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치즈 & 맥주
         즐기기 가이드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에서 수많은 전통은 최초 이민자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치즈에 대한 사랑 역시 이러한 전통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최초의 순례자들이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에도 

그들은 치즈를 배에 실어 가져왔다. 더 많은 이주민이 미국 땅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하면서 미국에서 유럽 고향과 같은 기름진 땅과 

푸르른 녹지를 발견했다. 곧이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곡식을 

재배해 빵을 만들고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잉여 생산물을 

저장했다. 여름에는 가축을 푸른 초원에 방목하고 겨울이면 건초와 

곡물을 먹여 사육했다. 우유, 크림, 버터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원인 가축 사육은 미국 낙농업 역사의 시작이 되었으며 곧이어 

치즈 생산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많은 조상들은 치즈에 대한 애호와 함께 치즈를 

만드는 기술을 도입했다. 수백 년 이어져 온 제조법과 전통적인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조상들은 남은 우유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만들었지만 점차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렇게 미국 치즈 산업이 탄생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국 치즈 생산의 오랜 역사가 시작되었다. 미국 치즈 

산업은 낙농학과 치즈 제조에 관한 연구를 선도하며, 그 결과 

생산효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전례가 없는 안전성을 이뤄낼 수 

있었다. 오늘날 미국은 세게 최대 치즈 생산국으로, 무려 600

여 종의 치즈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5백만 톤에 

달한다. 미국산 치즈는 최고 품질을 자랑하며 세계 대회에서 

꾸준히 수상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 미국인들은 치즈의 유산, 

장인 정신, 미국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치즈의 품질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초기 독립전쟁 이전에 미국의 맥주는 브라운 에일(brown ales), 

포터(porters) 등 영국의 맥주와 유사했다. 1800년대 중부유럽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필스너(pilsners) 등 라거(lagers) 제조 

기술을 가져왔고 유럽식 맥주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했다. 1830

년경 독일 이민자 데이비드 G. 잉링(David G. Yuengling)은 

펜실베니아 주 포츠빌에서 필스너를 생산하는 맥주 회사를 

설립했다. D.G. 잉링&손(D.G. Yuengling & Son) 맥주회사는 

미국에서 현재까지 운영되는 가장 오래된 맥주 회사다. 1880

년대 앤호이저-부시(Anheuser-Busch)가 보헤미아에 위치한 

마을 부트바이스(Budweis)의 이름을 따서 지은 버드와이저

(Budweiser)와 같은 브랜드의 인기에 힘입어 필스너가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내 많은 맥주 회사가 도산했고 맥주 

산업에서 합병이 수 차례 발생했다. 미국이 건국된 지 100년이 

지난 후 미국에는 2,700개의 맥주 회사가 있었다.  200년 후 그 

수는 40개로 줄었고 모두 같은 맥주만 생산했다. 와인, 빵, 치즈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양질의 수제 맥주를 마시는 기쁨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앵커 브루잉(Anchor 

Brewing)의 프리츠 메이태그(Fritz Maytag)와 시에라 네바다 

브루잉(Sierra Nevada Brewing)의 갱단에서 시작된 수제 맥주 

문화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는 고품질 지역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맥주 회사나 펍이 

하나쯤은 있다.

치즈와 맥주를 함께 즐기는 전통은 각각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매일 먹고 마시는 농산물로 시작된 치즈와 맥주는 

절인 채소, 찬 고기, 흑빵을 곁들인 영국 전통 음식 ‘플라우맨즈 

런치(ploughman’s lunch)’의 주요 재료였다. 맥주와 치즈 

페어링이 고급 주류인 와인에 비해 명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그 

때문일 것이다.

좋은 맛의 조합이 입맛을 자극할 때는 맛과 식감이 서로 

보완 또는 대조된다. 치즈를 맥주나 에일과 함께 즐길 때 

맛이 뚜렷하게 대조되거나 달콤한 맛을 보완하기보다는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다. 견과류나 버터맛이 맥아의 달콤한 

풍부함과 섞인다. 숙성된 치즈의 자극적이고 톡 쏘는 맛은 

홉의 기분 좋은 떫은 맛과 균형을 이룬다. 일부 맥주와 에일에 

과일이나 종종 시트러스의 향과 맛을 더하는 홉은 특정 종류  

치즈의 과일 맛과 잘 어울린다. 효모는 다양한 맛과 향을 내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갓 구운 빵의 향이다. 맥주와 에일은 ‘액체 

빵(liquid bread)’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니 빵보다 치즈와 

함께 먹을 때 잘 어울리는 음식이 또 있을까!

미국의 치즈 &
맥주의 역사

치즈 & 맥주
페어링(Pairing)



연질 숙성 치즈에는 브리와 까망베르 치즈가 포함된다. 해당 

치즈와 즐기기 좋은 맥주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는 치즈의 

숙성기간과 숙성도이다. 숙성기간이 짧은 브리 치즈는 가벼운 

몰트 맥주와 페어링하고, 숙성기간이 길고 숙성도가 높은 

브리 치즈는 풍부하고 복합적인 풍미의 맥주와 페어링하면 

좋다.

치 즈

브리와 까망베르 (Brie & Camembert)
숙성도가 낮은 브리 치즈와 까망베르 치즈는 담백한 

흙 맛과 버터 맛이 나며 식감이 단단하다. 숙성되면 

버터 맛이 더욱 강하게 나고 흙 맛이 분명해진다. 또한 

식감은 부드럽고 푹신하며 크림 같다.

맥 주

과일 램빅 (Fruit Lambics)
램빅 에일은 오래된 자연 발효 방식을 사용해 만든다. 

램빅은 짧으면 4~5개월에서 길면 수년 간 숙성되어 

기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합적이고 미묘해진다.

프람보젠/프랑부아즈 및 크리에크
(Frambozen/Framboise and Kriek)

라즈베리(산딸기)나 타르트 체리(크리에크)를 곁들인 

과일 맥주는 램빅에 따라 달콤할 수도, 건조할 수도 있다. 

맛의 차이가 상당하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열대과일, 메론, 신선한 베리류와 어울린다. 또한 

복숭아, 승도복숭아, 체리와 같은 핵과나 플레인 

워터크래커, 겉이 딱딱한 사워도우 빵과 함께 먹어도 

좋다.

크림치즈와 마스카포네는 플레인 상태로 제공되거나 다른 

재료와 함께 사용되어 달거나 짭짤한 디핑이나 스프레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치즈는 다른 맛도 잘 살릴 수 있다. 과일이나 리큐어의 

단맛은 크림치즈나 마스카포네 둘 다와 잘 어울린다. 물론 

신선한 허브나 마늘 같은 짭짤한 맛과도 잘 어울린다.

치 즈

크림 치즈 (Cream Cheese)
크림 같은 질감과 풍미를 지니고 있으며, 저지방 

종류도 있다.

마스카포네 (Mascarpone)
유지방 함량이 72% 이상인 트리플 크림 스타일 

치즈로, 진하고 크림 같은 질감과 풍미가 특징이다.

맥 주

세종 (Saison)
영어로 ‘계절(season)’이라고 번역되며, 여름과 가을 

초까지 저장할 맥주가 양조되는 봄을 의미한다. 

가벼운 홉과 6.5%의 알코올 도수를 지닌 이 맥주는 

더운 시기를 지나면서 바삭한 맛을 유지하고, 오렌지 

껍질, 허브, 향신료와 같이 맥주에 흥취와 생기를 

불어넣는 부재료를 곁들인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플레인이나 과일맛, 단맛이 나는 연질 신선 치즈는 

버터쿠키, 고프레, 생강쿠키, 쇼트브레드, 바닐라 

웨하스, 혹은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등의 신선한 베리류와 잘 어울린다. 허브 맛이 나거나 

짭짤한 종류의 치즈는 여러 종류의 신선 야채나 

크래커를 디핑할 수 있게 함께 제공해도 좋다.

연질 신선 치즈 연질 숙성 치즈

마스카포네 & 세종 스타일 에일 
(Mascarpone & Saison-Style Ale)

마스카포네 치즈는 다른 음식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고 버터 맛이 강하다. 마스카포네를 복합적인 

과일 맛의 세종 스타일 에일이나 통밀 귀리빵, 무와 함께 

곁들이면 기억에 오래 남는 맛과 질감을 즐길 수 있다.

브리 & 체리 크리에크 (Brie & Cherry Kriek)

브리 치즈는 숙성될수록 부드러워지고 향이 진해진다. 브리 

치즈는 생  무화과, 포도, 워터크래커, 통 타르트 체리를 첨가해 

양조한 벨기에식 체리에일과 함께 완벽한 페어링을 이룬다. 

풍부하고 크림 같은 브리 치즈는 이 독특한 맥주의 시큼한 

끝맛으로 균형 잡힌 맛을 선사한다.



반연질 치즈 중 가장 흔한 치즈는 전유를 원료로 하고 크림 

같은 맛과 질감을 지닌 치즈로, ‘아메리칸 오리지널’이 

상당수다. 반연질 치즈는 건외피와 세척 외피라는 두 가지 

뚜렷한 카테고리로 나뉜다. 

건외피 반연질 치즈는 표면을 숙성하지 않으며 맛이 가장 

부드럽다. 몬테레이 잭, 문스터, 폰티나, 하바티 등이 있다.

세척외피 혹은 표면 숙성 반연질 치즈는 맛이 강하며, 흙 

맛과 톡 쏘는 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림버거와 브릭 치즈는 

와인보다 맥주와 잘 어울린다.

치 즈

몬테레이 잭 (Monterey Jack)
몬테레이 잭은 섬세한 버터 맛에 약간의 시큼한 맛이 

가미된 치즈다. 플레인 버전과 핫페퍼(페퍼잭), 허브, 

향신료 등 다양한 맛이 가미된 버전이 있다. 

하바티 (Havarti)
하바티는 연하고 크림 같은 치즈다. 플레인 맛과 

마늘과 허브, 딜, 캐러웨이, 서양고추냉이 등 짭짤한 

맛을 내는 여러 종류가 있다.

맥 주

트리펠 (Tripel)
일반 맥주에 비해 맥아를 3배 더 첨가해 발효한 애비/

트라피스트 에일이며, 알코올 도수가 9% 수준으로 

매우 높다. 옅은 살구색을 띠는 트리펠 맥주는 

길고 높은 산 같은 헤드 부분으로 인해 ‘바위투성이

(rocky)’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가벼운 과일 맛이 

나며 중심부는 맥아 향이 강하며 홉의 향과 풍미는 

미니멀하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적포도나 청포도, 그래니 스미스, 매킨토시 등의 

시큼한 사과, 배, 승도복숭아, 살구, 복숭아 등의 핵과와 

잘 어울린다. 플레인 버터 크래커, 밀 크래커, 호밀, 

허브, 잡곡 등 강하고 진한 맛의 빵과 함께 해도 좋다.

반연질 치즈

치 즈

표면 숙성 브릭 (Surface-Ripened Brick)
브릭이라는 이름은 치즈의 모양뿐만 아니라 치즈 

생산업체가 초기에 치즈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벽돌을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 표면 숙성 브릭 치즈는 

진하고 흙 맛이 나며 비숙성 상태일 때는 약간의 

견과류 맛이 나지만 숙성되면서 톡 쏘는 짜릿한 

맛으로 변한다.

맥 주

페일 에일/비터스 (Pale Ale/Bitters)
폭넓게 분류된 페일 에일과 비터스는 지역적 차이가 

강하며, 알코올 도수는 3.5%의 ‘일반’ 비터스부터 

5.5%의 ‘엑스트라 스페셜 비터스’까지 다양하다. 색은 

짙은 금색이나 짙은 호박색을 띤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양파, 샬롯, 차이브, 머스타드, 흑빵 등이 있다.

표면 숙성 브릭과  페일 에일
(Surface-Ripened Brick  with Pale Ale)

아메리칸 오리지널인 브릭 치즈는 흙 

맛과 견과류 맛이 나며, 속의 부드러운 

맛과는 달리 향이 강하다. 브릭 치즈는 

호밀 흑빵, 붉은 양파, 홀그레인 머스터드 

등 예전부터 함께 먹어왔던 음식이 

가장 잘 어울린다. 미국 페일 에일과의 

페어링도 좋다.



여기에는 블루 치즈와 고르곤졸라가 포함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블루 치즈의 종류는 수십가지이며 각자 독특한 

풍미와 질감을 보유하고 있지만, 맥주와 함께 하면 대부분 

비슷한 질감으로 느껴진다.

치 즈

블루 치즈 (Blue Cheese)
블루 치즈의 질감은 단단하고 푸석푸석한 질감에서 

크림 같은 질감까지 다양하다. 맛도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뚜렷하고 톡 쏘며 진한 맛이 난다.

크럼블 고르곤졸라 (Crumbly Gorgonzola)
고르곤졸라는 크럼블 스타일과 크림 스타일로 

생산된다. 크럼블 혹은 숙성된 고르곤졸라는 맛과 

질감 면에서 전통적인 블루 치즈와 유사하며 블루 

치즈와 잘 어울리는 맥주는 크럼블 고르곤졸라와도 

페어링되어 잘 어울린다.

맥 주

발리 와인 (Barley Wine)
장기간 숙성한 흑맥주로, 풍부하고 몰트의 맛과 향이 

강하며 다층적인 풍미를 선사한다. 알코올 도수가 

8~14% 정도로 상당히 강한 술이며, 탄산화는 

최소한으로 한다. 수년간 숙성 가능한 발리 와인은 

맥주의 셰리주로 여겨지며,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음미하며 마셔야 한다.

도펠보크 (Doppelbock)
독일 수도승들이 금식 때 마시기 위해 개발한 이 

맥주는 강한 흑맥주로, 토피 사탕과 커피 맛이 나며 

달콤한 끝맛을 느낄 수 있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안주, 보스크, 바틀릿, 레드 아시아 등의 배나 후지, 

골든 딜리셔스, 조너선 등의 단맛이 나는 사과와 잘 

어울린다. 특히 피칸과 같이 소금을 치지 않은 땅콩, 

꿀을 발라 볶거나 조린 땅콩과 함께 해도 좋고, 플레인 

크래커나 사워도우, 겉이 딱딱한 빵과 같이 먹어도 좋다.

블루 치즈

치 즈

이탈리아 스타일 크리미 고르곤졸라
   (Italian-Style Creamy Gorgonzola)

가장 전통적인 스타일의 고르곤졸라는 이탈리아식이나 

크림 타입이다. 이 스타일은 크림 같은 질감에 자극적인 

맛보다는 흙 맛이 더 많이 난다. 따라서 여러 다른 

맥주를 선택할 수 있다.

맥 주

두벨 (Dubbel)
일반 맥주에 비해 맥아를 2배 더 첨가해 발효한 애비/

트라피스트 에일로, 숙성된 홉을 사용했다. 그 결과 

미숙성 홉에서 나오는 씁쓸한 맛이 전혀 없고 맥아의 

향과 맛이 뚜렷한 맥주가 탄생했다. 짙은 갈색에 과일 

향과 맛이 나는 두벨의 알코올 함량은 7% 정도이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안주, 보스크, 바틀릿, 레드 아시아 등의 배나 호두,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피칸과 잘 어울린다. 구운 마늘, 

플레인 크래커, 겉이 딱딱한 빵이나 치아바타와 함께 

해도 좋다.

블루 & 고르곤졸라와 애비 스타일 에일
(Blue & Gorgonzola with Abbey-Style Ale)

블루 치즈와 고르곤졸라 치즈는 둘 다 맛이 강하고 진하지만 

블루 치즈는 보통 맛이 더 뚜렷하고 톡 쏘는 반면 고르곤졸라는 

흙 맛에 덜 짭짤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애비 맥주, 배, 호두와 

함께 페어링할 때 블루 치즈와 고르곤졸라 치즈는 배의 단맛과 

대조되면서 맥주의 풍부한 거품과 어우러진다.



훈제 고다와 보크 비어 
(Smoked Gouda with Bock Beer)

풍부한 몰트 맥주인 보크 비어와 페어링할 경우 고다 치즈의 

훈제 풍미가 맥주의 단맛과 대조된다.

고다와 에담 치즈는 저숙성 상태와 숙성 상태로 제공된다. 두 

치즈는 여러 맥주와 잘 어울린다. 특히 훈제나 (캐러웨이, 커민 

등) 향신료가 가미된 종류는 맥주와 함께 즐기기에 적합하다.

치 즈

고다와 에담 치즈 (Gouda and Edam)
마일드 고다 치즈는 전유를 원료로 하며 가장 

크리미한 질감을 띤다. 에담 치즈는 부분탈지 우유를 

사용하며 더욱 단단하다. 고다 치즈와 에담 치즈는 

버터 맛과 견과류 맛이 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맥 주

브라운 에일 / 너트 브라운 에일 
                 (Brown Ale/Nut Brown Ale)

짙은 호박색인 미디엄바디 맥주는 지역마다 다양하며, 

주로 효모에서 우러나오는 과일 향과 맛, 풍부한 

비스킷 몰트, 균형 잡힌 씁쓸함을 특징으로 한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살구, 자두, 체리, 승도복숭아, 복숭아와 같은 핵과나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등 생 혹은 말린 열대과일과 

잘 어우러진다. 호밀, 호밀흑빵, 통밀크래커나 빵과 

함께 해도 좋다

고다 & 에담 치즈

치 즈

숙성 혹은 훈제 고다 치즈와 에담 치즈
(Aged or Smoked Gouda and Edam)

달콤한 커드 치즈라고도 알려진 고다 치즈와 에담 

치즈는 숙성될수록 버터 맛과 견과류 맛이 강해지고, 

캐러멜이나 버터스카치와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치즈를 자연적으로 원반 형태로 훈제하는 방식과 

소금물에 훈제하는 두 가지 훈제방식이 있다.

맥 주

보크 (Bock)
주로 진하고 강한 맛의 흑맥주로, 맥아와 토피의 

풍미가 느껴지며 홉의 적당한 씁쓸함이 인상적이다.

포터 (Porter)
몰트의 풍미가 느껴지는 강하고 진한 맛의 흑맥주로, 

알코올 함량은 5% 정도다. 캐러멜과 초콜릿 맛이 홉의 

씁쓸함 및 에일 효모의 과일향과 균형을 이룬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마일드 고다 치즈와 마찬가지로, 체리, 크랜베리 등의 

건과일이나 캐슈, 피칸,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의 

견과류와 잘 어울린다. 통밀, 호밀, 잡곡빵이나 크래커, 

혹은 라보쉬, 플랫 브레드와 함께 해도 좋다.   



프로볼로네와 비엔나 스타일 라거
(Provolone with Vienna-Style Lager)

프로볼로네는 부드러운 맛이 나지만 숙성될수록 

톡 쏘는 짜릿한 풍미가 더해진다. 몰트 맛과 

향이 느껴지는 비엔나식 라거와 페어링할 경우, 

프로볼로네 치즈는 완벽한 전채 요리가 된다.

파스타 필라타는 ‘잡아 늘린 반죽’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신선 치즈 커드를 뜨거운 물에 담그고 태피처럼 늘리고 당기는 

치즈 생산 과정을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모짜렐라를 고수분, 저수분, 부분탈지 우유, 전유 

등 다양한 스타일로 만든다.

프로볼로네는 전유로 만들고, 훈제나 플레인 등 다양한 

스타일과 모양을 띠며, 비숙성 혹은 숙성 상태로 제공된다.

치 즈

신선 모짜렐라 (Fresh Mozzarella)
신선 모짜렐라는 보통 물과 함께 포장되어 있고 

신선하고 깨끗한 우유 맛과 부드럽고 크림 같은 

질감을 지닌다.

맥 주

둥켈 (Dunkel)
‘어두운’이라는 뜻의 둥켈은 옛날식 라거로, 진한 

맥아의 맛과 적당한 씁쓸함이 느껴지며 빵의 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바질, 토마토, 올리브 오일(카프레제 샐러드)와 같은 

전통적인 재료와 잘 어울리고, 올리브, 절인 채소, 

절인 고기와 함께 해도 좋다.

파스타 필라타 치즈

치 즈

숙성/샤프 프로볼로네 
(Aged/Sharp Provolone)

프로볼로네는 숙성될수록 날카롭고 톡 쏘는 맛이 나고 

오돌토돌한 질감을 지니게 된다.

맥 주

비엔나 스타일 (Vienna-Style)
구리나 청동색을 나타내며, 눈에 띄는 단맛과 캐러멜 

몰트의 깊은 풍미가 느껴진다. 절제된 씁쓸함과 

드라이한 끝맛이 특징이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올리브, 절인 채소, 절인 고기, 포카치아, 치아바타, 

프렌치 바게트, 사워도우와 잘 어울린다.

치 즈

마일드 프로볼로네 (Mild Provolone)
프로볼로네는 모짜렐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항상 전유를 사용한다. 또한 치즈 생산업체는 훨씬 더 

풍미가 두드러지는 프로볼로네의 생산을 위해 더욱 

다양한 배양물질을 사용한다.

맥 주

윗비어 (Witbier)
벨기에식 밀맥주로, 가벼운 무게감과 시트러스의 톡 

쏘는 맛, 시큼한 사과 맛이 특징이다. 탄산화로 인해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흰 색(wit)을 나타내며, 효모로 

인해 뿌옇고 탁한 외관을 지닌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신선 혹은 말린 무화과나 살구와 잘 어울린다. 다양한 

올리브, 절인 채소, 절인 고기로 전채 요리를 낸다. 

포카치아, 치아바타, 프렌치 바게트, 사워도우와 함께 

해도 좋다.



숙성 체다와 스타우트
(Aged Cheddar with Stout)

체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치즈인 이유는 바로 맛에 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숙성된 체다는 생과일이나 

쇠고기 수프만큼이나 분명한 맛을 낸다. 

에스프레소 같은 풍미를 지닌 스타우트와 

페어링하면 숙성된 체다와 스타우트 맥주의 

조합은 미각에 마법을 선사한다.

체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치즈다. 다양한 스타일과 숙성도에 따라 각각의 체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콜비는 ‘아메리칸 오리지널’로, 치즈의 이름은 위스콘신 주에 

있는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마일드 체다와 유사하다.

치 즈

마일드 체다와 콜비 
(Mild Cheddar & Colby)

마일드 체다는 30일 이상 숙성되며, 단단하고 

탄력적인 질감을 지닌다. 살짝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맛, 살짝 시큼한 끝맛이 특징이다.

맥 주

마일드 스코티쉬 에일 (Mild Scottish Ale)
금색이나 적갈색을 띠는 이 맥주는 맥아의 향과 

맛이 뚜렷하며 ‘비스킷 같다’고 표현된다. 홉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맛만 미약하게 날 뿐 향이 거의 없다. 

입안에 적당히 맴도는 느낌이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롬, 갈라, 레드, 골든 딜리셔스 애플 등 부드럽거나 

시큼한 사과나 배, 포도와 잘 어울린다. 플레인 

워터크래커, 버터크래커, 사워도우 빵과 함께 해도 좋다.

체다 & 콜비 치즈

치 즈

숙성 체다 (Aged Cheddar)
체다는 수개월 혹은 수년간 숙성될 수 있고, 숙성되면서 

풍부하고 날카로우며 소고기와 같은 맛을 낸다. 2~5

년 정도 숙성된 체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맥 주

스타우트 (Stout)
스타우트는 짙은 갈색이 아닌 검은색이며, 영국식, 

아일랜드식, 크림, 오트밀, 임페리얼 등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그래니 스미스, 매킨토시, 피핀 등 시큼한 사과나 

배, 대추와 잘 어울린다. 피칸, 호두, 헤이즐넛, 워터 

크래커, 버터 크래커, 씨앗빵과 함께 해도 좋다.

치 즈

미디엄 체다 (Medium Cheddar)
전통적으로 미디엄 체다는 90일 동안 숙성한다. 

마일드 체다보다 더욱 크림 같은 질감을 지니고 

있으며 살짝 걸쭉한 맛이 난다.

맥 주

도르트문더 엑스포트
 (Dortmunder Export)

1800년대 중반에 개발된 이 맥주는 금색빛이며 

확실한 맥아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적당한 홉은 

드라이한 끝맛을 선사한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후지, 조너선, 매킨토시 등 부드럽거나 시큼한 사과나 

청포도, 레드 아시아배와 잘 어울린다. 플레인 크래커, 

버터 크래커와 함께 해도 좋다.



숙성 스위스 치즈, 베이비 스위스 
& 그뤼에르와 밀맥주
(Aged Swiss, Baby Swiss & Gruyere 
with Wheat Beer)

이 치즈들은 향신료가 가미된 밀맥주와 페어링될 때 

조화를 이룬다. 맥주에 시트러스 껍질이나 고수와 

같은 향신료를 가미하게 되면 치즈의 견과류 맛과 잘 

어울리는 이국적인 풍미가 생긴다.

치 즈

숙성 스위스 치즈 (Aged Swiss)
숙성된 스위스 치즈는 부분탈지 우유를 원료로 하며 

매우 단단하다. 큰 원반(wheel) 형태로 만들어지며, 큰    

‘눈’을 지니고 있고, 숙성되면서 견과류 맛과 약간의 톡 

쏘는 맛이 첨가된다. 

맥 주

헤페바이젠 (Hefeweizen)
독일식 밀(weizen) 맥주로, 병 안에 남아 있는 효모

(hefe)로 인해 색은 흰색(weisse)에 가깝다. 가벼운 

무게감을 지니며, 탄산화로 시트러스, 정향, 바나나 

맛이 난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후지, 갈라, 조너선 등의 사과, 배, 포도와 잘 어울린다. 

캐슈, 아몬드, 호밀, 호밀 흑빵, 씨앗빵과 함께 해도 

좋다.

숙성된 스위스 치즈와 베이비 스위스 치즈의 표면에는 

치즈 생산업체가 ‘눈’이라고 표현하는 구멍이 있다. 치즈가 

숙성될수록 일부 배양방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구멍이 커진다.

그뤼에르와 라클레테는 스위스식 치즈지만 세척외피나 

표면숙성 치즈로, 눈이 거의 없으며 숙성되면서 버터 맛과 흙 

맛이 더욱 강해진다.

치 즈

베이비 스위스 (Baby Swiss)
‘아메리칸 오리지널’인 베이비 스위스는 전유를 원료로 

하며 약간의 버터 맛과 견과류 맛이 나고 크림 같은 

질감에 작은 완두콩 크기의 구멍 혹은 ‘눈’이 있다.

맥 주

헬레스 (Helles)
보헤미아의 필스너에 대한 독일식 해석으로, 가벼운 

무게감에 밝은 노란색과 금색을 띠며 맥아의 풍미가 

가득하지만 필스너의 씁쓸함을 배제했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딸기, 키위, 구아바, 청포도, 캐슈, 아몬드, 플레인 워터 

크래커, 밀 크래커, 통밀빵 등과 잘 어울린다.

치 즈

그뤼에르 (Gruyere)
라클레테와 마찬가지로 그뤼에르는 표면 숙성되었고 

버터, 견과류, 흙맛이 풍부하다. 훌륭한 테이블 치즈로 

이용될 뿐 아니라 프랑스 양파 수프, 키슈 로렌, 퐁듀 

등의 요리에서 예전부터 사용되었다.

맥 주

필스너 (Pilsner)
1842년 보헤미아의 양조기술자들이 필젠이라는 

마을에서 바바리아 라거 효모와 영국의 가벼운 맥아를 

사용해 개발한 후 필스너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했다. 처음으로 등장한 황금색을 띠는 맥주로, 

꽃향과 빵내음이 나며 바삭한 홉을 느낄 수 있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코니숑, 게르킨 등 시큼한 피클과 절인 양파, 갓 삶은 

감자와 잘 어울린다. 사과, 배, 청포도, 겉이 딱딱한 

사워도우, 통밀빵과 함께 해도 좋다. 

스위스  치즈



파마산, 아시아고, 드라이 잭, 로마노, 페파토 치즈가 포함된다.

‘치즈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파마산은 기원이 거의 1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치즈 중 

하나다. 경질 치즈는 장시간 숙성할 경우 생기는 오돌토돌한 

질감을 뜻하는 ‘그라나(grana)’로도 불린다.

치 즈

파마산 (Parmesan)
파마산은 버터와 견과류 맛이 나며 장시간 숙성할 

경우 달콤한 열대 과일의 풍미를 지니게 된다.

아시아고 (Asiago)
아시아고는 우유지방 함량이 더 높으며, 파마산보다 

질감이 부드럽고 맛은 날카롭다.

맥 주

메르젠비어/옥토버페스트 
(Märzenbier/Octoberfest)

‘3월의 맥주’라는 의미의 메르젠비어는 봄에 생산되어 

여름과 가을까지 숙성된 후 주로 옥토버페스트에서 

제공된다. 부드러운 호박색에 중간 정도의 무게감을 

지니는 이 라거에서는 캐러멜 맥아와 빵의 풍미가 

확연하며 균형 잡힌 홉을 느낄 수 있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신선 혹은 말린 무화과나 살구와 잘 어울린다. 소금을 

뿌린 호두나 캐슈, 바게트, 플레인 크래커와 함께 해도 

좋다.

치 즈

로마노 (Romano)
미국에서 양유의 맛이 나도록 소젖에 효소를 첨가해 

생산한 치즈로, 날카로운 맛과 강하고 톡 쏘는 향이 

특징이다.

페파토 (Pepato)
시칠리아에서 생산되는 전통적인 제품과 유사하며, 

검은 통후추 열매를 바디 전반에 섞은 로마노식 

치즈다.

맥 주

비에흐 드 가르드 (Bière de Garde)
‘저장 맥주’라는 의미의 이 봄 맥주는 여름을 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맥주는 동색에서 적갈색까지 

다양한 색을 띠며, 알코올 도수는 6~8%다. 하지만 

모두 해당 지역의 에일 효모로 인해 흙, 향신료, 허브 

맛이 나며 달콤한 아니스 맛이 감돌면서 비스킷 같은 

맥아의 느낌을 제공한다.

곁들이면 좋은 음식

올리브, 절인 채소, 절인 고기, 머스타드와 잘 어울린다. 

포카치아, 치아바타, 프렌치 바게트, 사워도우와 함께 

해도 좋다.

경질  치즈

아시아고 & 파마산과 메르젠 라거 
(Asiago & Parmesan  with Märzen Lager)

아시아고와 파마산 치즈는 맥아의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 메르젠식 라거와 잘 어우러진다. 

신선 혹은 말린 살구, 소금을 뿌린 호두를 

곁들이면 훌륭한 마무리 코스가 된다.



치즈와 맥주를 시음할 때는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사용한다. 

맥주를 빛에 비춰보고 색, 투명도, 탄산화 등을 확인한다. 거품 혹은  

‘헤드(head)’를 관찰한다.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잔의 옆쪽에 거품이 

약간씩 붙는 것을 ‘벨기에 레이스(belgian lace)’라고 한다. 맥주의 

향 혹은 ‘부케(bouquet)’를 확인해보라. 몰트에서 캐러멜, 초콜릿, 

구운 빵과 같은 향이 나는가? 홉에서 꽃, 소나무, 시트러스 노트가 

느껴지는가? 효모에서 나는 과일향은 어떤가? 

치즈와 맥주를 페어링할 때 유용한 정보를 몇 가지 소개한다.

•  시작은 밀 맥주처럼 가벼운 맥주로 하고, 점점 포터(porter), 

스타우트(stout)와 같은 무거운 흑맥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 한 동안 머금고 있다가 부드럽게

마신다. 그렇게 하면 콧대를 지나 2차 후각기관까지 향이 퍼진다. 

첫 맛에 주목해보라. 건조한가 아니면 단 맛이 나는가? 입안을 

풍성하게 채우는 크림 같은 맛이 나는가, 아니면 산뜻한 떫은 

맛이 감도는가?

•  좋은 맥주는 홉의 깨끗한 맛과 커피나 토피 맛이 두드러지며

마시고 난 후에도 기분 좋은 뒷맛이 남는다. 

 

•   치즈를 보고 전체적인 모양, 색깔, 질감, 향을 메모한다. 반연질

치즈나 더 단단한 치즈의 경우 작은 치즈 조각을 두 손가락으로 

잡고 눌러보면서 질감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맛을 경험하기에 

앞서 치즈의 향을 느낄 수 있다. 

•     치즈를 작게 한 입 먹고 치즈가 미뢰를 자극하면 씹는 도중에

느껴지는 맛과 마지막에 느껴지는 맛을 메모한다.

•  치즈가 입안에 있는 상태에서 맥주를 작게 한 모금 마시고

치즈와 맥주 맛을 함께 느낀다.

•  치즈와 맥주의 시식 중간중간에 과일, 빵, 크래커나 다른 

안주로 입안을 개운하게 한다. 치즈와 맥주는 맛이 풍부한 

식품으로 적절한 안주를 곁들이면 맛의 균형을 느낄 수 있다.

LIGHT(가벼움) DARK(무거움)

테이스팅  팁



치즈와 안주를 선택할 때 아래 가이드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해서 

입맛에 맞는 치즈와 안주를 맛보고 찾고 표시하면 좋다.

•  가게에서 치즈를 구입할 때 치즈 섹션의 직원에게 계획을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치즈를 어느 정도로 구매할지에 

대해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    익숙하지 않은 치즈의 맛에 대해서는 질문한다.

•   애피타이저 용도라면 1인당 56g(2oz)의 치즈를 구입하면 된다.

(모든 치즈의 총량)

•   메인 코스 용도라면 1인당 112g(4oz)의 치즈를 구입하면 된다.

(모든 치즈의 총량)

•   인원이 소규모라면 손님들이 각자 자르기 좋도록 치즈와 함께 

작은 나이프를 제공한다.

•   인원이 대규모라면 미리 치즈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둔다. 1인당 

한 조각 이상으로 자르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각자 먹고 싶은 

크기로 잘라서 맛볼 수 있도록 한다.

•    슬라이스된 빵이나 크래커를 치즈와 함께 플레이팅해 둔다.

•  과일을 씻어서 한 입 크기의 조각으로 자른다. 포도는 작은

송이로 자르고, 베리는 통째로 제공한다.

•  건과일, 견과류나 다른 안주를 작은 그릇이나 접시에 두고

어울리는 치즈와 함께 제공한다.

치즈를 선택하고 구입하기

아래 가이드를 추천 목록에 있는 맥주 구입 시 쇼핑리스트로 사용하고, 

읽으면서 원하는 맥주를 고른다.

•    다양한 종류의 맥주가 구비되어 있고, 맥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직원이 있으며 제품 회전율이 높은 가게에서 맥주를 구입한다. 

맥주는 대부분 신선함이 생명이다.

•  1인당 최소 59ml(2oz)의 맥주를 구입한다. 보통 355ml(12oz)

병당 6잔 정도가 나온다.

•  맥주는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열과 자외선은 맥주의 가장 큰 적이다. 

•    맥주를 제대로 즐기려면 온도도 중요하다. 보통 라거와 밀 맥주는

4~10℃(40~50°F) 정도로 차갑게 제공해야 하며, 에일, 포터, 

스타우트는 10~13℃(50~55°F)에서 가장 맛이 좋다.

•  시음을 위해서는 실제 유리잔을 사용한다. 플라스틱에서는

화학적인 향이 나오기 때문에 맥주를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

•    맥주를 유리잔에 조심스럽게 따른다. 지나치게 빨리 따르면 거품 

혹은 ‘헤드(head)’가 너무 많이 생기고, 지나치게 느리게 따르면  

‘헤드(head)’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거품은 향과 맥주의 첫 맛을 

즐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치즈 제공하기

맥주를 선택하고 구입하기

맥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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