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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센터는 'Next ASEAN'을 주제로 '2020 아세안 문화
관광 쇼케이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11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아세안 관광 홍보 부스',
'여행사진전', '아세안 문화관광 파빌리온', 'EBS 최고의 요리비결'을
비롯하여 12월 초 아세안 컬리너리 아트북을 발간합니다.

The ASEAN-Korea Center holds the ASEAN Culture and
Tourism Showcase 2020 during the month of November
under the theme of Next ASEAN. In consideration of
the COVID-19 situation, this showcase program consists of
various programs through on- and offline platforms.
From the first to the last week of November, with the
ASEAN Tourism Promotion Booth and Photo Exhibition to
start things off, the ASEAN Culture and Tourism Pavilion,
EBS The Best Cooking Secrets, and the ASEAN Culinary
Artbook (early December) will be organized and produced.

아세안 관광 홍보 부스 및 여행 사진전 '렌즈로 세상을 여행하다'
11월 4~6일,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
아세안이 10개국이 선정한 힐링 여행지를 온·오프라인으로 전시

ASEAN Tourism Promotion Booth and Photo Exhibition
Travel Through the Lens
Nov 4~6, Seoul Garden in front of the Korea Press Center
Showcasing healing destinations selected by
the 10 ASEAN countries via on- and offline platform

온라인 갤러리 WWW.ASEANKOREA.ORG

아세안 문화·관광 파빌리온 '아세안: 색·향·음의 플래시백'
11월 4~25일, 아크앤북 시청점
아세안 문화관광 라이브러리로서 아세안 공예품, 패브릭, 가구뿐만
아니라 서적, 음악, 디지털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과거 아세안 여행지
에서의 추억을 회상해보고, 미래의 여행을 상상해보는 복합전시 공간
EBS 최고의 요리비결: 아세안 특집편
11월 9~13일, 10:50~11:20 (EBS1)

아세안 10개국이 선정한 10가지 레시피를 소개
아세안 컬리너리 아트북
12월 초 발간
아세안 10개국의 대표 음식 및 전통과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텍스트와 이미지에 담아 엮은 아트북

ONLINE GALLERY: WWW.ASEANKOREA.ORG/ENG

ASEAN Culture & Tourism Pavilion
ASEAN: Flashback Memories from Color, Scent,
and Sound
Nov 4~25, Arc N Book, City Hall, Seoul
ASEAN Culture & Tourism Library where one can deepen
its understanding on the cultural values of ASEAN with the
multi-faceted display of craftwork, music, fabric, furniture,
books, and digital media that introduces each ASEAN
country from various angles.
EBS The Best Cooking Secrets: ASEAN edition
Nov 9~13, 10:50am (EBS1)
Introducing 10 recipes selected by the 10 ASEAN countries
ASEAN Culinary Artbook
Early December
Production of an artbook featuring food, and the traditional
and modern lifestyle of the 10 ASEAN countries

브루나이의 삼발 타하이는 말린 훈제 청어를 으깨어
매콤한 양념에 볶은 요리로, 청어 특유의 풍미와
감칠맛이 매콤한 양념과 어우러져 식욕을 돋우는
브루나이의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Brunei's Sambal Tahai is a dish that consists
of crushed dried smoked herring cooked
with spicy sauce. The distinct flavor of the
smoked herring and umami of the fish paired
with the spicy sauce is a delicacy from Brunei.

재료
타하이(말린 훈제 청어) 300그램, 칠리 페이스트 3큰술
샬롯 4개, 마늘 2쪽, 타마린드 주스 1/2컵
양파 1/2, 홍고추 2개, 설탕 2작은술, 소금 1작은술
볶음용 식용유

Ingredients
300g tahai (dried smoked herring fish)
3 Tbsps chili paste, 4 shallots, 2 cloves garlic
1/2 cup tamarind juice, 1/2 onion, 2 red chili
2 tsps sugar, 1 tsp salt
Cooking oil for stir-frying

만드는 법
말린 훈제 청어를 씻어 껍질을 벗긴 후 뼈를 제거하고 으깨 줍니다.
샬롯과 마늘, 양파와 홍고추는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Directions
After peeling off the skin of the dried smoked herring fish,
debone and pound it. Thinly slice the shallot and garlic,
onion and red chili.

식용유를 넣고 예열한 팬에 샬롯과 마늘을 볶다가 기름에 향이
올라오면 칠리 페이스트를 넣어줍니다. 타마린드 주스, 소금,
설탕을 넣고 볶다가 으깬 말린 훈제 청어를 넣고 익을 때까지
잘 저으며 볶습니다. 양파와 홍고추를 얹은 후 접시에 담습니다.

Heat the cooking oil on a pan and stir-fry the shallot
and garlic. Add chili paste when you smell the oil. Pour in
tamarind juice, salt, sugar and stir. Add the pounded
dried smoked herring fish and stir well until cooked.
Top it off with onion and red chili, and serve on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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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만든 면을 푹 끓인 수프에 넣고 푸짐한 토핑을
곁들여 한 그릇 먹으면 마음이 절로 따뜻해집니다.
포 포 로트는 육류와 해산물, 야채의 풍성한 맛을
한 그릇에 경험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국수입니다.

Eating a bowl of hand-made short noodles
nestled in rich broth, served with a generous
amount of topping, will warm your heart for
sure. Paw Paw Lort is Cambodia's noodle
soup that encompasses the diverse flavors
of meat, seafood and vegetables in one bowl.

국수 재료(1킬로그램 기준)
다목적 밀가루 2컵, 옥수수 전분 1/2컵, 기름 1큰술
소금 1/2작은술, 뜨거운 물 1컵

Ingredients
Short noodle
2 cups of soft all-purpose flour, 1/2 cup of corn starch,
1 Tbsp oil, 1/2 tsp salt, 1 cup hot water

수프 재료 (10인분)
물 4.5리터, 흰 무 250그램, 당근 200그램
양파 250그램, 고수 뿌리 15그램, 무 피클 15그램 (선택사항)
말린 새우 15그램, 말린 오징어 5그램
마늘 3쪽, 말린 후추 열매 1/2큰술
설탕 1/2큰술, 소금 2.5큰술
치킨 스톡 3큰술, 피시 소스 1큰술
돼지 등뼈 400그램, 닭 중간 크기 1마리
생선 또는 소고기 미트볼 1팩

Soup base (10 portions)
4.5l water, 250g white radish, 200g carrots, 250g onion
5g cilantro roots, 15g radish pickle (optional)
15g dried shrimp, 5g dried squid, 3 cloves garlic
1/2 Tbsp peppercorns, 2.5Tbsps salt, 1/2 Tbsp sugar
3 Tbsp chicken stock, 1 Tbsp fish sauce
400g pork spine bone, 1 whole medium sized chicken
1 pack fish or beef meatballs

만드는 법
먼저 밀가루, 전분, 소금 등 가루 재료들을 잘 섞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며 젓다가 기름을 넣고, 모두 골고루 섞여 하나의 반
죽이 만들어질 때까지 적당히 치대줍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죽을
넣어 숙성시킵니다. 냄비에 면 삶을 물을 준비해 놓고, 다른 냄비에 차
가운 물도 준비합니다. 작은 반죽 조각을 길쭉한 모양으로 굴린 후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숏 누들을 만듭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떠오를
때까지 1분 정도 더 끓인 후 꺼내서 차가운 물에 잠시 담가 둡니다. 면을
꺼내어 체에 밭쳐 말린 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수프를 위해 돼지 뼈를 깨끗이 씻고 닭의 지방을 없애고, 끓는 물에
데쳐 불순물 제거 후 찬물에 헹궈줍니다. 4.5리터의 물이 담긴
냄비를 준비하고 마늘, 후추 열매, 무, 당근, 양파, 돼지뼈 및 닭고기를
넣어 끓여줍니다. 약 40분 동안 닭고기가 익을 때까지 뚜껑을 열고
끓이다 꺼내 포일로 덮어둡니다. 말린 새우, 말린 오징어, 무 피클, 소
금, 치킨 스톡, 피시 소스, 설탕, 고수를 냄비에 넣어 몇 분 동안 끓인 다
음, 불을 낮춰 1~2시간 동안 더 푹 고아줍니다. 내기 20분 전에 생선 또
는 소고기 미트볼을 육수에 넣어줍니다.
닭고기를 조각조각 자른 후 옆에 둡니다. 숏 누들을 냉장고에서 꺼내
부드러워질 때까지 조리합니다. 콩나물이 든 그릇을 준비하고 국수,
닭고기, 생선 또는 소고기 미트볼을 넣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줍니다.
다진 고수, 파, 그리고 튀긴 마늘을 얹어줍니다.

Directions
Mix all the dried ingredients together. Slowly pour hot
water in and start mixing and add the oil. Mix until the
dough is well combined. Cover with a lid and let the dough
rest, while setting up a pot of water to cook the noodles.
Prepare another pot of cold water. Start making the short
noodles by taking small pieces of dough and rolling them
into an elongated shape. Cook the noodles for a minute
until they float. Take them out and wash in the cold water
and strain. Let them dry and store them in the fridge.
Clean the pork bone and remove any fat from the chicken.
Blanch the pork bone and chicken to remove impurities
and clean them under cold water again. Prepare a pot
with water and bring it to boil. Add the garlic cloves,
peppercorns, radish, carrot, onion, pork bone and chicken.
Let it cook uncovered for 40 minutes and take it out. Set it
aside and cover it with a foil. Add the dried shrimps, dried
squid, pickled radish, salt, chicken stock, fish sauce, sugar
and cilantro into the pot. Bring the pot into boil, then lower
the heat and let it simmer for 1~2 hours. Add the fish or
beef meatballs into the broth 20 minutes before serving.
Shred the chicken into pieces and set it aside. Bring out
the short noodles and cook until they are tender. Prepare
a bowl with bean sprouts, the noodles, chicken, and fish or
beef meat balls. Lay the hot broth over. Top it off with the
chopped cilantro, spring onion and deep-fried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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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주에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이자, CNN의 세계 50대 최고의
음식에 선정된 육류 요리 른당이 있습니다.
미낭카바우 족에게서 유래한 른당은 전통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가진 최고의 음식이며,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일상적인 요리입니다.

West Sumatra of Indonesia is home to one
of Indonesia's most popular dish, Rendang,
which has also been crowned the Best
Food in CNN's World's 50 Best Foods.
Originating from the Minangkabau tribe,
Rendang was traditionally a sacred dish,
but has become an everyday dish in
modern-day Indonesia.

재료
소고기 500그램 (5 × 5cm 크기로 깍둑썰기)
강황 1잎 (또는 살람 2잎), 타마린드 15그램
코코넛 우유 750ml (지방 24% 함유)
레몬그라스 2줄기, 라임 4잎

Ingredients
500g beef (cut into 5 × 5cm chunks)
1 turmeric leaf (or 2 Indonesian bay leaves)
15g tamarind, 750 ml coconut milk (containing 24% fat)
2 stalks of lemongrass, 4 lime leaves

향신료 재료
다진 양파 120그램, 다진 마늘 20그램
씨를 뺀 다진 고추 125그램
다진 생강 10그램, 다진 갈랑갈 30그램
으깬 캔들넛 (캔들넛 퓨레) 20그램

Spices
120g onions, chopped
20g garlic, chopped
125g chili, chopped and deseeded
10g ginger, chopped
30g galangal, chopped
20g candlenut, crushed and pureed

만드는 법
모든 향신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준 뒤, 라임 잎과 레몬그라스,
타마린드를 넣어줍니다. 향신료 페이스트에 코코넛 우유를 넣고
기름이 살짝 돌고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다가 소고기를 넣고
볶아줍니다. 모든 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 120도로 예열 된 오븐에
넣고 육질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1.5~2시간 동안 익힙니다.
소고기를 프라이팬으로 옮겨 육질이 더 부드러워지고 고기가
진한 갈색을 띨 때까지 약불에서 볶아줍니다.

Directions
Add all the spices in a blender. Add lime leaves,
lemongrass, and tamarind. Add coconut milk in the spice
paste, and stir fry until it becomes slightly oily and turns
brown. Add the beef and stir. Preheat the oven at 120°.
Put all the ingredients in a bowl and cook them in the oven.
Cook for about 1.5 to 2 hours so that the beef becomes
tender. Move the beef into a pan. Cook on low heat
and keep stirring until the color changes to dark brown
and the beef becomes ultra-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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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막홍은 라오스를 대표하는 파파야 샐러드입니다.
피시 소스와 새콤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신선한 파파야 샐러드는 한번 맛보면 젓가락을
놓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Tam Mak Hoong is a papaya salad that
represents Laos. Once you try the fresh
papaya salad mixed with fish sauce and
spicy sweet & sour seasoning, you won't be
able to put down your chopsticks.

재료
채 썬 안 익은 파파야 2컵
마늘 1쪽, 고추 3개, 소금 1꼬집
황설탕 1큰술, 새우장 1작은술, 게장 1/4작은술
길게 썬 줄콩 1컵, 채 썬 당근 1/2컵, 피시소스 1큰술
방울토마토 1/2컵, 얇게 썬 라임 1개

Ingredients
2 cups shredded raw green papaya
1 clove garlic, 3 chilies, pinches of salt
1 Tbsp brown sugar
1 tsp shrimp paste
1/4 tsp crab paste
1 cup snake beans, chopped into strips
1/2 cup shredded carrots
1 Tbsp fish sauce
1/2 cup cherry tomatoes
1 lime, cut into slices

라오스

만드는 법
파파야의 겉면을 감자칼로 벗겨 채 썰어줍니다. 강판을 사용해도
되지만, 전통 방식으로는 파파야를 0.3cm 두께로 길고 얇게
잘라줍니다.
마늘, 고추, 소금, 황설탕, 새우장, 게장을 손절구에 넣고
재료가 완전히 섞일 때까지 빻아줍니다. 채 썬 파파야, 당근, 줄콩,
피시소스, 방울토마토, 라임을 절구에 넣고 파파야 색이 어두워질
때까지 잘 빻아줍니다. 방울토마토를 넣고 간을 조절한 후 먹습니다.

Directions
Peel the green outer layer of the papaya with a potato
peeler. Shred the flesh of the papaya. Although you can
use a grater, the traditional way is to place the papaya
on a flat surface and cut into the flesh at about 1/8 inch
intervals, and then cut the papaya horizontally at 1/8 inch
intervals as well, creating long thin shreds.
Combine the garlic, chilies, salt, sugar, shrimp paste, and
crab paste into a mortar and pestle and grind until all the
ingredients are well combined. Add into the mortar the
shredded papaya, snake beans, and carrots, and then add
the fish sauce, cherry tomatoes, and lime. Mix and gently
grind all the ingredients until the papaya starts to darken.
Add the cherry tomatoes, adjust the seasoning, and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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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 르막은 코코넛 우유와 판단 잎을 넣고 지은
쌀밥에 볶은 멸치, 삶은 달걀, 볶은 땅콩, 오이 등을
반찬으로 곁들인 일상적인 말레이시아 음식입니다.
갖은 향신료로 양념한 닭튀김인 아얌 베렘파는
나시 르막의 담백한 맛과 훌륭하게 어우러집니다.

Nasi Lemak is a Malaysian dish with coconut
milk and pandan leaves rolled in rice with
stir-fried anchovies, boiled eggs, roasted
peanuts, cucumbers and more. Ayam
Berempah, fried chicken seasoned with
a variety of spices tastes amazing when
served with Nasi Lemak.

밥 재료
쌀 1컵, 판단 3잎, 코코넛 우유 2컵 (기호에 따라 추가)

Ingredients
for Rice
1 cup rice, 3 pandanus leaves
2 cups of coconut milk (can add more if needed)

말레이시아

멸치 삼발 재료
양파 1개, 건멸치 1/2컵, 마늘 1쪽, 타마린드 주스 2큰술, 커리잎,
샬롯 4개, 마른고추를 가미한 새우 페이스트(벨라찬), 소금, 설탕
아얌 베렘파 재료
손질된 생 닭 반 마리, 커리가루 2큰술, 고추가루 1큰술, 소금,
고수 씨 2큰술, 아니스 씨 1큰술, 쿠민 씨 1큰술, 샬롯 6개, 마늘 2개,
생강 1개, 고량강 1개, 강황잎 1장, 강황가루 2큰술, 레몬그라스 2줄기
만드는 법
쌀을 씻고 코코넛 우유 두 컵을 판단 잎과 함께 쌀에 넣어줍니다.
소금 간을 하고, 기호에 따라 얇게 자른 샬롯과 생강을 넣어 밥을 합니다.
멸치 삼발을 위해 건 멸치가 바삭해질 때까지 볶다가 잠시 빼놓습니다.
벨라찬을 샬롯, 마늘, 씨를 뺀 건 고추와 함께 갈아줍니다. 양파는
링 모양으로 잘라 둡니다. 식용유 2 큰술을 팬에 두르고 열을 가한 뒤
벨라찬과 같이 갈아놓은 재료들을 팬에 넣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줍니다. 양파와 타마린드 주스, 소금, 설탕을 팬에 넣고 익혀
줍니다. 국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주기적으로 저어줍니다. 빼놓았던
멸치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손질된 닭을 씻어 아얌 베렘파를 준비합니다. 고수 씨, 아니스 씨,
쿠민 씨는 곱게 갈고, 샬롯, 마늘, 생강, 고량강, 강황, 레몬그라스는
굵게 갈아 둡니다. 씻은 닭과 갈아놓은 재료들을 큰 그릇에 담고
기호에 따라 소금을 더해 잘 섞은 후, 한 시간 이상 재워 둡니다.
중불에 올린 기름에 잘 튀겨줍니다.
접시에 밥, 멸치 삼발, 아얌 베렘파를 담고 완숙 계란 반 개와 얇게
자른 오이, 볶은 땅콩, 멸치볶음을 가니시로 곁들입니다.

Nasi Lemak Ayam Berempah

Nasi Lemak
Ayam Berempah

for Anchovies Sambal (sambal ikan bilis)
1 onion, 1/2 cup dried ikan bilis (anchovies)
1 clove garlic, 2 Tbsps tamarind juice
4 shallots, 8 dried chilies belacan paste (optional)
curry leaves, salt and sugar
for Ayam Berempah (spiced fried chicken)
1/2 of whole chicken – small cut
1~2 Tbsps curry powder, 1 tsp chili powder
Salt (amount can be adjusted)
2 Tbsps coriander seeds
1 Tbsp anise seeds, 1 Tbsp cumin seeds
6 shallots, 2 garlics, 1 ginger, 1 galangal
2 turmeric and 2 Tbsps turmeric powder
2 stalks lemongrass
Directions
Wash the rice and add 2 cups of coconut milk with
pandanus leaves to the rice. After seasoning it with salt,
thinly sliced shallots and ginger can be added if you like.
Fry the anchovies until crisp and put aside. Grind the
belacan paste with the shallots, garlic and deseeded
dried chilies. Slice the onion into rings. Fry the grounded
ingredients until fragrant. Add in the onion rings, tamarind
juice, salt, and sugar to the pan. Leave it to cook, stirring
occasionally until the gravy thickens. Add in the anchovies
and mix well. Wash the chicken prepare the ayam
berempah. Finely grind the coriander seeds, anise seeds,
cumin seeds, and roughly grind the shallot, garlic, ginger,
galangal, lemongrass. Place the washed chicken with all
the fine and rough grinded ingredients into a larger bowl.
Mix well all together and salt to taste. Marinate at least
1 hour before frying. Fry in oil over medium heat.
On a plate, place the rice, sambal anchovies, and ayam
berempah, and top it off with half a hard-boiled egg, sliced
cucumber, roasted peanuts, and stir-fried anchovies.

나시 르막 아얌 베렘파

Malaysia

나시 르막
아얌 베렘파

미얀마에서 모힝가는 거의 매일 아침식사로 먹을
만큼 흔하고 중요한 음식으로, 민물고기 육수로 만든
진한 국물에 버미셀리 면을 넣어 병아리콩 튀김, 삶은
달걀 등을 곁들여 먹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In Myanmar, mohinga is a common and
important dish that is eaten for breakfast
almost daily.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dishes of the country that is eaten with
vermicelli noodles in a rich broth made from
freshwater fish, served with fried chickpeas,
boiled eggs and herbs.

재료
버미셀리 면, 메기 또는 잉어
볶은 쌀가루, 병아리콩
고수, 달걀, 양파, 마늘, 생강, 레몬그라스
파프리카, 기름, 강황 가루, 피시 소스, 샬롯, 검은 후춧가루, 소금
병아리콩 튀김 (선택사항)
볶은 칠리 파우더 (선택사항)
짜낸 레몬주스 (선택사항)

Ingredients
Rice Vermicelli, Cat Fish or carp
Roasted Rice Flour, Chickpea
Coriander, Egg, Onion, Garlic, Ginger, Lemongrass
Paprika, Oil, Turmeric Powder, Fish Sauce
Shallot, Black pepper powder, Salt
Chickpea Fries (optional)
Roasted Chili powder (optional)
Squeezed lemon Juice (optional)

만드는 법
메기를 물, 기름, 피시 소스, 강황 가루, 레몬그라스와 함께 가볍게
익을 때까지 5~7분 동안 끓여줍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선 육수를 둡니다. 냄비에서 생선을 꺼내, 껍질과 뼈를 제거해 주고
살을 발라줍니다. 병아리콩을 물, 소금과 끓인 다음, 충분히 익힌
병아리콩을 꺼내 갈아줍니다. 나중을 위해 병아리콩 스톡을 둡니다.
큰 웍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 마늘, 생강, 레몬그라스 향이 날 때까지
볶다가 파프리카와 강황 가루를 넣어 줍니다. 약 1분 후 생선, 후추,
피시 소스를 넣어 생선이 익을 때까지 2~3분 동안 볶아줍니다.
소금을 넣고 불을 끕니다.

Directions
Boil cat fish with water, oil, fish sauce, turmeric powder,
lemon grass for 5~7 minutes until lightly cooked. Keep
the fish stock to use later. Then remove the fish from the
boiling pot, debone and skin, then flake the flesh.
After boiling the chickpea with water and salt, remove
the well-cooked and blend it. Save the chickpea stock for
later. Heat oil in a large wok and cook the onion, garlic,
ginger and lemon grass until fragrant. Add paprika and
turmeric powder. After around 1 minute, add the fish, black
pepper and fish sauce and stir fry for 2~3 minutes until the
fish meat is cooked. Add salt and then remove the wok
from the heat.

큰 냄비를 데웁니다. 살을 바른 생선, 병아리콩 육수, 생선 육수, 물,
레몬그라스를 넣어 끓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볶은 쌀가루, 갈아 놓은
병아리콩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피시 소스와 소금을 넣어줍니다.
삶은 달걀과 후추를 넣어 잘 섞고 익힌 후 샬롯을 넣어줍니다.
면 한 줌을 그릇에 담은 후, 병아리콩 튀김 1~2개를 넣고 손으로
으깬 후 고수 몇 개와 생선 그레이비를 넣어줍니다. 삶은 달걀,
칠리 파우더, 레몬주스를 추가합니다.

Heat a large pot. Add the fish paste, chickpea stock, fish
stock, water, lemon grass and stir until it is boiled.
Add the roasted rice flour, blended chickpea, and stir well.
Add fish sauce and salt. Add the boiled egg and black
pepper. After it is all mixed up and well cooked, add
the shallots.
Put a handful of noodles into a bowl. Add one or two pieces
of chickpea fries and crush them with your hand, and
a few corianders and fish gravy. Add the boiled egg, chili
powder and squeezed lemon juice.

Mohinga

Mohinga

모힝가

Myanmar

미얀마

모힝가

'삶은 소고기'라는 뜻을 가진 닐라강 바카는 최고의 힐
링푸드입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소고기 정강이 살과

Nilagang Baka, which translates to
'boiled beef' is the ultimate healing food.
This Filipino-style soup with tender beef
shanks, tendon, and vegetables, flavored
with fish sauce is warm, hearty, and tasty.

힘줄, 다양한 야채로 맛을 내고 피시소스로 풍미를
더한 필리핀식 수프는 따뜻하고 든든하고 맛있습니다.

재료
뼈가 붙은 소고기 정강이 살 및 힘줄 1킬로그램
물 8컵 (필요에 따라 그 이상)
껍질을 벗겨 4등분으로 썬 큰 양파
껍질을 벗겨 4등분으로 썬 중간 크기 감자 2개
반달 모양으로 자른 작은 양배추 1개
청경채 또는 패차이 1개
껍질을 벗겨 반으로 자른 옥수수 3개
피시 소스 2큰슬 (기호에 따라 조절)

필리핀

말린 후추 열매
부추 (선택사항)
만드는 법
냄비에 소고기 정강이, 소고기 힘줄을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중불로 끓이며 떠 있는 기름을 걷어냅니다. 양파, 후추 열매,
피시 소스를 넣어줍니다.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정강이와 힘줄이
연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뚜껑을 덮어 약 2분 이상 끓여줍니다.
끓이면서 물이 졸아들면 필요한 만큼 물을 추가합니다.
옥수수와 감자를 냄비에 넣고 부드러워지기 직전까지 5분 이상
끓이다가, 양배추와 청경채 혹은 패차이를 넣고 부드럽고 아삭하게
익을 때까지 2-4분 정도 더 끓여 줍니다. 피시 소스로 간을 맞춰
마무리합니다. 그릇에 담은 후 다진 부추로 장식해 줍니다.

Nilagang Baka

Nilagang Baka

Ingredients
1kg. beef shanks (bone-in) and tendons
8 cups water (or more if needed)
1 large onion, peeled and quartered
2 medium potatoes, peeled and quartered
1 small cabbage, cut in wedges
1 bok choy or pechay (snow cabbage)
3 corn, husked and cut into halves
2 Tbsps fish sauce (or more if needed)
peppercorns
leeks (optional)
Directions
In a pot, add the beef shanks, beef tendon, and pour water.
Over medium heat, bring to a boil, skimming the fat the
floats on top. Add onions, peppercorns, and fish sauce.
Reduce the heat, cover with a lid, and simmer for about
2 hours (or more) until the shanks are tender and tendons
are soft. Add more water as needed during cooking
to maintain about 6 to 7 cups. Add corn and potatoes
and cook for 5 minutes or more until almost tender.
Add the cabbage and bokchoy/pechay and cook for
another 2 to 4 minutes or until the vegetables are tender
yet crisp. Season with fish sauce to taste. Ladle in to
serving bowls and garnish with chopped leeks, if desired.

닐리강 바카

Philippines

닐라강 바카

하이난 치킨라이스는 삶은 닭고기를 기호에 따라
준비된 3가지 소스에 찍어 밥과 함께 먹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육즙이 가득한 촉촉한
닭고기와 매콤한 소스, 마늘과 생강의 향을 입힌 밥의
아름다운 조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Hainanese Chicken Rice, boiled chicken
dipped in 3 sauces to your liking that is
served with rice, is Singapore's signature
dish. You will be able to taste the amazing
blend of the juicy chicken with spicy sauce,
along with garlic and ginger flavored rice.

재료
하이난 치킨
손질된 생 닭 1마리, 코셔 소금 1/4컵,
6mm 두께로 저민 껍질 벗긴 생강 1~2개, 파 1단
차가운 생수 3.7리터, 참기름 2큰술

Ingredients
Hainanese Chicken
Whole chicken, ¼ cup kosher salt, Ginger, scallion,
3.7L cold water, 2 Tbsps sesame oil

싱가포르

하이난 라이스
참기름 1/4컵, 저민 닭고기 지방 2큰술, 다진 마늘 2쪽
다진 생강 1큰술, 코셔 소금 1큰술, 씻은 안남미 2컵, 닭 육수 2컵
칠리 소스
삼발 소스 2큰술, 스리라차 소스 2큰술, 설탕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큰술, 라임주스 1큰술, 닭 육수 2큰술
생강 마늘 소스
다진 생강 2큰술, 곱게 다진 마늘 2큰술, 코셔 소금,
땅콩기름 3큰술, 쌀 식초 1큰술
간장 소스
튀긴 마늘과 생강 슬라이스, 굴 소스 1큰술, 진간장 3큰술
국간장 1큰술, 닭 육수 2큰술
만드는 법
손질된 생 닭을 코셔 소금으로 문질러 닭 껍질을 제거하고, 잘 씻어낸
후 페이퍼 타월로 두드리며 말립니다. 소금으로 닭고기에 간을 하고,
저민 생강과 파로 속을 채웁니다. 큰 냄비에 생 닭을 옮긴 뒤 차가운
생수를 붓습니다. 센 불에 올리고 끓기 시작하면 즉시 약불로 낮춰
은근하게 끓여줍니다. 뚜껑을 덮고 약 30분간 익힙니다. 익은 닭을
얼음이 담긴 그릇으로 옮겨 5분간 식혀 육질을 탄력있게 만듭니다.
닭고기 속에 생강과 파는 버리고 육수는 남겨 놓습니다. 닭고기를
페이퍼 타월로 말리고, 참기름을 발라 건조해지지 않게 합니다.
큰 웍에 참기름 1/4컵을 넣고 저민 닭고기 지방, 다진 마늘,
다진 생강과 소금을 넣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약 10분간 튀깁니다.
마늘 플레이크의 1/4은 남기고 나머지를 쌀과 함께 큰 웍에 넣어
3분간 볶아줍니다. 볶은 쌀을 닭 육수 2컵과 함께 밥솥에 넣고 1시간
동안 찝니다. 3가지 소스는 각각 위에 적힌 재료를 그릇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닭고기를 썰어 밥, 소스들, 오이, 고수와 함께 내놓습니다.

Hainanese Chicken Rice

Hainanese
Chicken Rice

Hainanese Rice
¼ cup sesame oil, 2 Tbsps chopped chicken fat
2 cloves garlic, 1 Tbsp ginger, 1 Tbsp kosher salt,
2 cups long grain rice
Chili Sauce
2 Tbsps sambal, 2 Tbsps sriracha, 2 Tbsps sugar,
1 Tbsp garlic, 1 Tbsp ginger, 1 Tbsp lime juice
Ginger Garlic Sauce
2 Tbsps ginger, 2 Tbsps garlic, Kosher salt,
3 Tbsps peanut oil, 1 Tbsp rice vinegar
Soy Dipping Sauce
Sliced fried garlic and ginger, 1 Tbsp oyster sauce
3 Tbsps dark sweet soy sauce, 1 Tbsp light soy sauce
Directions
Rub the chicken with a handful of salt, removing its
skin. Rinse the chicken well. Pat dry with paper towels.
Season the chicken with salt. Stuff the chicken with the
ginger slices and scallions. Place the chicken in a large
pot, pour cold water. Bring to a boil over high heat, then
reduce the heat to low. Cover and cook for 30 minutes.
Remove the chicken from the pot, transfer to a bowl with
ice for 5 minutes. After cooled, pat the chicken dry with
paper towels and rub it with sesame oil. In a large wok,
heat ¼ cup of sesame oil and fry chopped chicken fat,
minced garlic, minced ginger. Reserve ¼ of the fried garlic
mixture, then add the rice to the remaining fried garlic
and stir. Cook for 3 minutes. Transfer the fried rice to
a rice cooker with 2 cups of the broth. Steam the rice for an
hour. While the rice is cooking, slice the chicken. Serve
the sliced chicken with the rice, the three dipping sauces,
sliced cucumbers, and fresh cilantro.

하이난 치킨 라이스

Singapore

하이난
치킨라이스

얌운센은 녹두로 만든 버미셀리 면을 넣은 태국식
샐러드입니다. 새콤하고 달콤하며, 짭짤하고 매콤한
맛의 소스에 버무려진 다양하고 신선한 재료들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태국의 대표 음식입니다.

Yam Wun Sen is a Thai-style salad with
vermicelli noodles made from green beans.
It is Thailand's representative dish that
consists of a variety of fresh ingredients
mixed with a sauce that incorporates sweet,
sour, salty and spicy flavors.

재료
물에 불린 버미셀리 면 100그램
다진 돼지고기 200그램, 새우 200그램, 오징어 200그램
도미 필레 200그램, 물에 불린 흰목이버섯 100그램
다진 파와 고수 50그램, 채친 흰 양파 100그램
방울 토마토 50그램, 레몬 주스 10작은술
피시 소스 5~6작은술, 소금 2작은술, 설탕 3큰술, 팜슈가 1큰술
다진 고추 3조각, 다진 마늘 3쪽, 말린 고추 2작은술

Ingredients
100g Vermicelli noodles (soaked in water)
200g Minced pork, 200g Shrimps
200g Squids, 200g Snapper fillet
100g Silver ear mushroom (soaked in water)
50g Chopped spring onion and coriander
100g Sliced white onion, 50g Cherry tomatoes
10 tsps Lemon juice, 5~6 Tbsp Fish sauce, 2 tsps Salt
3 Tbspss Sugar, 1 Tbsp Palm sugar
3 pieces Chopped fresh chilies, 3 pieces Minced garlic
2 tsps Ground dried chilies

만드는 법
끓는 물에 목이버섯, 버미셀리 면, 새우, 오징어, 도미 필레,
다진 돼지고기를 따로 끓여 각각 익힌 후 옆에 말려 둡니다.
샐러드 그릇에 피시 소스, 레몬주스, 설탕, 팜슈가, 소금, 다진 마늘,
다진 고추, 말린 고추를 넣고 숟가락으로 저어 소스를 만듭니다.
소스가 잘 섞였으면 익힌 새우, 오징어, 도미 필레,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를 소스에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삶은 후 물기를 제거한 면과 목이버섯을 넣고, 얇게 썬 흰 양파,
방울토마토, 잘게 썬 파와 고수를 넣고 잘 섞은 후 접시에 담아 줍니다.

Directions
Cook the jelly ear fungus, vermicelli noodles, shrimps,
squids, snapper fillet and minced pork in boiling water,
separately. Once cooked, leave them to dry.
Put the fish sauce, lemon juice, sugar, palm sugar, salt,
chopped garlic, chopped chilies, and ground dried chilies
in a salad bowl and stir them together with a spoon to
make the sauce. Once the sauce is well mixed, add cooked
shrimps, squids, snapper fillet and minced pork into the
sauce and mix them together.
Add the cooked noodles and jelly ear fungus, follow by
the sliced white onion, cherry tomatoes, chopped spring
onion and coriander into the mix. Afterwards, serve it
on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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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 꾸온은 돼지고기와 새우, 다양한 채소를 썰어
라이스페이퍼로 감싼 후 말아먹는 베트남의
만두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대중적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으로, 한 입 베어 물면 담백한
해산물과 아삭한 야채의 조화가 싱그럽습니다.

Goi Cuon is filled with thinly sliced pork and
shrimp, as well as a variety of vegetables
wrapped with rice paper. As one of the most
popular dishes in Vietnam, it has already
become world-renowned. When you take a
bite of this fresh roll, the texture and aroma of
the vegetables will capture your taste buds.

재료
중간 사이즈 새우 227그램
식물성 기름 1큰술
뼈 없는 돼지 허릿살 또는 돼지 어깨살 227그램
건 버미셀리 면 227그램
작은 양상추 1통
중간 크기의 오이 1개
민트, 아시안 바질, 베트남 고수, 베트남 들깨
8인치 라이스 페이퍼 12장

Ingredients
227 g medium shrimp , peeled and deveined
1 Tbsp vegetable oil
227 g boneless pork loin or pork shoulder
227 g dried rice vermicelli noodles
1 small head of lettuce, 1 medium cucumber
mint, asian basil, Vietnamese coriander
Vietnamese perilla, cilantro
12 8-inch rice paper wrappers

느억참 소스
따뜻한 물 ⅓컵, 설탕 3큰술, 피시 소스 2.5큰술, 라임주스 1큰술
얇게 썬 태국 고추 1개, 다진 마늘 1쪽

Nuoc Cham Sauce
⅓ cup warm water, 3 Tbsps sugar
2 ½ tablespoons fish sauce, 1 Tbsp lime juice
1 Thai chilli, a clove of garlic

만드는 법
포장 지침에 따라 말린 쌀국수를 조리합니다. 면을 체에 받쳐 물기를
빼 주고 옆에 둡니다. 중간 사이즈 냄비에 물을 끓여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돼지고기를 중불로 익을 때까지 약 15~25분 동안 끓여
줍니다. 물에서 꺼내 식힌 다음 얇은 스트립으로 잘라줍니다.
중간 사이즈의 팬을 가열하여 식물성 기름을 두릅니다. 팬에 새우를
깔고 양면이 분홍색으로 익을 때까지 구워 줍니다. 새우를 꺼내
식힌 다음 세로로 반으로 잘라줍니다.

Directions
Cook the dried rice vermicelli noodles to package
instructions. Drain and set aside. Bring medium pot of
water to boil and add pork. Boil the pork on medium
heat for about 15-25 minutes. Remove from water, allow
to cool and slice into thin strips. Heat a medium pan,
add vegetable oil. Lay shrimp on pan and sear on both
sides until shrimp becomes pink and cooked.
Remove shrimp from heat, allow to cool and slice
each shrimp lengthwise in half.

접시에 모든 재료를 모아줍니다. 큰 그릇에 따뜻한 물을 붓고, 라이스
페이퍼를 따뜻한 물에 몇 초 동안 담가 도마나 접시와 같은 납작한
표면에 올려 둡니다. 부드러운 라이스 페이퍼에 상추를 먼저 놓고
상추 스트립, 허브, 오이, 면, 그리고 돼지고기를 얹어줍니다
라이스 페이퍼의 ⅓이 남을 때까지 스프링 롤을 말고 새우를 2~3개
정도 얹어 마저 말아줍니다.

Gather all your filling ingredients on plates: noodles,
shrimp, pork, lettuce, cucumber, herbs and rice paper
wrappers. Add warm water to a large bowl.
Quickly dip each rice paper wrapper in warm water for
a few seconds and lay on rolling surface such as a cutting
board or plate.
Lay your lettuce first on the soft spring roll wrapper,
then add the ingredients except the shrimp. Roll it until
you have about 1/3 of rice paper left, then lay about 2~3
pieces of shrimp, cut side up in a row and finish rolling.
The shrimp will lay on the outside of the spring roll when
you are finished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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