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CORTINA

전통요리 레시피

카네데르리 치즈 만두  



1 cm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 딱딱한 또는 굳은 빵 300 g
일반우유 250 ml
계란 2개

파르미산 치즈가루 40 g
다양한 치즈 200 g (단기 또는 초기 건조 치즈, 장기 건조된

치즈 40 g 미만)
 

재료

4명 기준 (약 16개)



다진 파 1 스푼
다진 이탈리안 파슬리 (Parsley) 1 스푼

잔소금 1 티스푼
검은 후추가루 약간

육두구 (Nutmeg) 가루 약간
밀가루 박력분 (Cake Flour) 1 스푼

국물용 육수

재료



큰 사발 (bowl)에 준비된 빵을 담아 주세요

작은 공기 그릇에 평상온도의 계란과 우유를 넣어 부드럽게
풀어 골고루 섞어 주세요. 빵위에 계란을 부워 수분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가끔씩 저어가며 적어도 20분 정도 숙성화시키
세요. 

그 동안에 치즈를 손질하고 3~4 mm 이하 크기로 작게 짤라
주세요 (더 크면 반죽이 매끈하게 안됩니다)

빵이 골고루 눅눅해져 부드러워졌으면 (물기에 흠뻑 젖어 있
으면 안됨!) 파르미산 치즈가루, 다진 파, 다진 파슬리, 소금,
후추, 육두구 가루와 짜른 치즈를 넣고 재빨리 섞어 준후 제일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넣어 섞어주세요

재료가 골고루 분포되어 매끈하게 반죽되도록 힘을 주어 반
죽하세요

반죽이 손에 거의 들러붙지 않을 정도의 말랑말랑 상태가 되
도록 반죽하세요

요리순서



육수를 불에 데우세요 (아니면 소금으로 간한 물에 버터와
갈은 치즈로 국물을 만들어 서빙해도 됩니다). 데운 육수로
양손바닥을 살짝 발라 묻힌 후, 처음에는 반죽을 동그랗게 손
안에서 굴리다가 양손바닥으로 힘을 주어 누르면서 약 5 cm
정도 크기의 시험용 동그랑땡을 1개 만드세요 

시험용으로 끓는 육수에 약 5분 정도 만든 동그랑땡을 넣어
익히세요. 카네데르로 (canederlo)가 부서시지 않고 모양
이 안 흐트러진 형태를 유지하면 반죽이 잘 되었다는 뜻입니
다. 부서지지 않고 고대로 익었다면 끓은 육수에서 꺼내서, 씹
는 감촉감, 향료맛등을 위주로 시식을 해 보세요. 만족했을 경
우 동그랑땡을 계속 만드세요. 부서지면 빵에 습기가 많다는
소리니까 빵가루를 넣어 진반죽을 마르게 한 후 동그랑땡을
만드세요. 5분정도 끓인 후 스프접시에 담고 육수 국물은 내
용물 반정도를 덮을 만큼 부어 담아 서빙하세요.

비고: 육수에 동그랑땡을 넣어 익히면 맛은 더 진해서 좋으나
국물이 지저분하게 탁해집니다. 깔끔한 국물로 서빙하실 경우
는 소금으로 간한 끓는 물에 익혀 건저낸 후 데운 육수 국물
을 얹어 서빙하세요. 

요리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