, peasants could 

munch a two-week-old artichoke with little loss of taste.

For a first-time visitor, Pierangelini suggests insalata di 

carciofi. “Just artichokes thrown with olive oil, lemon juice 

and Parmesan to accentuate their flavor.” The secret is 

to find the freshest artichokes at the local market. While 

Rome’s mobile artichoke salesmen — riding Vespas 

weighed down with purple bulbs — are a thing of the past, 

carciofi romaneschi are still supplied at Rome’s Mercato di 

Testaccio and Mercato San Cosimato in Trastevere.

Artichoke dishes are also menu favorites in the 

Trastevere district’s L’Osteria di Monteverde, says owner 

Fabio Tenderini. “Local cuisine has always used the 

‘로만 아티초크’라고 불리는 ‘카르초피 로마네스키’가 

익어가는 ‘아치엔다 아그리콜라 마리’의 농장을 보고 있자면 

마치 녹색 물결 위에 커다란 루비 꽃이 피어난 듯한 모습이다. 

동그란 봉오리 하나하나가 자주색으로 빛나며, 양쪽에 달린 

손가락 모양의 푸른 이파리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아티초크를 다듬는 다니엘레 마리의 손길이 안타깝게 느껴질 

정도. 이곳에서는 약 100만 킬로그램의 아티초크를 생산하며, 

머지않아 이 작물은 로마 시내 식당에 공급될 것이다. 

국화과 다년초인 아티초크는 이파리부터 꽃봉오리, 줄기까지 

모두 다 식용 가능한 식물이다. 다니엘레 마리는 아티초크를   

“로마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식자재”라고 말한다. 로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 식물의 과거는 사뭇 파란만장하다. 한때 

소작농만 먹던 가시투성이의 이 거친 풀은 어느 순간부터 로마 

제국 황제들의 식탁에 등장했다가 1500여 년 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잠시 자취를 감췄고, 이후 시칠리아와 스페인의 

아랍 상인들이 상업적으로 재배하면서 재등장했다. 가시와 솜털 

없이 재배되는 오늘날의 아티초크는 화려했던 르네상스 시절 

미식가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개량한 품종이다. 아티초크는 

카트린 드 메디치를 따라 프랑스 파리에 전파되기도 했다. 

The fields of ripening carciofi romaneschi, or Roman 

artichokes, at Azienda Agricola Mari look like giant 

flowering rubies rising from emerald green beds. It seems 

a shame for producer Daniele Mari to snip them, but these 

plants, which will produce nearly a million kilograms of 

artichokes, will soon be scythed down and eaten — leaf, 

heart, stem and all — at Rome’s top restaurants.

“The artichoke is synonymous with the city,” says Mari.  

Rome’s favorite vegetable, however, has a disparate past. 

Once the preserve of peasants, this thorny thistle found 

favor with Roman emperors. Lost after the fall of Rome, 

it was cultivated by Arab merchants in Sicily and Spain. 

Bred to be free of thorns and fuzz, the artichoke we know 

today was refined for ritzy Renaissance diners. From 

Italy, it traveled to Paris with Catherine de’ Medici. In turn, 

the vegetable, with its perceived aphrodisiac qualities, 

was feasted on by serial lover Henry VIII of England. The 

ingredient has sailed worldwide, but its spiritual home is 

still the Italian capital.

이탈리아 서해안에 위치한 아치엔다 아그리콜라 마리 농장의 일꾼들이 아티초크를 

포장하고 있다(왼쪽 페이지). 아티초크를 판매하기 전 꽃봉오리를 다듬는 

상인(위). 로마의 메르카토 디 테스타초 같은 시장에서 파는 아티초크(오른쪽).

Workers at Azienda Agricola Mari, a farm on Italy’s west coast, 
prepare artichokes for packing and shipping (opposite). The vegetable 
is then sold at local markets, like Rome’s Mercato di Testaccio, where 
workers trim bulbs to prepare the produce for sale (above, right).



지역 최고 인기 메뉴 트라스테베레 지구의 식당 ‘로스테리아 디 

몬테베르데’의 사장인 파비오 텐데리니는 아티초크 요리가 최고 

인기 메뉴라고 귀띔했다. “지역 요리에는 아티초크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죠. 로마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해안 지방 라티나에서 

최상급의 아티초크를 공급받습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전 세계 

아티초크 생산량 1위 국가이며, 소비량 또한 1위라고 한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아티초크의 약효 성분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아티초크는 현대인이 흔히 겪는 구취나 탈모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다. 게다가 아티초크에 들어 있는 항산화 성분의 양은 

다른 채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에 속한다. 

조리법이 어떻든 간에 아티초크를 손질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겉을 감싼 질긴 이파리는 제거하고 줄기는 그대로 놔두는데, 

카르초피 로마네스키는 모든 부분을 다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꽃봉오리는 장미 모양으로 다듬어 레몬즙을 희석한 

물에 담가둔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면 로마의 거의 모든 식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티초크 요리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요리는 올리브 오일, 마늘, 허브를 넣어 전체를 통으로 구운   

‘카르초피 알라 로마나’라고 부르는 로마식 아티초크 요리다.  

carciofo romanesco. The best come from the province of 

Latina, the small coastal strip just below Rome.”

Italy is now the world’s number one producer of the 

vegetable and purportedly its largest consumer as well. 

Health-conscious Italians have long been aware of the 

artichoke’s medicinal properties. Roman historian Pliny 

the Elder noted their consumption could freshen bad 

breath and cure baldness. In fact, the antioxidant capacity 

in each artichoke is among the highest of any edible plant.

Whatever the recipe, Roman artichokes are almost 

always prepared in the same way. First, the tough outer 

leaves are torn off. The stem is left intact, as carciofi 

romaneschi are unique in that every part of the plant is 

edible. Next, the bulb is trimmed into a rosebud shape, 

then soaked in lemon juice and water. This will ready the 

vegetable for either of the two dishes that grace almost 

every Roman restaurant menu: carciofi alla romana, or 

“Roman-style artichokes,” where the vegetable is baked 

with a dressing of olive oil, garlic and herbs, and carciofi 

alla giudia, or “Jewish-style artichokes.”

Ristorante Piperno has been serving Roman specialties 

since 1860. “Our guests always ask for artichokes,” says 

proprietor Pier Paolo Boni. “And carciofi alla giudia is their 

favorite dish.” Both restaurant and recipe were born in 

Rome’s Jewish Ghetto, on the banks of the Tiber River. In 

times past, locally grown artichokes were a food of choice 

in this impoverished area. Carciofi alla giudia is a simple 

dish using simple ingredients. Artichokes are deep-fried 

in olive oil, then tossed in salt and pepper. The result is a 

golden bud of concentrated flavor.

Outside Italy, dozens of other artichoke preparations 

have developed across the world. In Croatia, they are 

stuffed with breadcrumbs and baked. The French steam 

them, then dip the leaves in a hollandaise sauce, while the 

Spanish flash-fry strips in lemon and butter. Nowhere are 

these thorny vegetables as loved as in the Italian capital, 

however. For the artichoke at least, all roads lead to 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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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요리는 ‘유대인식 아티초크’라는 의미의 ‘카르초피 알라 

주디아’다. 1860년에 개업한 로마 요리 전문점 ‘리스토란테 

피페르노’에서 맛볼 수 있다. 

“손님들이 늘 아티초크를 찾습니다. 카르초피 알라 주디아는 

그중 가장 인기 메뉴지요.” 피페르노의 사장인 피에르 파올로 

보니의 말이다. 이 요리의 조리법은 식당이 자리한, 테베레 강을 

따라 형성된 로마의 유대인 거주지에서 탄생했다. 카르초피 알라 

주디아는 단순한 재료를 이용해 간단하게 만들어 내는 요리다. 

올리브 오일에 아티초크를 튀긴 다음 소금과 후추로 간하면 

끝이다. 파올로 보니는 “항상 카르초피 로마네스키를 애용한다”며 

“아티초크의 둥근 모양은 조리에 안성맞춤”이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의 수도 외에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아티초크 

요리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크로아티아에서는 빵가루로 속을 

채워 바삭해질 때까지 구워 내고, 프랑스에서는 아티초크를 찐 

다음 이파리를 홀런데이즈 소스에 찍어 먹는 반면, 스페인에서는 

조각을 내어 레몬과 버터를 넣고 고온에 살짝 튀긴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로마 사람들이 아티초크를 변함없이 즐겨왔다는 

점이다. 적어도 아티초크와 관련된 모든 길은 여전히 로마로 

통하는 듯하다.  글 카트린 토마세티 사진 마리나 스피로네티

로스테리아 디 몬테베르데 식당의 주방장 로베르토 캄피텔리가 선보이는 유대인식 

아티초크 요리 ‘카르초피 알라 주디아’(왼쪽). 로마의 유대인 거주지에 자리한 식당 

리스토란테 피페르노는 1860년부터 지역 별미를 선보여왔다(아래, 오른쪽 페이지). 

Artichokes are closely linked with Rome’s Jewish community.  
Chef Roberto Campitelli of L’Osteria di Monteverde prepares carciofi 
alla giudia (left), while Ristorante Piperno, in Rome’s Jewish Ghetto, 
has served up local specialties since 1860 (below, oppo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