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아세안
한-아세안센터는 'Next ASEAN'을 주제로 '2020 아세안 문화관광
쇼케이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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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아세안 음식문화와 10개국의 이야기를
담은 책『Stories Around the Table: ASEAN Soul Food and
Lifestyle』을 발간합니다.

NEXT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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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 Stories Around the Table: ASEAN Soul
Food and Lifestyle (late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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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ies Around the Table:
ASEAN Soul Food and Lifestyle』

2021년 2월 발간. 아세안의 대표 음식 및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10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텍스트와 이미지에 담아 엮은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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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ies Around the Table:
ASEAN Soul Food and Lifestyle
February 2021
Publication featuring food, and the traditional and modern
lifestyle of the 10 ASEAN countries

협력기관
주한아세안대사관 및 주한아세안관광청
아세안 사무국

Cooperating Organization
ASEAN Embassies and Tourism Offices in Seoul
ASEAN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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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Food and travel are spearheading the ASEAN Wave in
Korea. In 2019, more than 10 million Koreans visited
ASEAN countries making the region the most favorite
travelling destination. Today, Vietnamese and Thai restaurants can be easily found in almost any neighborhood in
Seoul. With growing number of ASEAN communities
in Korea, more and more Koreans are learning to appreciate
the diverse cultures of ASEAN countries. And many more
are travelling back to the region for their second and
third visits, each time returning with greater appreciation,
understanding, and yearning for the colors, sounds and
tastes of Southeast Asia.

동남아 여행과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대한민국에 ‘아세안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1,0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면서 아세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로 부상
했습니다. 아세안의 전통문화와 삶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경험하고자
아세안을 여행지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한-아세안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민들도 많이 늘면서
아세안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려는 한국인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Stories Around the Table: ASEAN Soul Food and Lifestyle』은
아세안 문화에 대한 국내 대중의 큰 관심과 이러한 열기에 부응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을 아세안 10개국의 대사관저로

Stories Around the Table: ASEAN Soul Food and Lifestyle
has been designed to cater to such growing enthusiasm
and fascination for ASEAN culture in Korea. The book
invites the readers to the residences of the Ambassadors
of the 10 ASEAN countries where they are first welcomed
with a special home-made dish. Then, the Ambassadors
take the readers on a personal tour of the residence
and their home countries sharing memories and special
anecdotes associated with the places. Filled with beautiful
images of soul food, beloved possessions, special spots
and hidden travel destinations, this exclusive book
on ASEAN culture and culinary art will allow readers to
experience ASEAN in a whole new way.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아세안 가정식 요리의 풍미를
느끼고, 관저 내부를 둘러보며 각국의 문화적 이야기가 담긴 공간을 체험
하게 됩니다.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소울푸드, 라이프스타일 소품,
특별한 문화 공간 그리고 숨겨진 여행지를 사진으로 담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아세안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제작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아세안

10개국 대사 내외를 비롯, 대사관과 아세안 관광청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여행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Taking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extend my special
thanks to the Ambassadors, their spouses, the staff of
the Embassies and the tourism offices of the ASEAN
Member States who have been eager participants and
supporters of this special publication.

최근 들려오는 백신 관련 소식은 모두가 기다려왔던 해외 여행과 원활한
인적 교류가 머지않아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강한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 모두 코로나
사태로부터 신속히 회복하여 양 지역 간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질

The COVID-19 pandemic made travelling almost impossible
throughout 2020, and so the recent news on the development and rollout of vaccines brings hope for the muchanticipated resumption of leisure trave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in 2021. ASEAN and Korea have shown
strong cooperation and solidarity in coping with the virus
this year. However, renewed interaction and exchanges
will, no doubt, further strengthen ASEAN-Korea partnership towards the region’s speedy and effective recovery
from COVID-19. And in these efforts, the ASEAN-Korea
Centre will continue to play our part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goodwill among the peoples of ASEAN
and Korea through increased social-cultural exchanges.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간
사회문화 교류 증대를 비롯, 양 지역 국민들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Lee Hyuk
Secretary General, ASEAN-Korea Centre

4

5

STORIES AROUND THE TABLE

INTRODUCTION

INTRODUCTION

T R AV ELI N G A S E A N
T H R O U G H F O O D,
P EO P LE, A N D LI FE S T Y LE
음식, 사람, 라이프스타일로 떠나 는
아세안 문화 여행

Surrounded by nature in a completely different climate,
encountering landscapes never seen before. Experiencing
new things that stimulate the senses. Observing and
learning about unfamiliar cultures' ways of life. There is no
choice but to love traveling, as it is a process of meeting
other people and other things.

완전히 다른 기후와 자연에 둘러싸여 본 적 없는 풍경을 맞닥뜨리는 것.
감각을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이국적인 문화가 만들어 낸
삶의 양식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 여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만나 공감하고 이해하며 나의 세계를 확장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Amid the protracted spread of the global Covid-19 pandemic
that hit the year 2020, traveling across borders has become
difficult. Ironically, this book was published as a result
of the current restriction of human mobility and contact.
Organized by the ASEAN-Korea Centre, the ASEAN
Culture and Tourism Showcase was held offline with various
programs in line with the untact era, and this book is one
of the outcomes. Stories Around the Table: ASEAN Soul
Food and Lifestyle offer readers a way to enjoy a relaxing
and pleasant trip to the ASEAN countries.

2020년에 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위기
속에서 국경을 넘는 해외여행은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역설적
으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제한된 요즘의 상황 덕에 탄생할 수 있었다.
한-아세안센터는 오프라인에서 열리던 '아세안 문화 관광 쇼케이스'를
언택트 시대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이 책은 그
결과물의 하나다. 『Stories Around the Table: ASEAN Soul Food

and Lifestyle』은 보다 여유롭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아세안 국가
로의 여행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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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Ambassadors and spouses of the 10
ASEAN countries to Korea introduced their beloved
objects and special spots in their residence. While listening to stories about these precious objects and spaces
decorated with pride and longing for ASEAN culture,
you can catch a glimpse of each country's lifestyles while
simultaneously experiencing another dimension of
ASEAN culture. Lastly, we received recommendations
of travel destinations in their countries. It's useful to
get information about hidden gems and secret destinations, but stories of famous tourist sites through locals'
eyes are also impressive.

그와 더불어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관 관저에서 아끼는 물건과 소중
하게 생각하는 공간을 소개한다. 아세안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움으로 꾸며졌을 공간과 애장품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각국의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의 아세안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랑하는 각국의 여행지를
추천받았다. 숨겨진 보물 같은 새로운 여행지 정보를 얻는 것도 유익
하지만, 현지인의 눈으로 바라본 유명 관광지 이야기 또한 흥미롭다.
불과 일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다.
당분간 직접 방문하기 어렵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라도 색다른 아세안
미식 여행을 떠날 수 있길 바란다.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책에

Just a year ago, we were able to travel with no constraints
to the ASEAN countries. 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visit in person, for the time being, we hope you will be
able to go on an ASEAN culinary tour through this book.
Close your eyes, let your imagination unfold and imagine the taste of the ten countries' food. Your senses will
awaken, and your heart will be filled with joy. It won't be
much different from the fun you get from an actual trip.
To conclude, this projec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emotional support and material assistance of
the ten countries' embassies. We would like to extend
our sincere gratitude and heartfelt appreciation.

실린 10개국 음식의 맛을 그려보자.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고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아마 실제 여행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10개국 대사관의 물심양면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다. 깊은 감사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this is the list of the 10 ASEAN member states.
These countries, visited the most by Koreans, are famous
for their stunning natural environment and rich cultural
heritage, dynamic scenery created by the harmony of the
past and present, and impressive gourmet culture made
up of various ingredients and spices. But can we say that
we know the ASEAN countries as much as how familiar
we are with them? Do we understand the diverse spectrum of each of the ten countries categorized as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10개국의 이름을 나열해본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이 나라들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과거와 현대의 조화가 만들어낸 역동적인 풍경, 다양한 식재료와
향신료로 이루어진 화려한 미식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친숙한 명성만큼
이나 우리는 과연 아세안 10개국을 잘 알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
아세안이라는 범주 아래에 존재하는 10개국 저마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에서, 아세안 10개국의 주한 대사관 관저를 방문하고 배우자를
만나 아세안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았으며, 특히 '소울푸드'에

In this book, we visited the official residences of the 10
ASEAN countries' Ambassadors to Korea. We listened to
stories about ASEAN culture from the Ambassadors and
their spouses themselves, focusing on 'soul food.' Food
has the power to transcend time and space, transporting
us to a particular moment. Food not only fills up an empty
stomach but also touches the heart. Everyone has their
soul food. The 10 ASEAN member states' food culture is as
renowned as the number of restaurants that have spread
around the world, but for the representatives of each
country, their national cuisine will mean a lot more to them.
We listened to stories about their soul food and their home
country's food culture and documented our time making
their chosen soul food through interviews, photos, and
recipes. Through these vivid stories,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ASEAN's rich and splendid food culture, infused
with the locals' soul and emotion.

주목한다. 음식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어떤 순간으로 이동시킨다.
빈속을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음식. 누구에게나
소울푸드는 있다. 아세안 10개국의 음식문화는 세계 전역으로 퍼진
레스토랑 수만큼 유명하지만, 고향 음식을 대하는 각 나라 대표 인사들의
마음가짐은 보다 남다를 것이다. 그들에게 저마다의 소울푸드와 고향의
식문화 이야기를 청하고, 소울푸드를 함께 만들어 본 시간을 인터뷰와
사진, 레시피로 기록했다.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현지인의 정서와 영혼이
깃든, 아세안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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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EI DARUSSALAM

SOUL FOOD

SA M BA L
TA H A I
삼발 타하이
훈제 청어 특유의 풍미와 감칠맛이 매콤한 양념과 어우러져 식욕을 돋운다. 소박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삼발 타하이는 주한 브루나이 대사의 소울푸드이자 브루나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음식이다.

The smoked herring's distinct flavor and savory taste paired with the spicy sauce pleasingly
surprise your taste buds. Simple yet nutritious, Sambal Tahai is the soul food of the Ambassador
of Brunei Darussalam to Korea and also a daily food for Bruneian people.

What dish would you choose as your soul food?
Sambal Tahai will remind most Bruneians of home. During
the mid-1900s, Sambal Tahai was very commonly eaten
in all Bruneian households as the dried smoked herring
was readily available during times of hardship, and it was
able to be stored for long periods without going bad.
It is a simple dish to make as well as being highly nutritious.
Many Bruneians eat it on a daily basis, even more so
on weekends during family gatherings, especially with
Ambuyat, our national dish made using Sago.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저의 소울푸드는 삼발 타하이입니다. 많은 브루나이 사람들은 삼발
타하이를 먹으면 고향을 떠올릴 것 같아요. 1900년대 중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당시 브루나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쉽게 구할수 있고
잘 상하지 않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훈제 건청어로 만든 삼발 타하이
요리를 자주 먹었습니다. 이 음식은 영양이 풍부하고 만들기도 아주 간단
해요. 요즘도 브루나이에서는 일상적으로 삼발 타하이를 즐겨 먹습니다.
특히 주말 가족 모임을 가질 때 사고로 만든 또 다른 국민 음식 암부얏과
함께 삼발 타하이를 즐기지요.

What are the key ingredients for this dish?
Other than Tahai (dried smoked herring), the main element
of the dish, an important ingredient is tamarind juice.
Tamarind juice brings out the flavor of the other ingredients
in the dish and gives it a unique aromatic flavor. Thankfully,
a version of Tahai can easily be found in the Korean markets,
so there has not been much of a problem acquiring the
ingredients for the dish here.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나 향신료는 무엇인가요?
주 재료인 타하이(말린 훈제 청어) 외에 중요한 것은 타마린드 주스
입니다. 타마린드 주스는 다른 재료의 맛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며,
독특한 향과 맛이 나게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타하이와 비슷한 재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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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FOOD

SAMBAL TAHAI

Where would you recommend a visitor to Brunei
Darussalam to try Sambal Tahai?
As this dish is very much part of home cooking in Brunei,
the best alternative would be to visit the many open-air
night markets in Brunei to try this dish. As Sambal Tahai
is quite spicy, it is definitely recommended for those who
like spicy food. There is also a packaged one produced
by Rizqussalam Company. It is available in two flavors:
original and spicy. They can be found easily in supermarkets in Brunei Darussalam.

브루나이에서 삼발 타하이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삼발 타하이는 브루나이 가정식이기 때문에 찾기 조금 까다롭지만
야시장을 방문해서 먹어 보길 추천합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이라면 삼발 타하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리스쿠살람이 만든 삼발
타하이 포장 제품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맛, 매콤한 맛 두 가지가 있는데
브루나이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삼발 타하이와 비슷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삼발 타하이에는 아세안은 물론 한국에서 쓰이는 재료들이 들어가지만,
비슷한 한국 음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영양가 높고

Is there a dish that you've tried in Korea that reminds
you of this dish?
Sambal Tahai contains ingredients that are used not only in
the ASEAN countries but also in Korea; however, I have not
found a similar Korean dish yet. Although no dish is quite
the same, it could be compared to the nutritious and meaty
Samgyetang (chicken soup with ginseng).

육질이 풍부한 한국의 삼계탕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루나이 음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독특함, 간단함, 좋은 맛을 꼽고 싶습니다. 이 단어들은 브루나이 음식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르네오 섬 고유의 독특한 재료가 많이
쓰이고, 조리 과정이 간단하며, 영양이 풍부합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What three words would you use to represent the
distinctive food culture of Brunei Darussalam?
Unique, simple and scrumptious. These words characterize
the food culture of Brunei as a lot of our dishes contain
ingredients that are unique and distinctive to our country
and to the island of Borneo. Overall, our food is simple,
scrumptious and nutritious, and can be easily made at
home by anyone who wishes to. It's guaranteed to make
you want to eat it over and over again.

만들 수 있지만 한번 맛보면 몇 번이고 손이 가는 맛있는 요리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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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FOOD RECIPE

H OW TO M A K E
S A M B A L TA H A I
삼 발 타 하 이 레 시피

재료
타하이(말린 훈제 청어) 300그램,
칠리 페이스트 3큰술,
샬롯 4개, 마늘 2쪽,
타마린드 주스 ½컵,
양파 ½, 홍고추 2개,
설탕 2작은술, 소금 1작은술
볶음용 식용유

Ingredients
300g Tahai (dried smoked herring)
3 Tbsps chili paste,
4 shallots, 2 cloves garlic,
½ cup tamarind juice,
½ onion, 2 red chilies,
2 tsps sugar, 1 tsp salt,
Cooking oil for stir-frying

말린 훈제 청어를 씻어 껍질을 벗긴 후 뼈를
제거하고 으깨 줍니다. 샬롯과 마늘, 양파와
홍고추는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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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까지 잘 저으며 볶습니다. 양파와 홍고추를
얹은 후 접시에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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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peeling off the skin of the Tahai,
debone and finely pound it. Thinly
slice the shallot, garlic, onion, and
red chili.
Heat the cooking oil in a pan and
stir-fry the shallot and garlic. Add chili
paste when fragrant. Pour in tamarind
juice, salt, sugar, and stir. Add the
pounded Tahai and stir well until
cooked. Top it off with onion and red
chili, and serve on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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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VED POSSESSIONS

KAIN SONGKET
J O N G SA R AT
종 사 랏 송 켓 전통 복 식

이런 종류의 원단 이름을 송켓, 이 특유의 디자인 스타일을 종사랏이라고
합니다. 이 원단에 수놓인 무늬들은 모티브에 따라 카인 브타보르
아랍 가가티 달람 블링탕, 아이어 물리 붕아 마타하리, 푸촉 슬림방운
등으로 부릅니다. 모두 브루나이 고유의 디자인으로, 기술, 예술적
아름다움과 훌륭한 장인 정신을 반영합니다. 종사랏은 정교하고
아름답게 손으로 짠 원단으로, 브루나이 현지에서 만든 다양한 원단 중
최고로 여겨집니다. 이 종사랏은 브루나이 예술 수공예 센터에서
브루나이 외교부 전용으로 디자인 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하리 라야, 결혼식 및 술탄의 생일, 국경일과 같은 다양한 문화 및 국가
행사에 이 원단을 사용합니다. 또 신부와 신랑의 결혼식 의상으로도
사용하는데, 전통적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종사랏을 결혼 선물로 줍니다.

This type of fabric is Songket, while this distinctive style or
design is called Jongsarat. The patterns found on this
fabric are named according to shapes or motifs, for
example, Kain Betabor Arap Gagati Dalam Belitang, Ayer
Mulih Bunga Matahari, and Pucok Serimbangun. These
designs are all unique to Brunei and reflect the country's
artistic skills and fine craftsmanship. Jongsarat is an
intricately colorful and beautifully handwoven fabric
considered by Bruneians to be the finest of various locally
made textiles. This Jongsarat was exclusively designed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Brunei Darussalam to
be worn by newly appointed Ambassadors, by the Brunei
Arts and Handicrafts Centre. This fabric is used for various
cultural and national events in Brunei throughout the year,
for example, during Hari Raya, at weddings and royal
events such as His Majesty's Birthday Celebrations and the
National Day. The material is also often made into beautiful
outfits for both brides and grooms to wear at weddings.
Jongsarat is also traditionally given as a wedding gift from
a groom to his b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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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UNG DULANG

BELOVED POSSESSIONS

TUDUNG DULANG
뚜둥 둘랑

뚜둥 둘랑은 브루나이에서 음식을 담은 접시를 덮을 때 사용하며, 벌레를
막기 위한 용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염색 후 말린 판단 또는 니파 잎으로
만들고, 밝은 색상으로 장식합니다. 뚜둥 둘랑은 전통적으로 주부들이
농사일이나 어업 중인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며
만든 물건으로 전해지며,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브루나이 조상들
의 창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요즘도 뚜둥 둘랑은 브루나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상의 삶의 방식을 보존하고 실천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이 뚜둥 둘랑을 20여 년 전에 어머니로
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금실을 사용해 꽃과 잎을 수놓은 새틴 천으로
덮여 있고, 테두리는 수놓은 레이스로 둥글게 처리했습니다. 이 물건은
어머니와의 추억과 어머니께서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Tudung Dulang is traditionally used to cover food plates
in Brunei and was originally made to keep away insects.
It is typically made from dyed and dried Pandan or Nipah
leaves and is usually decorated in bright colors. Tudung
Dulang is believed to be initially made by housewives
while they waited for their husbands to return home either
from farming or fishing. This item signifies the innovation
of our ancestors in finding ways to preserve our food.
A modern version of Tudung Dulang is still found in almost
all households in Brunei and is one way we maintain and
practice our ancestors' way of life. I received this as a gift
from my mother more than 20 years ago. It is covered
with a satin fabric embroidered with flowers and leaves
using gold thread, and the borders are rounded with
embroidered lace. This item holds deep meaning and
brings back my memories of all the delicious dishes that
sh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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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POT

LIVING ROOM

SPECIAL SPOT

LI V I N G R O O M
리빙룸

거실은 가족, 친구, 손님이 모이는 장소로 하리 라야 같은 특별한 행사나
종교 행사가 열립니다. 브루나이 가정에서는 가족들간 중대사를 결정
(무자카라)하는 장소로 거실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추추르 피상,
바나나 튀김 등 가족이 좋아하는 요리를 즐기기도 합니다. 브루나이
홍차 또는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요리를 기다리는 순간도 좋아합니다. 거실은 편안하고 손님을 환영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식은 행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축제 기분을 맞추기 위해 종종 화려한 쿠션 커버와 테이블 보를
사용합니다. 하리 라야 기간에는 손님을 위한 쿠에 무어 과자와 타팍
쿠다 케이크 같은 특별한 음식을 크리스털 그릇에 담아 테이블 위에
놓기도 하고, 출장을 다니며 수집한 특별한 선물이나 물건으로 공간을
꾸미기도 합니다.

The living room in the residence is a gathering place for
family, friends, and guests. In this room, special events
such as Hari Raya (Eid) and other religious ceremonies
are held. It is also where family decisions are made, which
in Brunei we call Muzakarah. We also enjoy favorite family
delicacies such as Cucur Pisang or banana fritters here.
I love the moment of waiting for them, smelling the aroma
from the kitchen while pouring hot Brunei black tea or
coffee. The living room needs to be comfortable for me and
to create a welcoming atmosphere for guests. The decorating depends on the occasion held in the room. At times,
we put vibrant pillowcases and table cloths to complement
the festivity celebrated in the room. During Hari Raya,
special delicacies like Kueh Moor biscuits and Tapak Kuda
cakes are placed in crystal bowls to be enjoyed by visitors.
Sometimes I decorate the room with special gifts or things
that I have collected from all my work travel assig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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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TRAVEL DESTINATION

BATANG DURI PARK

Bandar Seri
Begawan

HIDDEN TRAVEL DESTINATION

BATAN G D U RI
PARK
바 탕 두리 공 원

Batang Duri Park &
Ulu Temburong
National Park

My favorite place to visit in Brunei is Batang Duri Park in
Temburong, Brunei's green jewel. It is located about a
20-minutes drive from Bangar, the main town in the Temburong district. It is an excellent spot for the entire family
to spend time together and relax in the lush nature. As it is
considered an entry point to the Ulu Temburong National
Park, Batang Duri Park is perfect for those curious about
nature but not yet ready to venture deep into the jungle.
Aside from areas for picnics, BBQs, and camping, Batang
Duri Park also allows visitors to swim or go 'tubing' along
the river as well as experience white water rafting. One can
go on foraging trails that allow visitors to learn about the
edible plants in the jungle and how they can be picked and

제가 좋아하는 곳이자 숨어있는 여행지로 '브루나이의 녹색 보석'이라

피크닉, 바비큐, 캠핑 외에도 강을 따라 수영을 하거나 튜빙도 할 수 있고

불리는 템부롱 국립 공원의 진입 지점인 바탕 두리 공원을 소개하고

급류 래프팅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하이킹을 하면

싶습니다. 이 공원은 템부롱 지구 중심 도시인 방알에서 차로 약 20분

아름다운 작은 폭포와 작은 야생 동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적도 근처에

거리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있는 브루나이 연평균 기온은 섭씨 30도이기 때문에 언제 방문해도

취하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자연에 호기심이 많지만 정글 깊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재료는 큰 민물 새우인

들어갈 준비가 안된 사람들에게 완벽한 곳입니다. 자연 서식지의 독특함,

우당 갈라로, 굽거나 튀기기도 하고 찌개로 만들거나 국수 요리에 활용

풍부한 맹그로브 나무, 반짝이는 강으로 관광객과 자연을 이어주며,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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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ed. With the uniqueness of the natural habitat, the
abundance of mangrove trees, and sparkling rivers, it is
good for tourists to reconnect with nature and try activities
such as hiking along the forest trails, kayaking down the
river, and even ziplining. Hiking along the nature trails may
even lead to some beautiful small waterfalls and encounters
with small wildlife! Being near the equator, the year-round
temperature in Brunei averages around 30 degrees Celsius,
so it is always a good time to visit! The most popular dish
of the area is the Udang Galah, or giant freshwater or river
prawn. In Brunei, it is cooked in various ways, from simply
grilling or frying, being made into a stew and even incorporated into local noodle d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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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Ambassador

Spouse of Ambassador

Long Dimanche

Nhim D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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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Long Dimanche, Ambassador of Cambodia
Nhim Davy, Spouse of Ambass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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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 BOR LOT

SOUL FOOD

BOR BOR
LOT
보 보 로트

손으로 만든 쌀 면을 푹 끓인 수프에 넣고 푸짐한 토핑을 곁들여 한 그릇 먹으면 마음은 절로 따뜻해진다. 보 보 로트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 부부의 소울푸드이자 육류와 해산물, 야채의 풍성한 맛을 한 그릇에 경험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쌀국수다.

Eating a bowl of hand-made short noodles nestled in a rich broth, served with a generous amount of
toppings, will warm your heart. Bor Bor Lot is the soul food for Cambodian Ambassador to Korea
and his spouse that encompasses the diverse flavors of meat, seafood, and vegetables in one bowl.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유명한 캄보디아 음식으로 피시 아목, 놈반쭉 등이 있지만, 저희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을 위한 특별한 소울푸드인 보 보 로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맑고 뜨끈한 육수에 한 입에 들어가는 크기의 짧은
국수를 넣고 각자 좋아하는 토핑을 자유롭게 얹어 먹는 요리로,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What dish would you choose as your soul food?
Famous Cambodian dishes include Fish Amok and Num
Banh Chok, but we would like to introduce Bor Bor Lot,
our special soul food for the season when the cold wind
starts to blow. It is a dish with bite-sized short noodles in
a clear hot broth, customized with one's favorite toppings.
We would especially recommend it to Koreans who are
well-known to like warm, clear soup.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나 향신료는 무엇인가요?
보 보 로트는 깊고 맑은 육수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돼지와 닭의
뼈를 잘 손질해서 신선한 채소와 좋은 품질의 통후추를 함께 넣고 잡내가
나지 않게 오랜 시간 잘 끓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캄보디아는 캄폿 후추로
유명한데, 철저히 유기농법으로만 재배하는 지리적 표시 특산물로,
상쾌한 시트러스향과 민트향이 나고 강렬하지만 부드럽게 매운 최상급
후추지요. 또한 수프 고명으로 숙주, 고수, 다진파, 삶은 닭고기 등은
취향에 따라 가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캄보디아 요리라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피시볼이나 미트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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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key ingredients for this dish?
Since it is important to make a clear broth with rich flavor,
the key is to carefully prepare the pork and chicken bones
along with fresh vegetables and good peppercorns and
simmer them for a long time to remove any odor from the
meat. Cambodia is famous for Kampot Pepper, a certified
geographical indication (GI) product exclusively grown
and produced organically. It has refreshing citrus and mint
aroma and an intense yet smooth spicy taste. As a garnish
for the soup, fishballs or meatballs are an indispensable
part of authentic Cambodian 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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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보 보 로트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보 보 로트는 집에서 쉽게 누구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
입니다. 각 지역마다 국수의 형태나 질감, 고기나 야채, 향신료 등 토핑의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캄보디아 식당이나 가판대에서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CAMBODIA

Where would you recommend a visitor to Cambodia
to try Bor Bor Lot?
Bor Bor Lot is everyday food that anyone can easily make
and eat at home. Each region may have different types
of toppings, or the shape and texture of noodles may vary,
but it can be easily eaten at almost any Cambodian restaurant or stall.

보 보 로트와 비슷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가장 비슷한 요리로는 갈비탕이 있습니다. 뼈로 우려낸 맑은 육수와
깨끗한 질감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워지는 계절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따뜻하게 둘러앉아 한 그릇 먹으면 얼굴과 마음에
미소가 가득해지지요.

Is there a dish that you've tried in Korea that reminds you
of this dish?
The most similar dish is Galbi-tang. The clean texture of
hot bone broth is very similar. When the morning air gets
cold, we can imagine that you sit around with your family
or friends to eat a hot bowl of Galbi-tang while faces are
lighting up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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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음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캄보디아 음식은 풍부하고, 따뜻하며, 사람을 환대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토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메콩강과, 시엠립과
프놈펜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톤레삽 호수 덕에 풍부한 어족자원을
자랑합니다. 또한 긴 역사의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 여러 국가의 음식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지요. 또한 누구에게나 음식을 권하고 함께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 거리를 지나가다 식사나 간식을
먹고 있는 친구를 만난다면 그들은 당신을 멈춰세우고 같이 먹고 가라고
권할 거예요. 종종 버스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에게 과일이나 과자를
건네받기도 하고요. 음식으로 연결되어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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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ree words would you use to represent the
distinctive food culture of Cambodia?
Cambodian cuisine is abundant, warm and welcoming.
Cambodia has plenty of fishery resources from the Mekong
River that runs through the middle of the country and
the vast Tonle Sap Lake located between Siem Reap and
Phnom Penh. Also, as can be seen from its long history,
it has been influenced by various countries' food culture.
There is also a culture of sharing food with everyone.
If you encounter a friend who is having a meal or snack
while you walk through Cambodia's streets, they will stop
you and ask to eat together. On a bus, a passenger next
to you might share some fruit with you they bought at a pit
stop on the way. Cambodia is where you can experience
heartwarming moments connected with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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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 BOR LOT

SOUL FOOD RECIPE

H OW TO M A K E B O R B O R LOT
보 보 로 트 레 시피

국수 재료
다목적 밀가루 2컵, 옥수수 전분 ½컵, 기름 1큰술
소금 ½작은술, 뜨거운 물 1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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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½큰술
설탕 ½큰술, 소금 2.5큰술
치킨 스톡 3큰술, 피시 소스 1큰술
돼지 등뼈 400그램, 닭 중간 크기 1마리
생선 또는 소고기 미트볼 1팩

먼저 밀가루, 전분, 소금 등 가루 재료들을 잘
섞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며
젓다가 기름을 넣고, 모두 골고루 섞여 하나의
반죽이 만들어질 때까지 적당히 치대줍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죽을 넣어 숙성시킵니다.
냄비에 면 삶을 물을 준비해 놓고, 다른 냄비에
차가운 물도 준비합니다. 작은 반죽 조각을
길쭉한 모양으로 굴린 후 양끝을 뾰족하게
하여 숏 누들을 만듭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떠오를 때까지 1분 정도 더 끓인 후 꺼내서

For noodle
2 cups of soft all-purpose flour,
½ cup of corn starch,
1 Tbsp oil, ½ tsp salt, 1 cup hot water

차가운 물에 잠시 담가 둡니다. 면을 꺼내어

For soup base (10 portions)
4.5l water, 250g white radish,
200g carrots, 250g onion,
5g coriander roots, 15g radish pickle (optional)
15g dried shrimp, 5g dried squid,
3 cloves garlic, ½ Tbsp peppercorns,
2.5Tbsps salt,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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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프를 위해 돼지 뼈를 깨끗이 씻고 닭의

체에 밭쳐 말린 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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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치킨 스톡,
피시 소스, 설탕, 고수를 냄비에 넣어 몇 분
동안 끓인 다음, 불을 낮춰 약 2시간 동안
푹 고아줍니다. 내기 20분 전에 피시 혹은
미트볼을 육수에 넣어줍니다.
닭고기를 잘게 찢은 후 옆에 둡니다. 숏 누들을
냉장고에서 꺼내 부드럽게 익힙니다. 숙주가
든 그릇을 준비하고 국수, 닭고기, 피시 혹은
미트볼을 넣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줍니다.
다진 고수, 파, 그리고 튀긴 마늘을 얹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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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 all the dried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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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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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lean
them under cold water to remove impurities. Prepare a pot with water and
bring it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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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iander into
the pot. Bring the pot to boil, then
lower the heat, let it simmer for about
2 hours. Ad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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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odles, chicken, and meatballs. Lay
the hot broth over and top it off with
the chopped coriander, spring onion,
and deep-fried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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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ODIA

BELOVED POSSESSIONS

HOL & PHAMOUNG

BELOVED POSSESSIONS

H O L & PH A M O U N G
홀 & 파모웅

저희가 입고 있는 금색 옷은 캄보디아 전통 복식으로, 실크 원단을 사용
해서 다양한 색상과 무늬로 만듭니다. 그중에서도 원단의 끝부분에만
문양이 있고 전체적으로 단색인 파모웅과, 원단 전체에 무늬가 퍼져있는
홀로 나뉩니다. 격식을 갖춰야 하는 행사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요일별로 다른 색의 옷을 입는데, 즉 일요일에는 붉은색, 월요일에는
진한 노랑색, 화요일은 보라색, 수요일은 연두색, 목요일은 초록색,
금요일에는 푸른색, 토요일은 자주색을 입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치마는
코로밥이라 불리는데, 앞쪽으로 길게 주름이 있고 금색 벨트로 여밉니다.
금색 머리 장식은 캄보디아 국화인 프까 롬둘을 본떠 만든 것으로,
아름다움과 지성을 상징합니다. 남성 셔츠의 경우, 무늬가 잔잔히 퍼져
있는 홀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공식 행사 및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입습니다.

These are Cambodian silk textile, which comes in different
colors and patterns. We have Phamoung, which has
patterns only at the bottom, and Hol with full patterns from
top to bottom. At any formal event, Cambodians wear their
traditional outfits that correspond to the colors associated
with each day of the week: red for Sunday, deep yellow
for Monday, purple for Tuesday, light green for Wednesday,
deep green for Thursday, royal blue for Friday, and violet
for Saturday. Here, the skirt is called Chorobab, which is
pleated in the front and secured with a gold belt. The hair
accessory is in the form of Pka Romdoul, the Cambodian
national flower, which symbolizes beauty and intelligence.
Traditional men's shirts are made from 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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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VED POSSESSIONS

CHUD KHAN NAM MONTR
크 메 르 황 동 성수 그릇

캄보디아 문화에서 고난도의 금속 세공 기술은 보석류에서 제례용
도구에 이르기까지 은색 혹은 금색 톤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사로 부임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아름다운 크메르 황동 성수 그릇은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성수 그릇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특히 새해 예식과
같은 전통 행사나 스님의 축복이 필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용합니다. 불교 교리에 따라, 이 그릇에 물을 거의 가득 채운 다음
꽃잎을 띄워 스님께 드리면 스님은 신성한 말씀으로 물을 축복하고
우리의 행운과 안녕을 빌며 그릇을 되돌려줍니다. .

The intricate silversmithing skills appear in various forms in
Cambodian culture, from jewelry to ceremonial utensils,
either in silver or gold color. We are very grateful to receive
this beautiful Khmer brass blessing water bowl from our
parents as a gift for our diplomatic journey here in South
Korea. Whenever we have traditional events such as the
Cambodian New Year or any ceremonies that require a monk's
blessing, we always use this bowl in the ceremonies. In our
Buddhist practice, we fill this bowl almost to its rim and place
some flower petals on top before offering it to a monk who
will then bless the water with sacred words. The monk then
can gift the water to us as good luck a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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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POT

LIVING ROOM

SPECIAL SPOT

ALTAR FOR HOUSEHOLD DEITY

SPECIAL SPOT

A LTA R F O R
H O U S EH O LD D E IT Y
가 택 신을 위 한 제단

불교 국가에서 나고 자라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언제나 조상들과 신에게
존경을 표하고 예를 갖춥니다. 캄보디아에는 “신께 예를 갖추기 전에
살아있는 신, 즉 부모님께 먼저 예를 갖추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격언
은 항상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처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외에, 저희가 특별히 여기는 이곳은 바로
가택신을 위한 작은 제단입니다. 불행과 위험으로부터 이 집을 보호해
주십사 기도하는 곳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향을 꽂고 음식이나
과일을 바치며 예를 갖추면 됩니다.

Born and raised in a Buddhist country, we always respect
and pray to our ancestors and god. There is a Cambodian
saying, “Before paying any respects, one must pay respect
to one's living god, the parents.” This is the belief that we
always practice and keep in mind. Besides the praying room
for Buddha and our parents, we also have a special place,
which is a small altar for the house deity. It is asking the
spirit to protect us from unhappiness and harm while living
in the house. Everyone can choose how they want to pray
according to their willingness. You can pray as often as you
wish by lighting a few incense sticks and making offerings
like food or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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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TRAVEL DESTINATION

KOH RONG SAMLOEM ISLAND & TATAI RIVER

Besides our sacred land of Siem Reap where our national
Angkor Wat is located, anyone is welcome to explore
eco-tourism in Cambodia and enjoy tropical fruit, authentic
cuisines and fresh seafood. On Rong Samloem Island,
one of the best islands off the coast of Sihanouk-ville, you
can especially enjoy the beautiful white sand and clear
blue water. It is a paradise of serenity. And if you are a marine
adventurer, you will love the magnificent reef.

HIDDEN TRAVEL DESTINATION

KO H RO N G SAM LO EM I S L AN D &
TATAI RIVER

Another eco-tourism location is the Tatai River in Koh
Kong province. It is a peaceful rainforest area surrounded
by lush natural landscapes, and an amazing place to trek
through the mangrove forests, hop on a boat ride along the
river, swim in Tatai Falls, and enjoy the local cuisine.

코 롱 샘롬 섬과 타 타 이 강

Siem Reap

Tatai
River

Koh Rong
Samloem Island
Phnom Penh

국가의 보물인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신성한 시엠립 외에도 캄보디아에

에코 투어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로 코콩 지역의 타타이 강도

는 열대 과일과 전통 요리, 신선한 해산물과 에코 투어를 즐길 수 있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푸른 자연 경관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열대

지역이 참 많은데, 특히 코 롱 샘롬 섬에서는 눈부신 백사장과 푸른 바다

우림 지역으로, 맹그로브 숲을 따라 트레킹을 하거나, 강을 따라 보트

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온의 섬입니다. 해양 탐험을

타기를 즐길 수도 있고, 타타이 폭포에서 수영을 하며 지역 특산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화려한 산호초도 반드시 경험하길 권합니다.

요리를 맛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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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Umar Hadi
Ambassador of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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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N DA N G
른당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 주에는 전통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가진 최고의 육류 요리 른당이 있다.
갖은 향신료, 코코넛 우유를 볶아 만든 진한 양념을 고기와 천천히 정성 들여 조리한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일상적인 요리이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의 소울 푸드다.

In West Sumatra, there is an exquisite traditional meat dish called Rendang.
It has such a rich flavor with various spices and coconut milk. It is a local everyday dish
and is also the soul food of the Indonesian Ambassador to Korea.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른당은 유통기한이 길어서 어디든 가지고 다니는 인도네시아의 고전적인
소울푸드입니다. 제대로 조리한 른당은 한 달 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고기를 보존하는 방법은 오랜 세월 이어진 미낭카바우족의 전통입니다.
미낭카바우족은 성인이 되면 고향을 떠나 무역상이나 학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른당의 조리법 또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른당은 사실 요리 이름이 아니라 소고기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하여 풍미를 내는 특별한 과정을 뜻합니다. 복잡한 조리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을 띠게 되지요. 원래 버펄로 고기로 만들어 특별한
행사나 전통의식에서만 제공됐습니다. 과거에는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
졌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나 향신료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재료는 향신료가 아니라 인내심입니다. 른당은 코코넛 우유가
증발해 코코넛 오일이 되고 향신료가 고기에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부지런히 저어야 해요. 조리에 약 7시간이
소요되는데, 3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코코넛
우유가 액체 상태인 굴라이입니다. 두 번째는 코코넛 우유가 걸쭉해지고
기름기가 많아지는 칼리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칼리오가 완전히 졸아
른당이 될 때까지 약한 불에서 조리합니다.

What dish would you choose as your soul food?
Rendang is classic comfort food that Indonesians bring
wherever they go because of its durability. It can last for
one month if cooked properly. The people of Minangkabau
have followed the tradition of preserving meat for a long
time. It originates from when the Minangkabau people
migrated and spread their traditions. When they reach
adulthood, it is common for many of the Minangkabau
people to leave the region they grew up in to become traders
or students. Therefore Rendang was spread throughout
Indonesia. Rendang is not the name of the dish but more of
a philosophical term that refers to a particular process
used to make the beef tender, dry, and flavorful. Originally,
Rendang was made out of buffalo meat and was only
served on special occasions. In the past, Rendang was
considered a sacred dish, but now it is commonly eaten.
What are the key ingredients for this dish?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is not the spices, but
patience. Rendang is diligently stirred, attended to, and
cooked for hours until the coconut milk has evaporated,
turning into coconut oil, and the meat has absorbed the
spices. It takes more than seven hours and includes three
essential stages to cook it. The first stage is Gulai, in which
the coconut milk is still in liquid form. The second stage
is Kalio, in which the coconut milk thickens and becomes
oily. In the third stage, Kalio is cooked on a low flame until
it dries and becomes Ren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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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른당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소고기 른당은 미낭카바우 소수민족으로부터 유래된 음식으로, 서수마
트라 주 수도의 이름을 따 흔히 나시 파당(파당 음식)이라 부릅니다.
파당 시에 위치한 파사르 아타스는 군침 돌게 하는 맛있는 파당 음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파당 음식을 파는 식당이 많아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파당 음식 대부분은 매우
맵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른당과 비슷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한국 음식은 먹는 방법과 맛에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발은 된장, 고추장과 비슷해요. 무, 양파, 소갈비 등으로
만드는 갈비탕은 인도네시아 국물 요리인 분툿과 매우 비슷하고, 른당은
매운 갈비찜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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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ANG

Where would you recommend a visitor to Indonesia
to try Rendang?
Beef Rendang originated from the Minangkabau kitchen,
popularly called Nasi Padang (Padang food), named after
the capital city of the state of West Sumatra. Pasar Atas
in Padang City is one of the places with the most mouthwatering Padang food. There are many restaurants that
sell Padang food in Indonesia, so, wherever you go in
Indonesia, as long as you can find a restaurant, you can eat
Rendang. But beware, most Padang food is known to be
extremely spicy.
Is there a dish that you've tried in Korea that reminds
you of this dish?
Indonesian and Korean people share a similar tastes and
approaches to food. For example, Sambal is similar to
Korean soybean and chili paste. Korean soup, Galbi-tang,
which is made primarily from beef short ribs along with
radish, onions, and other ingredients is very similar to
another Indonesian soup, Sop Buntut and Rendang is
similar to Maeun Galbi J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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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음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혼합, 다양성, 향신료를 꼽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요리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많은 재료를 한데 섞어 만들지요.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채로움이 음식문화에 잘 녹아있다 말할 수 있어요. 향신료는 인도네
시아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 맵기를 항상 확인하고 먹어야 할
정도로 많이 쓰입니다.

INDONESIA

What three words would you use to represent the
distinctive food culture of Indonesia?
Blend: Indonesian cuisine always consists of many ingredients that are blended together to create a rich and deep
flavor. Diversity: Celebration of diversity is embodied
in our food; we find beauty in diversity. Spice: You always
have to watch out for how spicy your dis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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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SOUL FOOD RECIPE

H OW TO M A K E R EN DA N G
른 당 레 시피

재료
소고기 500그램(5×5cm 크기로 깍둑썰기),
강황잎 1장(또는 살람잎 2장), 타마린드 15그램,
코코넛 우유 750ml,
레몬그라스 2줄기, 라임잎 4 장
향신료
다진 양파 120그램, 다진 마늘 20그램,
씨를 뺀 다진 고추 125그램,
다진 생강 10그램, 다진 갈랑갈 30그램,
으깬 캔들넛(캔들넛 퓨레) 20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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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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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동안 익힙
니다. 소고기를 프라이팬으로 옮겨 육질이 더
부드러워지고 고기가 진한 갈색을 띨 때까지
약불에서 볶아줍니다.

Blend the spices, lime leaves, lemongrass, and tamarind until you have
a paste. Add coconut milk to the spice
paste, and stir fry until it becomes
slightly oily and turns brown. Add the
beef and stir. Preheat the oven to
120°C. Put all the ingredients in a
bowl and cook them in the oven. Cook
for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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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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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 I K
TA B LEC LOT H
바 틱 테이블보

왼쪽의 테이블보는 바틱 패턴 중 주로 '파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랑은 가장 오래된 바틱 패턴 중 하나로, 족자카르타와 수라카르타의
귀족이나 왕실 가족만을 위해 만들어져 한때 일반인에게 사용이 금지
되기도 했습니다. 경사진 평행선으로 구성하며, 크림색, 흰색, 갈색, 남색
등 대조되는 색상을 반복적으로 배열합니다. 단검 문양 또는 불의 혀를
상징하는데, 권위, 힘, 속도 등을 의미하는 의식용 단검 '크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또한 암초를 강타하는 파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즉, 이 바틱 모티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삶과 투쟁하며 지속적인 어려움
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측
사진의 디자인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요소를 접목해 양국 간
우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바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 디자인 중 '메가믄둥'을 기본으로 사용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랜드마크와 유명 건축물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The pattern of the tablecloth on the left mostly consists of
Parang Batik. Parang is one of the oldest batik patterns,
which was once prohibited, reserved only for aristocrats or
royal families of Yogyakarta and Surakarta. Traditional
Parang from Yogyakarta consisted of slanted parallel rows
of dagger-like segments, arranged repetitively on contrasting colors of cream white, brown, and indigo. It was known
as the sword pattern or the tongue of fire and was related
to the “Keris” ceremonial dagger, signifying strength, power,
authority, and speed. This pattern also has the meaning
of a struggle in life, which resembles the sea waves hitting a
reef. People who use this batik motif are expected to continue to struggle and never give up in facing challenges in
their lives. We created our own special batik pattern as the
symbol of the RI-ROK partnership that incorporated Korean
and Indonesian cultural elements. Megamendung, one of
Indonesia's many traditional batik designs, was used for
the basic design and combined with the paintings of landmark traditional houses and buildings in Korea and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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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AK WATER JUG

BELOVED POSSESSIONS

BATA K
WAT ER C O N TA I N ER
바 탁 전통 물 병

이 물병은 바탁 족의 전통 대나무 물병입니다. 병의 겉면에는 바탁 족
고유의 달력, 나침반, 글, 장식 등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데,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을 새겨 넣기 위해 숙련된 공예가가 여러 날을 매달려야
합니다. 바탁 족 보호구역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수마트라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마트라섬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데, 바탁 족은 섬의 산악지대와 동부 및 서부 해안 지역에 살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This Batak water container is made of a gourd, a hardshelled fruit, that is dried and incised with a Batak calendar,
used to determine auspicious day. Its wooden lid portrays
a sitting ancestral figure holding a bowl. The amazing
inscription will take a carver several days to complete.
The Batak homeland is the island of Sumatra at the western
end of the modern Republic of Indonesia. It’s the fifthlargest island in the world and many other tribes live there.
Batak people live in the mountainous highlands and the
eastern and western coast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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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POT

LIVING ROOM

SPECIAL SPOT

G EBYO K
그벽

그벽은 자바 전통 가옥에서 정문, 문 또는 칸막이 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벽에 새겨진 조각은 예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능도
하는데, 환기를 위해 상부가 뚫려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예의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그벽은 티크 나무로 만듭니다. 여기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은
삶의 목적인 조화, 행복,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각 조각에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 여러 단계의 조상 영혼, 삶의 조화와 균형 등이 담겨
있으며, 다산과 삶의 지속 가능성, 어머니와 아이들 사이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Gebyok is used in traditional Javanese houses as the main
front door, gate, or room divider. The carving in Gebyok
has not only an artistic appearance but also an important
function. The top part is perforated for ventilation and
aesthetic purposes. Known for its masterpiece and aesthetic value, Gebyok is made of teak wood. Woodcarving
in Gebyok tells messages about the meaning of life:
harmony, well-being, and peace. Each carving contains the
symbol of a stairway to heaven, ascending and descending
of ancestry's soul and the harmony and balance of living.
Gebyok also represents regeneration, fertility, the sustainability of living, and love between mother an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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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TRAVEL DESTINATION

HIDDEN TRAVEL DESTINATION

LABUAN BAJO

Jakarta

L AB UAN BAJ O
라부안 바 조

Labuan
Bajo

Surabaya

Bali enchants with its dramatic dances, colorful ceremonies, arts and crafts, and luxurious beach resorts. Not
far from Bali, we have Labuan Bajo, which not long ago
was only a small fishing area, but today has flourished
to become the gateway to many exotic destinations in
East Nusa Tenggara. Labuan Bajo is known as the city of
sunset. You can find plenty of vantage points to enjoy the
end of the day with a spectacular sky. Padar island, with
its outstanding panorama, is easily reached from Labuan
Bajo and is somewhere you should put at the top of your
travel list. The Komodo National Park is also a wonderful
place to visit and was listed as one of UNESCO's world
heritage sites in 1991. Any time of the year is a good time
to visit Labuan Bajo but do consider the tropical climate
발리는 드라마틱한 춤, 다채로운 행사, 예술과 공예, 럭셔리한 해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섬을 탐험하고 웅장한 전망을

리조트로 황홀 그 자체입니다. 발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라부안 바조가

즐겨도 좋고, 캉가 마을의 아름다운 논을 방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작은 어촌이었지만 요즘은 동부 누사 틍가라의

in Indonesia. You can explore the islands and check out
the magnificent views. Visiting the magnificent rice fields
in Cangar Village is one of the many things to do while in
Labuan Bajo. There is also a megalithic history you can
learn about at Bena traditional village. Other than that,
you could do a lot of diving at Manta Point, strolling along
the beaches, trekking up the hills, and exploring the virgin
island. For coffee lovers, you shouldn't miss the exotic
traditional Florenese coffee. The coffee is grown and produced in most parts of the Flores highlands and is known
for its unique and great taste. Many restaurants in Labuan
Bajo offer traditional food. Lastly, don't miss your chance
to buy the traditional Flores Songket as one of the unique
Labuan Bajo souvenirs.

베나 전통 마을에서는 깊은 거석 역사도 배울 수 있으며, 만타 포인트에서

이국적인 장소로 가는 관문이 됐습니다. 라부안 바조는 일몰의 도시로

다이빙을 하거나, 해변 산책, 언덕 트레킹, 버진 아일랜드 탐험 등으로

유명해요. 멋진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다양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커피 애호가라면 전통 플로레네즈

장소가 아주 많습니다. 탁 트인 전경을 자랑하는 파다르 섬은 꼭 방문

커피를 꼭 마셔봐야 하는데, 플로레스 고지대에서 재배, 생산되며 독특

해야 하는 곳인데, 라부안 바조에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1991년 유네

하고 훌륭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라부안 바조에는 전통 음식을 파는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코모도 국립 공원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식당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부안 바조만의 기념품인 전통 플로레스

라부안 바조는 일 년 중 언제 가도 좋지만, 인도네시아 열대 기후를

송켓을 구매할 기회를 놓치면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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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Ambassador

Spouse of Ambassador

Thieng Boupha

Phengphath Bou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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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hieng Boupha, Ambassador of Lao PDR
Phengphath Boupha, Spouse of Ambass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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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B SEEN

SOUL FOOD

L A R B S EEN
랍 씬
소박한 대나무 바구니에 담긴 찹쌀밥에 고기와 야채가 매콤 짭짤하게 양념된 랍을 얹어 먹는다.
라오스식 소고기 샐러드인 랍 씬은 주한 라오스 대사와 대사 부인의 소울푸드이자,
손님이나 먼 길을 떠나는 친구들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상징적인 음식이기도 하다.

Larb Seen, a Lao-style spicy beef salad, served with glutinous rice in a traditional bamboo
container, is the soul food for the Lao Ambassador to Korea and his spouse. The food is
prepared for wishing good luck for guests and for the people who have a long journey.

What dish would you choose as your soul food?
We have selected Larb as our soul food. Larb is one of
the ultimate staples of Lao cuisine. In the Lao language,
Larb, also known as XokLarb, means “lucky.” The Lao
people usually serve Larb at welcoming or farewell parties
to provide the guests with luck, whether they are coming
or going. The word Larb refers to the cutting up of any
meat (beef, chicken, pork, fish, or duck) into small pieces
immediately after butchering. Always fresh, eaten raw or
cooked, this dish is a mainstay in the local Lao diet.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저희의 소울푸드는 '랍 씬'입니다. 랍은 라오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리
중 하나로 쏙랍이라고도 하는데, 라오스어로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라오스 사람들은 환영회나 송별회에서 손님에게 행운을 빌어 주기 위해
랍을 대접합니다. 랍은 도축 직후 고기를 잘게 썰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선한 고기를 날것 또는 조리해서 먹는 라오스의 대표 음식입니다.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나 향신료는 무엇인가요?
전통적인 랍은 조리된 소고기에 라임, 고수, 파, 민트, 찹쌀가루, 빠덱
(라오스식 액젓), 피시 소스, 칠리를 곁들입니다. 기호에 맞춰 고춧가루를
넣을 수도 있어요. 찹쌀가루와 빠덱은 정통 라오스 랍을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재료입니다. 곱게 간 찹쌀가루는 육즙을 찐득하게
만들어 재료들이 서로 잘 붙게 하고 샐러드에 아삭한 식감을 부여해요.
빠덱은 생선을 절여 발효시켜 만든 전통 라오스 조미료인데, 피시 소스
와 비슷하지만 농도가 더 걸쭉해요. 해외에서는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인근 아시아 마트에서 찹쌀을 구해 직접 찹쌀가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빠덱이 없다면 소금이나 피시 소스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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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key ingredients for this dish?
A classic Larb recipe consists of a cooked beef combined
with lime, coriander, spring onion, mint, toasted rice
powder (Khao Khua), Padaek, fish sauce, fresh chilies,
and chili powder. The toasted rice powder and Padaek are
the two key ingredients that cannot be left out to make
authentic Lao Larb. Living overseas, it can sometimes be
hard to find Khao Khua or Padaek. This will require you to
visit your local Asian grocer, where sticky rice can easily
be found to make your own Khao Khua. If you cannot find
Padaek, you can replace it with salt or regular fish sauce.

STORIES AROUND THE TABLE

LAO PDR

Where would you recommend a visitor to Lao PDR
to try Larb Seen?
Larb is widely available in Lao PDR,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variations between central, northern, and southern Lao PDR. I would recommend Khua Lao Restaurant
in the centre of Vientiane, the capital of Lao PDR. Anyone
who likes to try new things should taste this dish. It's a
great introduction to Lao food culture.

라오스에서 랍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랍은 라오스 전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수도 비엔티안 중심에 있는 쿠아 라오 레스토랑을 추천하고 싶어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랍을 권합니다.
라오스 음식문화를 알기 위한 훌륭한 시작이라 생각해요.
랍과 비슷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한국에 살면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저희는 그중 김치를

Is there a dish that you've tried in Korea that reminds
you of this dish?
While living in Seoul, we have tried many kinds of Korean
food. Kimchi has become our favorite part of Korean food
culture. We like it so much because it tastes quite similar
to a Lao dish called Sompak. Sompak consists of many
types of Lao vegetables; its cooking process is very similar
to Kimchi. Up until now, we have not found many other
similarities between Korean dishes and the Lao Larb.

가장 좋아하는데, '쏨팍'이라는 라오스 요리와 맛이 아주 비슷합니다.
쏨팍은 다양한 라오스 채소로 만드는데, 그 과정도 김치와 매우 유사
해요. 안타깝게도 랍과 비슷한 한국 요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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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B SEEN

What three words would you use to represent the
distinctive food culture of Lao PDR?
I would choose Sticky rice, Xoklarb, and By Hand. Sticky
rice is the signature of the Lao people. The rice is usually
served in a simple but attractive woven bamboo container
called Thip Khao. It's considered bad luck not to place
the lid back on top of the Thip Khao at the end of the meal.
Xoklarb is the most famous dish in Lao PDR because of the
common belief that after eating Larb, one will have good
fortune. This says a lot about the Lao approach to food
and its culture. Also, to eat Larb in the Lao way, you need
to take a small ball of sticky rice using your thumb and
forefingers and dip it into the minced meat. Grab a portion
of Larb along with the rice and put it in the mouth.

라오스 음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라오스의 대표 식재료인 '찹쌀'을 꼽고 싶습니다. 찹쌀밥은 보통
'띱 카오'라 불리는 단순하지만 매력적인 대나무 통에 담겨 나와요.
식사가 끝날 때 뚜껑을 다시 띱 카오 위에 올려 두지 않는 것은 불운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쏙랍'입니다. 먹으면 행운이 온다는 믿음 때문에
쏙랍은 라오스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에요. 음식에 담긴 가치관을
알면 라오스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손으로 먹는
문화를 언급하고 싶어요. 라오스식으로 랍을 먹을 땐, 엄지와 검지로
동그랗게 뭉친 찹쌀밥 하나를 집어 랍에 찍어요. 밥과 함께 손으로 잡은
랍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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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FOOD RECIPE

H OW TO M A K E
L A R B S EEN
랍 씬 레 시피

재료
소고기 300그램, 소 염통 150그램, 소 간 150그램,
홍고추와 청고추 5개,
말린 고춧가루 2큰술,
카오쿠아(볶은 찹쌀가루) 2큰술,
발효 피시 소스 또는 일반 피시 소스 2큰술,
갈랑갈(양강근) 3조각,
대파와 고수 각 80그램, 민트잎 50그램,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조미료 MSG) 1/2작은술,
소금 1/2작은술

Ingredients
300g beef, 150g beef heart, 150g beef liver,
5 fresh red and green chilies,
2 Tbsps ground dried chili flakes,
2 Tbsps Khao Khua (toasted sticky rice powder),
2 Tbsps fermented or regular fish sauce,
3 slices galangal,
80g spring onions, 80g coriander
50g mint leaves,
1/2 tsp monosodium glutamate (MSG),
1/2 tsp salt

소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썰어줍니다. 너무 잘게
자르지 않습니다. 소금을 염통과 간에 뿌린 후
물로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줍니다. 소고기,
염통, 간을 팬에 볶아 취향에 맞게 익힌 후, 불을
끄고 옆에 둡니다.
갈랑갈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고추를 잘게
썰어줍니다. 생쌀을 마른 팬에 올려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중불에 볶으며 카오쿠아를
만들고, 굵은 가루로 갈기 전에 식힙니다.
모든 재료를 섞어 간을 합니다. 민트와 고수를
가니시로 곁들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보통 찹쌀과 상추 잎, 오이
조각, 얇게 썬 고추, 민트, 또는 겨자잎 같은
야채와 함께 먹습니다.

Slice and chop the beef into small
pieces. Do not chop it too fine.
Sprinkle the beef heart and liver with
salt and then clean with water before
cutting into thin slices. Stir fry the
chopped beef, sliced heart, and liver
together in a pan until cooked to your
liking. Then, remove from heat and
set aside.
Cut the galangal into small pieces.
Finely chop the fresh chilies. Make
Khao Khua by putting uncooked rice
in a dry pan over medium heat and
occasionally toss until it turns golden
brown. Leave it to cool before grinding
to a coarse powder. Combine all the
ingredients and adjust the seasoning.
Serve garnished with some mint and
coriander.
Lao people usually eat this dish with
sticky rice and some vegetables such
as lettuce leaves, cucumber slices,
sliced fresh chilies, fresh mint, or
young mustard g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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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VED POSSESSIONS

L AO S I N H
라오 스 실크 전통 복 식

라오스 전통 복식 중 '씬'은 여성을 위한 의상으로, 모두 손으로 만들며,
스타일이나 패턴은 다를 수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라오스 여성들은 전통 바씨 의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공식 행사에 보통
신을 입곤 했지만, 요즘에는 일상복으로도 자주 입습니다. 라오스의
모든 소수민족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씬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약 3000년 전부터 씬을 입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씬을 입는 것은
라오스 여성을 다른 국가 여성과 구분하는 독특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This is an authentic Lao outfit for women called Sinh,
locally made from silk. The styles or patterns may vary,
but you can easily find them all over the country. Lao
women used to wear Sinh for official events or occasions
such as traditional Basi ceremonies or wedding parties.
Nowadays, they wear it more often in their daily life. Each
ethnic group of Lao PDR has its own style of Sinh. Laotian women are believed to have first put on Sinh around
3,000 years ago. Wearing Sinh has become a unique
symbol that distinguishes Laotian women from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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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NONG KHAO, HUAT NUONG KHAO, THIP KHAO
MADE WITH SILVER

BELOVED POSSESSIONS

BELOVED POSSESSIONS

M O N O N G K H AO,
H UAT N U O N G K H AO,
T H I P K H AO
M A D E W IT H S I LV ER
은으 로 만든 머 능 카 오 , 후 앗 능 카 오 , 띱 카 오

라오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리 도구인 머 능 카오(찹쌀밥을 찌는 냄비),
후앗 능 카오(머 능 카오 위에 얹는 대나무 찜기), 띱 카오(찹쌀밥을
넣는 대나무 바구니)를 본떠 은으로 만든 이 공예품은 제가 가장 애정을
가진 물건입니다. 세 가지 모두 라오스 요리에서 매우 중요하고,
모든 가정집과 식당의 부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머 능 카오와
후앗 능 카오에 지은 찹쌀밥을 띱 카오에 담아 오랫동안 따뜻하게 보관
하지요. 라오스 사람들은 수 세기 동안 이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찹쌀뿐만 아니라 야채,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찌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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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et of silver handicrafts, which are miniature
versions of the three most important Lao cooking tools,
Mo Nong Khao (a pot for steaming glutinous rice),
Huat Nuong Khao (a bamboo steamer on top of Maw
Nuong Kao), and Thip Khao (a bamboo container).
All three of them are very important to the Lao cooking
style, and you will be able to find them in every kitchen
throughout Lao PDR. To make the sticky rice, we use
Mo Nong Khao and Huat Nuong Khao to steam-cook for
about 30 minutes. Once cooked, we place the rice into
Thip Khao to keep it warm for the whole day. Lao people
have used these utensils for centuries. These are also
used for steaming vegetables, fish, pork, or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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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SPECIAL
TRAVEL DESTINATION
SPOT

PHOU PHA MARN
LIVINGROCK
ROOMVIEWPOINTA

SPECIAL SPOT

MAIN DINING ROOM
메인 다 이닝 룸

손님을 맞이하거나 중요한 전통 행사를 주최할 때 다이닝 룸을 사용하는데,
저희에게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자, 방문객에게 라오스의 많은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방을 꾸밀 때 라오스의 다채로운
문화적 정체성과 상징들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곳에서
라오스 사람들의 전통, 일상, 수공예품, 그림, 음악 등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여러 사람이 모여 여가를 즐기는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라오스 전통주인 라오 하이를
마시고 있고, 한 남성은 켄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켄은 라오스 전통 악기로,
켄 음악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통 악기로는 '라낫'이라는 나무 실로폰이 있습니다. 라낫은
라오스 전통 관현악단의 주요 악기로 왕족을 위해 연주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가 연주법을 배우면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기도 합니다.

Our special spot is the main dining room of the residence.
Generally, we use this room to welcome the Ambassador's
guests or when the embassy holds important traditional or
national events. This space is full of meaning and can
tell visitors a lot about Lao PDR. When decorating this room,
we focused on illustrating Lao identities and symbols
unique to our rich culture. You can see depictions of Lao
people's traditional livelihood, food, handicrafts such
as weaving, arts, and music. Our favorite is a painting that
illustrates a scene where people are gathered together
and enjoying their leisure time. They enjoy drinking Lao
Hai, which is a traditional alcoholic drink of Lao PDR. There
is also a man who plays a Khaen, a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The Khaen music was inscribed as a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in 2017. Another traditional Lao instrument is a wooden
xylophone called Lanard. Lanard is one of the core instruments of the Lao traditional orchestra and is traditionally
played for the royals. Nowadays, it is having a return
as the practice is passed down to younger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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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TRAVEL DESTINATION

PHOU PHA MARN ROCK VIEWPOINT

HIDDEN TRAVEL DESTINATION

PH O U PHA MARN
RO C K VIE WP O INT
푸 파 만 석회암 숲 전망 대

라오스에서는 때묻지 않은 자연을 체험하고,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오래전에 형성된 미지의 카르스트 지형과 숨을 멎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

느끼고, 고대 사찰을 둘러보며 뿌리 깊은 전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색적인 토종 야생동물이 있지만, 푸 파 만은 라오스에서 가장 덜

또한 험준한 산과 강을 누비며 흥미진진한 모험을 떠날 수도 있는데,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루프의 정상'으로 알려진 이 전망대는 타켓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캄무안의 푸 힌 분 국립 보호공원

루프에서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이자, 캄무안 지방을 방문하는 모든

초입에 위치한 푸 파 만 석회암 숲 전망대입니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이기도 합니다. 라오스 현지식으로 만든 소시지,

이 공원은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회암 숲을 자랑하는데,

찹쌀밥, 파파야 샐러드, 그릴 치킨과 같은 전통 요리도 맛볼 수 있기

원시림 속에 숨겨진 폭포수는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때문에, 이 곳에서 라오스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길 권합니다.

As you may already know, there are several destinations
which are attracting a lot of tourists. Personally, a favorite
travel place of mine is Phu Pha Marn, known as Rock Viewpoint. This place is at the opening of one of the natural
beauties of Khammouane province, Phou Hin Boun National
Protected Park. Located in Central Lao PDR, this aweinspiring national protected area boasts one of the largest
limestone forests in all of Asia. Despite the magical atmosphere created by the endless limestone mountains and
cascading waterfalls hidden in the virgin forest, it is one of
the least known natural wonders of Lao PDR. An uncharted
world of ancient karstic forests, breath-taking views, and
endemic wildlife in central Lao PDR. The viewpoint, known
as “the peak of the loop,” is a must-stop on the Thakek loop
that also acts as a tourist information center for all Khammouane province visitors. Visitors should try traditional
authentic dishes like Local sausage, sticky rice, papaya
salad, and grilled chicken.

Luang
Prabang

Vientiane
Capital

Phou Pha Marn
Rock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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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Ambassador

Spouse of Ambassador

Datuk Mohd Ashri bin Muda

Datin Rohayahti Binti Hamz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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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Datuk Mohd Ashri bin Muda, Ambassador of Malaysia
Datin Rohayahti Binti Hamzah, Spouse of Ambass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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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 S I LEM A K
AYA M B ER EM PA H
나시 르막 아 얌 베렘 파
말레이시아의 음식문화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섬처럼 다채롭고 향기롭다.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부부가
소개하는 그들의 소울푸드 나시 르막 아얌 베렘파는 말레이시아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다.

Malaysian cuisine is colorful and fragrant, just like its countless beautiful islands.
Their soul food, Nasi Lemak Ayam Berempah, introduced by the Malaysian Ambassador to Korea and
his wife, is a dish that best demonstrates the richness and diversity of Malaysian culture.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말레이시아 요리는 나시 르막 아얌 베렘파,
번역하면 양념치킨 코코넛 밥입니다. 나시 르막은 말레이시아에서 인기
있는 아침 식사인데, 요즘은 늦은 저녁에 먹는 사람도 많아요.
나시 르막은 다양한 종류의 삼발과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발은
새우, 오징어 및 여러 음식에 곁들일 수 있습니다. 나시 르막 아얌
베렘파는 마른 멸치로 만든 삼발과 양념된 닭고기를 함께 담아냅니다.
2016년 타임지 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아침식사 중 하나로
나시 르막이 선정되기도 했지요.

What dish would you choose as your soul food?
Our favorite Malaysian dish is Nasi Lemak Ayam Berempah
or, translated to English, coconut rice with spiced chicken.
Nasi Lemak is a popular breakfast in Malaysia. However,
nowadays, you can find Nasi Lemak being eaten at any time
of day, even in the late evening. Nasi Lemak comes in many
variations with a range of different Sambals (spicy sauces)
and accompaniments, which can be used for many other
dishes. For this one, Sambal consists of dried anchovies
and is accompanying the spiced chicken. A fun fact, there
was an article by Time magazine in 2016 that labeled Nasi
Lemak as one of the ten healthiest international breakfasts.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나 향신료는 무엇인가요?
마른 멸치와 코코넛 우유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이 두 재료가 없다면
나시 르막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나시 르막의 밥은 코코넛 우유로 조리
해야 하고 멸치는 튀기고, 일부는 삼발에 더해져요. 나시 르막 재료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꼭 한번 만들어 드셔 보시길 권합니다.

What are the key ingredients for this dish?
Nasi Lemak always includes the use of dried anchovies
and coconut milk as its two key ingredients. Without those
two, you would not be able to call it a Nasi Lemak. The rice
must be cooked in coconut milk, and the anchovies
must be deep-fried, and some of them added to Sambal.
Koreans should be able to easily find what they would need
in the local markets and should try making it if they get
the opportunity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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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이 음식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나시 르막은 말레이시아의 길거리 노점부터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 찾을 수 있어요. 국영 항공사인 말레이시아 항공,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 아시아에서도 기내식으로 제공됩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현지 맥도날드에서 나시 르막을 주문할 수 있는데, 맛이
환상적이라고 하더군요. 쿠알라룸푸르에서 나시 르막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은 시내 중심지 캄풍 바루에 위치한 '나시 르막 시티 가든'일 것
같아요. 삼발의 맵기 정도에 주의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요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시 르막과 비슷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NASI LEMAK AYAM BEREMPAH

Where would you recommend a visitor to Malaysia
to try this dish?
You can get this dish anywhere, from local street stalls
to five-star hotels or restaurants. You can also find it on
our national carrier fleet, Malaysia Airlines, and on the
low-cost airline, Air Asia. You can even get it at our local
McDonald's branches in Malaysia, and I have heard that it
tastes fantastic! However, one of the most popular spots
for Nasi Lemak in Kuala Lumpur would be Nasi Lemak
CT Garden, located in Kampung Baru, an area in the centre
of the city. I would recommend this dish to anyone who
comes to Malaysia. Although, be wary of the spice levels
of your Sambal!

한국의 식사법은 나시 르막과 매우 비슷합니다.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데,
반찬에 어떤 형태로든 멸치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한국 반찬 중에는
나시 르막에 들어가는 조미료, 삼발, 얇게 썬 오이 등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나시 르막과 닮은 요리는 비빔밥인데, 밥, 고추장, 다양한
야채와 달걀로 구성돼 있지요. 차이점이라면 쌀을 코코넛 우유로 요리
하지 않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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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re a dish that you've tried in Korea that reminds
you of this dish?
The Korean way of serving food is similar to Nasi Lemak.
You will have your rice, and then all the side dishes, Banchan,
which will often include anchovies in some form. Some of
the Korean side dishes also resemble Nasi Lemak's condiments, Sambal, and sliced cucumber. Another dish that
reminds me of Nasi Lemak is Bibimbap. Bibimbap consists
of rice, spicy sauce, different vegetables, and eggs. The
difference is that the rice is not cooked with coconut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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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음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모험적이고 다채로우며 향기롭다고 말하고 싶어요. 말레이시아 남부
지역에는 역사적인 도시 말라카가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아시아 경제에 매우 중요한 해운 통로입니다.
아라비아, 인도, 중국의 무역상들은 이 항구를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진 이 지역은 전 세계의 다양한
향신료를 접할 수 있었고, 오늘날 말레이시아 요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양각색의 식재료와 요리법을 가진 다양한 민족이 모여
다채로운 요리 문화를 탄생시켰어요. 말레이시아 요리는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모험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만큼 이색적입니다. 음식에 대한
애정과 요리 과정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도 해요. 주요 행사 또는
축제 기간에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그들만의 별미를 만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거나 현지인의
집에 초대받는다면, 틀림없이 군침 도는 요리 냄새를 맡게 될 거예요.
조언을 드리자면 허리가 헐렁한 여분의 바지 한 벌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겁니다. 기분 좋게 배부른 상태로 돌아와 말레이식 요리에 취해
잠들게 될 거예요.

MALAYSIA

What three words would you use to represent the
distinctive food culture of Malaysia?
Adventurous, Diverse and Aromatic. In the southern
region of Malaysia lies the historical city of Malacca.
There, a narrow stretch of water links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Ocean called the Strait of Malacca. It is an
important shipping channel for many Asian economies.
Traders, especially from Arabia, India, and China, made
the port a lucrative epicentre for spice trading. Blessed with
a melting pot of ethnicities, the local community was
exposed to various spices from around the globe. This
plays a vital role in our cuisine today. Spoiled for choice,
the different ethnicities that make up Malaysia today gave
birth to a wide range of cuisines. These influences have
made Malaysian cuisine interesting and have given it a
sense of adventure. A commonality is our love for food and
the appreciation that the preparation can be a communal
affair. It is not uncommon during major festivals or events
to see neighbours gathered around a big pot stirring up a
delicacy. If you ever get a chance to visit Malaysia or
be invited to our homes, you'll no doubt be met with a
tantalising aroma in the air. Please take my advice and
bring another pair of pants, preferably loose. You'll head
home with a full belly, ready to land on your bed with a
Malaysian food 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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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FOOD RECIPE

H OW TO M A K E
N A S I LE M A K AYA M B ER EM PA H
나시 르막 아 얌 베렘 파 레 시피

밥 재료
쌀 1컵, 판단 3잎, 코코넛 우유 2컵
멸치 삼발 재료
양파 1개, 건멸치 ½컵, 마늘 1쪽,
타마린드 주스 2큰술, 마른 고추 8개, 샬롯 4개,
벨라찬(마른고추를 가미한 새우 페이스트)
커리잎, 소금, 설탕
아얌 베렘파 재료
생 닭 반 마리,
커리가루 2큰술, 고추가루 1큰술,
고수 씨 2큰술, 아니스 씨 1큰술, 쿠민 씨 1큰술,
샬롯 6개, 마늘 2개, 생강 1개, 고량강 1개,
강황잎 2장, 강황가루 2큰술,
레몬그라스 2줄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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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 멸치가 바삭해질 때
까지 볶다가 잠시 빼놓습니다. 벨라찬을
샬롯, 마늘, 씨를 뺀 마른 고추와 함께 갈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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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rice
1 cup rice, 3 pandan leaves,
2 cups of coconut milk
For Sambal Ikan Bilis Anchovy Sambal
1 onion, ½ cup dried anchovies,
1 clove garlic, 2 Tbsps tamarind juice,
4 shallots, 8 dried chilies,
Belacan paste, curry leaves,
salt, sugar

익혀줍니다. 국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주기적
으로 저어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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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를

for Ayam Berempah spiced fried chicken
½ of whole chicken,
2 Tbsps curry powder, 1 Tbsp chili powder,
2 Tbsps coriander seeds,
1 Tbsp anise seeds, 1 Tbsp cumin seeds,
6 shallots, 2 garlics, 1 ginger,
1 galangal, 2 turmeric leaves,
2 Tbsps turmeric powder,
2 stalks of lemongrass,
salt

큰 그릇에 담고 기호에 따라 소금을 더해
잘 섞고, 한 시간 이상 재운 후 중불에 올린
기름에 잘 튀겨줍니다.
접시에 밥, 멸치 삼발, 아얌 베렘파를 담고
완숙 계란 반 개와 얇게 자른 오이, 볶은 땅콩,
멸치볶음을 가니시로 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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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 the rice and add 2 cups of
coconut milk with pandan leaves to
the rice. After seasoning it with salt,
add thinly sliced shallots and g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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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casionally
sti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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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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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an
Bilis, and Ayam Berempah, and top it
off with half a hard-boiled egg, sliced
cucumber, roasted peanuts, and stirfried anch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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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KET SAMPIN

BELOVED POSSESSIONS

S O N G K E T SA M PI N
송켓 삼핀

첫 번째 소개할 애장품은 송켓 삼핀인데, 삼핀은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인 바주 멜라유의 일부입니다. 바주 멜라유는 검은 천에 금실을
수놓은 것으로 말레이시아 남성의 공식적인 전통 의복인데, 국왕을
알현하는 등의 공식 행사에 송콕이라 부르는 모자와 함께 착용합니다.
송켓 천에 새겨진 아름다움은 한 땀 한 땀 세심하게 신경을 쓴 장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송켓 무늬는 직접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추상적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게 송켓은 매우 소중하며, 자랑스러운 말레이시아 국민이라는 것을
매번 상기시켜줍니다. 항상 집에 있어야 하는 물품이고, 여느 옷들처럼
두지만 보관하는 전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Our first chosen object is Songket Sampin. Sampin is part
of our traditional costume Baju Melayu. Baju Melayu
consists of embroidered gold threads on black fabric and
is the official national costume for Malaysian men. We wear
it together with a headdress or Songkok for official events
such as audiences with His Majesty the King. Songket
fabric is woven by hand, and therefore great care and
attention is put into it. The wearer usually chooses the
pattern. The motifs featured on it are often abstract and full
of hidden intentions that are difficult to describe in words.
It reminds us very much of who we are – a proud Malaysian.
We always have to have it in our home, store it like the
rest of our clothes, but it has a particular space together
with all the other National costume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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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켓 소재로 만든 가방. 카인 테눈 파항과 함께 착용하는 전통의상의 일부다.
Songket Purse worn with Kain Tenun Pahang

BELOVED POSSESSIONS

KAIN TENUN PAHANG

BELOVED POSSESSIONS

K A I N T EN U N PA H A N G
카인 테눈 파항

애장품 중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카인 테눈 파항입니다. 올해 초
예정됐던 말레이시아 국왕 내외의 파항 주 방문에 대비해 작년에
파항 페칸 로열 타운에서 이 옷을 구입했으며, 송켓처럼 원단 자체가
매우 특별하고 착용감이 고급스럽습니다. 대사님께서 말레이시아
파항 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파항 고유의 전통 의상인 카인 테눈
파항은 더욱 큰 의미가 있고, 송켓처럼 소중히 보관하는데, 귀중품과
함께 전용 공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원단에서는 라자 페르마이수리
아공 왕비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 그녀는 말레이시아 파항 주에 있는
페노르 감옥과 벤통 감옥의 수감자들에게 테눈 파항 디 라자 직조법을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테눈 파항 디 라자
제작자는 약 200명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수감자입니다. 이는 테논
파항의 전통 직조법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이 형기를 마친 후
일자리를 찾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Another beloved possession is our national costume Kain
Tenun Pahang. Last year, we bought this item at the royal
town Pekan in Pahang in preparation for His and Her
Majesties, for the state visit of our king and queen scheduled earlier this year. It would feel nice to wear something
that we feel beautiful when meeting His and Her Majesties.
Just like Songket, the material itself is very special, and
wearing it feels very luxurious. The Ambassador come
from the state of Pahang in Malaysia, so among many of
my traditional costumes, this particular one is very dear to
us because it originates from Pahang itself. This specific
type of material has a lot to do with Her Majesty, Raja
Permaisuri Agongs, and her passion. She was instrumental
in introducing the weaving of the Tenun Pahang Di Raja
at both the Penor and Bentong prisons in Pahang. There
are now some 200 weavers, almost all of whom are inmates. Not only will this preserve the weaving tradition
of Tenun Pahang but also equip inmates with useful skills
that will help them find work after their prison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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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POT

READING ROOM

SPECIAL SPOT

READING ROOM
서재

저희가 좋아하는 공간은 서재로, 외교관으로 재직하게 된 후 모아온
기념품과 선물로 채우는 공간입니다. 부피가 큰 것은 대부분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머물렀던 장소와 그동안 쌓아온 경험, 만났던 친구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독서를 좋아해서, 자주 이 방에 들어와 책을 읽고,
고요한 시간을 즐기곤 합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좋아하지만
말레이시아 느낌이 공간에 살아 있길 원했기 때문에, 전통 바틱 같은
물품으로 방을 꾸몄습니다.

We try to fill up the reading room with souvenirs and gifts
that we have collected since the Ambassador started
his journey as a diplomat. Though most of the big items
are left back in Malaysia, there are still a few that we always
carry with us. This space reminds us of the places that
we have been to and the experiences and friends we have
met along the way. We love reading, so we often find
ourselves in this room and enjoy a quiet time. We like it to
be modern but still have a touch of home – Malaysia, so
we include this traditional Malaysian ba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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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TRAVEL DESTINATION

LANGKAWI ISLAND

Langkawi
Island

HIDDEN TRAVEL DESTINATION

L AN G K AWI I S L AN D
랑카위 섬

Kuala Lumpur

Malaysia is blessed with many beautiful islands, but my
favorite travel destination would be Langkawi Island, often
called “The jewel of Kedah.” I love it there because of what
it has to offer for the whole family, plus the food is excellent! You can find a UNESCO heritage site, the Kilim Geo
Park, which is a nature reserve full of geological formations
spanning some 100 km2. It offers stunning sights of gigantic limestone rocks and millions of years old fossils. The
scenery is spectacular, especially on top of Gunung Raya
or Raya Mountain, the highest point of the island, reaching
881 m.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dense rainforests,
which is full of fantastic flora and fauna. It is also Southeast
Asia's oldest rock formation, formed around 550 million
years ago.

말레이시아는 아름다운 섬이 많은 축복 받은 곳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레이시아는 일 년 내내 따뜻하고, 랑카위 섬 서부의 경우 4월 경 우기가

꼽는 여행지는 랑카위 섬입니다. 케다 주에 위치한 이곳은 '케다의 보석'

있지만 대체로 일조량과 강수량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라고도 불리며, 가족 모두를 위한 즐길 거리가 가득하고 음식도 굉장히

랑카위 요리 중에서 생선 육수를 기본으로 한 쌀국수에 다양한 고명을

맛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킬림 지질공원은 약

얹은 요리인 락사 케다를 추천합니다. 해산물 애호가라면 랑카위에서

100평방킬로미터에 걸친 특이한 지형으로 가득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해물 식사는 필수 코스 중 하나입니다. 랑카위는 만조 기준으로 99개의

약 5억 5천만 년 전 형성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석회암 지형과

섬이 있는데, 섬 호핑 투어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중 풀라우 타식 다양

수백만 년 된 화석의 놀라운 광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랑카위의 풍경은

분팅(임신한 처녀 섬의 호수)이 있는데, 미신에서 비롯한 특이한 이름

특히 섬의 최고봉인 해발 881미터 라야 산 정상에서 정점을 이루고,

처럼, 마치 임신부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섬입니다. 그 섬 중앙에

이색적인 동식물이 서식하는 울창한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호수가 있는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기혼 여성이 호수의 물을 마시거나

Malaysia is blessed with warm weather all year round.
We have our rainy season around April (for the west coast),
but Langkawi Island has a good balance of sunshine and
light rainfall all year round. The food is marvelous there,
but among others, we can recommend you to try the Laksa
Kedah. It is a dish with rice noodles in fish soup, topped
with various condiments. For seafood lovers, Langkawi
is the place to be. You can definitely try island hopping
as well. Langkawi has ninety-nine Islands (during high
tide). While you won't be able to visit all the islands, you
could visit a few of the famous ones, including Pulau Tasik
Dayang Bunting, of which the profile view looks like a
pregnant woman lying on her back. There is a lake in the
middle of the island, and it is told in a myth that if a married
woman has difficulty conceiving, she should try swimming
in or drinking the water in the lake.

수영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된다는 속설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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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hant Sin, Ambassador of Myanmar
Nan Myat , Spouse of Ambass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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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SOUL FOOD

M O H I N GA
모힝가
모힝가는 미얀마에서 거의 매일 아침식사로 먹을 만큼 흔하고 중요한 음식이다.
주한 미얀마 대사와 대사 부인에게도 이 음식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의 원천이자 소울푸드다.

In Myanmar, Mohinga is one of the most popular dishes and is eaten for breakfast
almost daily. For the Myanmar Ambassador to Korea and his spouse,
this dish is a source of strength and soul food to start the day.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생선 육수에 담긴 쌀국수 모힝가는 미얀마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
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는 매일 아침식사로 모힝가를 먹었지만 질리지
않아요. 다진 고수 잎, 바삭한 튀긴 마늘 조각, 피시 소스 몇 방울, 라임과
고추로 풍미가 더해진 따뜻한 모힝가 한 그릇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의
원천이죠. 모힝가는 미얀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전통 및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
에서도 먹지요. 저희 할머니들께서는 친척들이 집에 모일 때마다 모힝가를
요리해 주시곤 했습니다.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나 향신료는 무엇인가요?
모힝가 맛을 결정하는 요소는 육수에 쓰이는 메기의 신선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미얀마 메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민물 생선을
사용해서 모힝가를 시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먹던 맛을 그대로 구현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어요.

What dish would you choose as your soul food?
Mohinga, rice vermicelli in fish broth, is a cherished dish
by the Myanmar people. We have never gotten tired of
eating it as daily breakfast since childhood. A bowl of
steaming Mohinga enhanced with the flavor of chopped
coriander leaves, pieces of crispy fried garlic, drops of
fish sauce, a squeeze of lime and chilies can give one full
energy for the day ahead. Mohinga is widely eaten in
Myanmar with slightly different versions depending on
the preferences of the diverse ethnic groups living
throughout the country. It is not only a popular dish for
our traditional and religious ceremonies but is also eaten at
family gatherings. Our grandmothers used to cook a big
pot of Mohinga whenever our relatives gathered together at
their houses.
What are the key ingredients for this dish?
The main element which determines the taste of a good
Mohinga is the freshness of the catfish. A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ame catfish we use in Myanmar at Korean
markets, we have tried cooking Mohinga using another
kind of freshwater fish available here. Although it did not
quite give the authentic taste of Mohinga, it satisfied
our cravings to so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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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모힝가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모힝가는 미얀마의 전통 요리기 때문에 호텔, 레스토랑 및 음식 가판대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수나 버미셀리 수프를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모힝가를 좋아할 것 같아요.

MYANMAR

STORIES AROUND THE TABLE

BRUNEI DARUSSALAM

Where would you recommend a visitor to Myamnar
to try Mohinga?
Since Mohinga is considered to be a national dish of
Myanmar, it can be easily found in hotels, restaurants and
at local food stands. If you like noodles or vermicelli soup,
I think you would like Mohinga.

모힝가와 비슷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한국에 온 이후 외교의 일환이자 한국 음식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큰 냄비에 끓인 부대찌개를 가족,
친구들과 모여 함께 나눠 먹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도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사촌, 친척들과 함께 모힝가를 먹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Is there a dish that you've tried in Korea that reminds
you of this dish?
As part of gastro-diplomacy and understanding Korean
food culture, we have tried several Korean dishes since
we arrived in Korea. When we tried 'Budae Jjigae,'
the Korean army stew, it brought back our childhood
memory of eating Mohinga with cousins and relatives,
as it is prepared in a big pot and is usually enjoyed by
families or friends gather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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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음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미얀마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풍미가 좋다',
'영양이 풍부하다', '다채롭다'를 꼽고 싶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거의 모든
요리에 양파, 마늘, 생강, 피시 소스 및 향신료를 사용하지요. 대부분
입맛을 당기는 짭짤하고 향긋한 음식이에요. 또한 미얀마 사람들은
보존 음식보다는 갓 준비한 음식을 선호합니다. 미얀마에는 130개
이상의 민족이 함께 살고, 각 민족은 저마다 대표적인 음식을 갖고
있어요. 음식문화가 다채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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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INGA

What three words would you use to represent the
distinctive food culture of Myanmar?
Savory, Nutritious, and Variety are the three words I would
use to describe Myanmar's unique food culture. Savory:
We use onions, garlic, ginger, fish sauce, and spices in
almost all the dishes. Nutritious: Myanmar people prefer
eating freshly prepared meals to preserved ones. Variety:
Over 130 ethnicities are living together in Myanmar, and
each has its signature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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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SOUL FOOD RECIPE

H OW TO M A K E
M O H I N GA
모힝가 레 시피

재료
버미셀리 면 500그램, 메기 또는 잉어 400그램,
볶은 쌀가루 8큰술 , 병아리콩 250그램,
고수 1단, 양파 2개, 마늘 5쪽, 생강 1개,
레몬그라스 3줄기, 달걀 5개, 요리유 5큰술,
파프리카 가루 2작은술, 강황 가루 2작은술,
피시 소스 8큰술, 샬롯 10개,
후춧가루 2작은술, 소금 1.5작은술,
병아리콩 튀김(선택사항),
볶은 칠리 파우더(선택사항),
라임 혹은 레몬주스 즙(선택사항)

Ingredients
500g rice vermicelli, 400g cat fish or carp,
8 Tbsps roasted rice flour, 250g chickpea,
1 bunch of coriander, 2 onions, 5 cloves of garlic,
1 ginger, 3 stalks of lemongrass,
5 eggs, 5 Tbsps cooking oil,
2 tsps paprika powder,
2 tsps turmeric powder,
8 Tbsps fish sauce, 10 shallots,
2 tsps ground black pepper, 1.5 tsp salt,
chickpea fries (optional),
roasted chili powder (optional),
squeezed lime or lemon juice (optional)

메기를 물, 기름, 피시 소스, 강황 가루, 레몬
그라스와 함께 가볍게 익을 때까지 약 6분 동안
끓여줍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선
육수를 남겨둡니다. 냄비에서 생선을 꺼내,
껍질과 뼈를 제거해 주고 살을 발라줍니다.
병아리콩을 물, 소금과 끓인 다음, 충분히 익힌
병아리콩을 꺼내 갈아줍니다. 나중을 위해
병아리콩 삶은 물을 남겨둡니다.
큰 웍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 마늘, 생강, 레몬
그라스 향이 날 때까지 볶다가 파프리카와 강황
가루를 넣어 줍니다. 약 1분 후 생선, 후추,
피시 소스를 넣어 생선이 익을 때까지 3분 동안
볶아줍니다. 소금을 넣고 불을 끕니다.
큰 냄비를 데웁니다. 살을 바른 생선, 병아리콩

Boil catfish with water, oil, fish sauce,
turmeric powder, lemongrass for abou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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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hen well-cooked
and blend it. Save the chickpea stock
for later.
Heat oil in a large wok and cook the
onion, garlic, ginger, and lemongrass
until fragrant. Add paprika and turmeric
powder. After around 1 minute, add the
fish, black pepper, and fish sauce and
stir fry for 3 minutes until the fish meat
is cooked. Add salt and then remove
the wok from the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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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미셀리 면 한 줌을 그릇에 담은 후, 생선
그레이비를 넣어줍니다. 손으로 으깬 병아리콩
튀김 1~2개를 그 위에 얹고 삶은 달걀, 고수
약간과 칠리 파우더, 레몬주스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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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a large pot. Add the fish paste,
chickpea stock, fish stock, water,
lemon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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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e vermicelli into a
bowl. Pour the fish gravy and top it off
with one or two crushed chickpea fries
and coriander leaves. You can also
add a boiled egg, chili powder, and
squeezed lemon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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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KACHIN DRESS AND BAGS

BELOVED POSSESSIONS

T R A D IT I O N A L
K AC H I N D R E S S A N D BAG S
카 친족 전통 복 식 과 가 방

미얀마의 남녀 민족의상은 아잉기와 발목 길이로 허리춤에 두르는
용도의 롱기로 구성됩니다. 미얀마는 여전히 전통 의상을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독특한 국가이며, 카친, 카야, 카인, 친, 바 마르, 몬, 라킨,
샨 등 8개 주요 그룹으로 분류되는 13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이기도 한데, 모든 소수민족에는 자신들만의 의복 디자인과 제작
방식이 있습니다. 좌측 사진은 제가 아끼는 카친 원단의 미얀마 전통
의상인데, 실크 원사로 체크무늬 다이아몬드 패턴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민족 정체성의 표현으로 카친 사람들은 의상과 함께 실크로 짠 전통
가방을 착용하며, 이에 수를 놓거나 금속 장식으로 화려하게 만듭니다.
이 의상을 입을 때 가장 매치하기 좋은 액세서리 중 하나가 우측
사진의 유리 모자이크 금박 칠기 공예로 만든 손가방인데, 공식 행사나
의식 등에 참석할 때 들기 안성맞춤입니다.

Myanmar's national costume for men and women consists
of Eingyi and the ankle-length wraparound clothing Longyi.
Myanmar is a unique country where its people are unanimously maintaining and wearing traditional clothing nationwide and an ethnically diverse nation with 135 distinct
ethnic peoples grouped into eight major national races:
Kachin, Kayah, Kayin, Chin, Bamar, Mon, Rakhine, and
Shan. All ethnic groups possess their clothing and textile
traditions. In the photo, I chose to wear the Kachin fabric
tailored in Myanmar fashion. The dress is designed with
its traditional silk checkered diamond patterns. As an
expression of ethnic identity, Kachin people also wear
traditional shoulder bags woven from silk, often embroidered and decorated with metal pendants. The glass
mosaic and gilt lacquerware purse, a modern innovative
fashion item, makes a perfect match for Myanmar dresses
when attending official, ceremonial and other occa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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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모자이크와 금도금 칠기 공예로 만든 손가방
Glass mosaic and gilt lacquerware purse

BELOVED POSSESSIONS

SAUNG GAUK AND MYANMAR LACQUERWARE

BELOVED POSSESSIONS

SAU N G GAU K A N D
M YA N M A R L AC Q U ER WA R E
사 웅 가 우크 와 미얀 마 전통 칠기

이 애장품들은 미얀마 전통 악기인 사웅 가우크와 전통 칠기입니다.
사웅 가우크는 8세기 무렵 퓨 왕국 시절부터 왕실에서 연주됐다고 전해
지는 고대 현악기로, 모든 미얀마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며 대통령 궁에서
열리는 국가 연회 및 공식 행사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미얀마
공예의 장인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예입니다. 13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주하면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오른쪽의
미얀마 칠기 용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대형 칠기 작업장의
집산지인 바간에서 제작한 공예품입니다. 칠기는 미얀마의 10대 전통
예술 중 하나로, 판윤이라고 합니다. 칠기에 그려진 그림은 부처님 탄생
이야기의 한 장면이나 유명한 설화나 우화를 모티브로 자유롭게 표현
되어 있습니다. 칠기 그림의 완성도와 색상, 조형성은 감상할 때마다 제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The Myanmar harp Saung Gauk is an ancient string
instrument that was said to be played at the royal courts
starting from the Kingdoms of the Pyu period (8th century
AD). It is cherished by all Myanmar people and is still
proudly used in the State Banquets and official ceremonies held at the Presidential Palace. As a fine example of
Myanmar craftsmanship, the harp has taken pride of place
in Myanmar homes for centuries. The harp has thirteen
strings and gives a sweet tone when played. The Myanmar
lacquerware containers on the right are the products of
Bagan,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the epicenter
of large lacquerware workshops. Lacquerware is one of
the ten Myanmar traditional arts known as Pan Yun.
These precious items give me a sense of pleasure whenever I appreciate their fine artwork, color, and figurative
designs depicted on them. The lacquerware drawings are
freehand-painted designs portraying beautiful motifs,
scenes, and episodes from the birth of the Buddha and
well-known folk tales and f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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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ALTAR

SPECIAL SPOT

B U D D H I S T A LTA R
불단

관저에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불단이 있는 방입니다. 미얀마는
국민의 90퍼센트가 소승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적어도
하나의 고타마 불상 혹은 그림을 모신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 놓인
주 불상과 작은 불상, 고 팔린 왕좌(팔 리카의 팔린 카), 불교 경전,
기도서 등은 미얀마에서 예의를 갖춰 모셔왔습니다. 금 불상은 노란색
승복인 팅간으로 감싸 제단 위에 올려두었고, 그 뒤에 미얀마의 꽃을
모티브로 한 두루마리 천을 펼쳐서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에 기도 예식을 행합니다. 기도 후에는 서로의
공로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를 찾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Our favorite room at the residence in Seoul is the Buddhist
altar. Being a Theravada Buddhism country with nearly
90% Buddhist devotees, every household in Myanmar
has an Altar, with at least one venerable statue or painting
of the Gautama Buddha. The main and smaller Buddha
images, the gaw Pallin throne (Palinka from Pali), Buddhist
scriptures, and prayer books were respectfully brought
from Myanmar. The main gold-gilded Buddha image,
offered with yellow robe Thingan, remains on the throne
crafted with Myanmar scrollwork of floral motifs. Our daily
routine at the altar involves doing religious deeds and
practices at least two times a day, in the morning and at
night. At the end of each prayer, we share our good merits
to all, and the whole activity makes us feel peaceful and
purifies our minds.

126

127

STORIES AROUND THE TABLE

MYANMAR

HIDDEN TRAVEL DESTINATION

NANT MON GYI WATERFALL

HIDDEN TRAVEL DESTINATION

NANT M O N GYI
WATERFALL
난몽지 폭포

2019년 초 한국으로 오기 전, 미얀마에서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곳을
발견했는데, 바로 미얀마의 블루 라군 난몽지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흐르는 물에 앉거나 누워서 폭포의 리듬을 느끼고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

미얀마 남부 샨 주의 핀라웅 타운쉽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인 네피도에서

10월과 5월 사이에 방문하기 좋습니다. 폭포를 오가는 길에 파오 자치
행정구역에 있는 파웅라웅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미얀마의 다양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차로 3시간 이동한 후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더
들어가면 폭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난몽지 폭포는 다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얕은 청록색 웅덩이가 있어 수영하며 놀기 안전합니다. 시원하게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겁니다. 이곳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민족 중 하나인 파오 족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전통 샨 국수와
타마린드 소스를 곁들인 두부 튀김을 먹어 보길 추천합니다.

Nay Pyi Taw

Nant Mon Gyi
Water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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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favorite travel destination is Nant Mon Gyi waterfall,
which is one of the breath-taking waterfalls and a healing spot. Located in Pin Laung, Pa-O Self-administered
District in the southern Shan State, it is still a hidden jewel
due to its remote location. However, it has the potential to
develop as a tourist destination in the future. It is a threehour drive from the capital Nay Pyi Taw and another hour
boat ride to the waterfalls. The best time to travel is
from October to May. As a seasonal destination, visitors
are increasingly attracted to its stunning natural scenic
beauty and leisure activities: numerous layers of jadegreen waterfalls, blue lagoons, bamboo bridges, the chirping of birds, swimming, and enjoying the delicious local
food. On the way to and from the waterfalls, there is a town
named Paung-laung Myothit which is in a Pa-O selfadministered zone. Apart from enjoying the views, here
you can also find out more about the lives of one of the
many ethnicities of Myanmar, Pa-O. On a visit there, traditional Shan noodle soup and fried tofu with tamarind sauce
are the must-try foods that I would like to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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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필리핀
Interview with
Charge d'Affaires a.i.

Christian L. De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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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L. De Jesus
Charge d'Affaires a.i. of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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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FOOD

N I L AGA N G
BA KA
닐라 강 바 카
'삶은 소고기'라는 뜻을 가진 닐라강 바카는 필리핀 최고의 힐링푸드다. 연하고 부드러운 소고기 정강이 살과 힘줄,
다양한 야채로 맛을 내고, 피시 소스로 풍미를 더한 이 필리핀식 수프는 주한 필리핀 대사 대리의 든든한 소울푸드다 .

Nilagang Baka, meaning “boiled beef,” is the best healing food in the Philippines.
Flavored with tender beef shank meat and tendons along with various vegetables and fish sauce,
this soup is the heartwarming soul food of the Philippines' Charge d'Affaires a.i. to Korea.

What dish would you choose as your soul food?
Nilagang Baka, which means “boiled beef,” is a simple
Filipino beef and vegetable soup. Nilaga is a cooking
method that refers to a type of soup in which the meat is
slow-cooked until very tender in a seasoned broth. It is
one of the ultimate Filipino comfort foods. I have always
equated this dish with the memories and warmth of home.
A whiff of this dish takes me back to my childhood and
brings back fond memories with my family. Whenever
I miss my loved ones or crave a taste of home, this is my
go-to food. Nilagang Baka is also particularly nice to eat
during the winter – the hot broth warms me up and its
ingredients provide deep nourishment which is important
during the cold months.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닐라강 바카는 필리핀식 소고기 야채수프입니다. '닐라가'는 육질이
매우 부드러워질 때까지 고기를 오랜 시간 천천히 끓여 만드는 요리
방식을 말해요. 필리핀 사람들에게 닐라가는 정통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가정의 따뜻함과 추억을 닐라강 바카와 동일시
해 왔지요. 냄새만 슬쩍 맡아도 어린 시절 가족과의 즐거웠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나 고향의 맛이 그리워
질 때면 닐라강 바카를 찾게 돼요. 추운 겨울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뜨거운 국물은 추위를 견디게 해주고 각종 재료는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나 향신료는 무엇인가요?
닐라강 바카에는 필리핀 음식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 두 가지 재료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통후추와 피시 소스입니다. 양파와 함께 통후추는
천천히 조리되는 동안 소고기의 맛을 돋우지요. 피시 소스는 소고기와
어우러져 국물의 깊은 맛을 내줍니다. 특히 대사관이 있는 이태원은
필리핀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아시안 마트가 다수 몰려 있어 참 다행입니다.

What are the key ingredients for this dish?
Nilagang Baka has two ingredients that make its taste
distinctly Filipino – the whole peppercorns and the fish
sauce. The whole peppercorns, together with the onion,
bring out the beef's flavor while it is being slow-cooked.
The fish sauce, combined with the meat, gives the soup
depth in its flavor. Fortunately for me, Seoul, particularly
Itaewon, is home to numerous foreign supermarkets to
buy our Filipino ingredients, such as fish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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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EI DARUSSALAM

SOUL FOOD

필리핀에서 이 음식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닐라강 바카는 바탕가스 지역에서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바탕가스는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 관광지로 아름다운 해변과 다이빙 명소로
유명합니다. 바탕가스에서 이 요리를 만들 때 골수를 빼지 않은 소고기
사태를 뼈째 끓이는데, 풍미는 진해지고 국물은 걸쭉해집니다.
또 바탕가스 소고기는 필리핀 최고의 소고기 중 하나인데, 유기농인데다
식감도 매우 부드럽지요. 닐라강 불랄로 전문점인 불랄로한은 바탕가스
관광의 필수 코스기도 합니다. 닐라강 바카는 맛이 깔끔하고 담백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 확신해요.
닐라강 바카와 비슷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설렁탕을 먹으면 닐라강 바카가 생각납니다. 두 요리 모두 소뼈와 양지
머리 등을 오랜 시간 끓여 국물을 우려내기 때문 아닐까요. 두 음식 모두
깔끔하고 맑은 소고기 육수 맛으로 추운 계절에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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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AGANG BAKA

Where would you recommend a visitor to Philippines
to try this dish?
This dish is popular in Batangas province. Batangas is
located just outside Metro Manila and is a famous tourist
destination because of its beaches and diving spots.
In Batangas, they cook Nilagang Baka using beef shank
with the bone marrow still inside the bone, and this gives
the dish a rich taste and creamy texture. They also use
Batangas beef, which is said to be one of the Philippines'
best beef –it is organic and very tender. For those who
plan to go to Batangas, a stop in one of the Bulalohans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Nilagang Bulalo) is a must.
I am certain that anyone will enjoy this dish. Its flavors are
simple, clean and well-suited for any palate.
Is there a dish that you've tried in Korea that reminds
you of Nilagang Baka?
The taste of Seolleong-tang reminds me of the taste of
Nilagang Baka. I suppose it is because both dishes are
made with slow-cooked beef bones and marrow as well as
beef brisket in broth. Both dishes have a clean beef taste,
and both are also commonly enjoyed during the colde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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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음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필리핀 음식이 다채롭고 공동체적이며 독창적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필리핀 음식은 중국, 스페인, 미국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
습니다. 특히 각 지역과 섬에 총 144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각기 고유한
음식이 존재하는데, 다채로운 음식문화가 발전한 큰 이유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요리는 주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일이었고, 식사는 가족 행사의 하나이며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기간 동안에는 일면식도 없는 외부인
이라도 현지인의 집에 초대받아 한 상 가득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이고 주어진 자원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면모는 음식과 요리 방식에도 드러납니다. 수년 동안 필리핀
사람들은 식재료를 극도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요리를 개발했어요.
실제로 필리핀에서 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하는 요리가 발달했습
니다. 돼지를 예로 들면 머리는 '시식'으로, 피와 내장은 '디누구안'에,
족발은 육수용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식재료도 낭비하지 않지요.

What three words would you use to represent the
distinctive food culture of Philippines?
I would choose diverse, communal, and ingenious.
The Philippines' food culture is diverse because Filipino
cuisine is strongly influenced by Chinese, Spanish, and
American traditions and is also composed of the cuisines
of 144 distinct ethnolinguistic groups found throughout the
country. Every region in the Philippines has its own typical
dishes because every island has its ethnic group and, therefore, very varied regional cuisines.
Cooking in the Philippines has traditionally been a communal affair centered around the family kitchen, and eating
is treated as a family affair. It is also a way for us to show our
hospitality. For instance, during fiestas, strangers are invited
to homes to feast on a table full of food.
Lastly, we are inherently creative and resourceful, and
this shows in our food and our way of cooking.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creative dishes that maximize
our resources. In fact, in Filipino cuisine, it is said that there
is a lot of nose-to-tail cooking. Take a hog, for example;
the head can be used for Sisig, the blood and innards for
Dinuguan, and the trotters for soup stock. Indeed, we never
leave any food to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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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FOOD RECIPE

H OW TO M A K E
N I L AGA N G B A K A
닐라 강 바 카 레 시피

재료
뼈가 붙은 소고기 정강이 살 및 힘줄 1킬로그램,
물 8컵, 4등분으로 썬 큰 양파 1개,
4등분으로 썬 중간 크기 감자 2개,
반달 모양으로 자른 작은 양배추 1개,
청경채 또는 패차이 1개,
옥수수 3개, 피시 소스 2큰술,
통후추, 파(선택사항)

Ingredients
1kg beef shanks (bone-in) and tendons,
8 cups water, 1 large onion (quartered),
2 medium potatoes (quartered),
1 small cabbage (cut in wedges),
1 bok choy or pechay (snow cabbage)
3 corns, 2 Tbsps fish sauce,
peppercorns, leeks (optional)

냄비에 소고기 정강이, 소고기 힘줄을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중불로 끓이며 떠 있는 기름을
걷어냅니다. 양파, 통후추, 피시 소스를 넣어
줍니다.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정강이와
힘줄이 연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뚜껑을 덮어
약 2시간 이상 끓여줍니다. 끓이면서 졸아들면
6~7컵 정도의 국물이 유지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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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 장식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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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pot, add the beef shanks, beef
tendon, and pour water. Over medium
heat, bring to a boil, skimming the
fat that floats on top. Add onions,
peppercorns, and fish sauce. Reduce
the heat, cover with a lid, and simmer
for about 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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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Pechay) and cook for another
2 to 4 minutes or until the vegetables
are tender yet crisp. Season with fish
sauce to taste. Ladle into serving bowls
and garnish with chopped l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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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R O N G TAGA LO G
바 롱 타 갈로 그

바롱 타갈로그는 필리핀의 전통 복식이자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타갈
로그 복식'을 뜻하며, 옷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국가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역사를 회상해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었다
알려져 있으며, 그 스타일은 수세기에 걸쳐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예전에는 옷깃이 높았고 밑단이 무릎 위에 닿는 스타일이었지만, 요즘은
자연스러운 옷깃과 체형에 맞게 재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바롱 타갈로그는 보통 공식 이벤트나 매우 중요한 행사에 착용
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시(바나나 실크), 피냐(파인애플잎 원단) 또는
아바카 섬유로 만들며, 가슴 부분에 자수가 정교하고 세밀하게 놓입니다.
일부 바롱 타갈로그는 다양한 색상으로도 만들지만, 저는 순수한 본래의
색과 형태를 선호하는데, 이 옷 역시 살짝 비치는 크림색의 피냐 또는
주시 천에 손으로 섬세하게 수를 놓은 방식입니다.

Barong Tagalog is uniquely Filipino and also a symbol of
our nationalistic pride. Barong Tagalog, which translates
to “Tagalog outfit,” is the Philippines' national attire, and
rightfully so as much of its history is a message of national
importance and historical remembrance. It is said that
the Barong Tagalog originated during the Spanish colonial
time. Its aesthetics have gone through many evolutions
throughout centuries – from having a high collar and
a hem ending just above the knees to featuring a more
tailored collar and streamlined cut. Today, the Barong
Tagalog is normally worn during formal events and
important occasions. It is typically made of Jusi material
(banana silk), Piña fabric (pineapple leaf), or Abaca fiber.
It showcases exquisite and intricate embroideries on
the chest area. Some Barong Tagalog also come in a wide
range of colors, but for me, it looks best in its purest
form – in sheer, cream-colored Piña or Jusi fabric and
embroidered delicately by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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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R I M A N O K
B R A S S S C U LP T U R E
사 리마 녹 황 동 조 각

제가 아끼는 소장품 중 하나는 바로 필리핀 국민 예술가로 알려진 압둘
마리 이마오의 사리마녹 황동상으로, 필리핀 토속신앙에서 풍족함과
수호의 상징인 우킬(덩굴 형상의 기하학적 무늬), 사리마녹(전설의 새),
나가(거대한 뱀)를 모티브로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서양 기술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이마오의 전형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필리핀 문화와 필리핀 예술에서 항상 반복되는 주제인
종교와의 깊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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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my beloved possessions is this brass sculpture of a
Sarimanok by Abdulmari Imao, who was named a National
Artist of the Philippines for sculpture. This particular
piece is a typical Imao style – mostly of Ukkil, Sarimanok,
and Naga, all of which depict local talismanic symbols of
plenitude and protection and stem from Imao's potent
imagination that fused eastern mystical motifs with western
techniques. This sculpture represents both the traditional
and cultural shift in modern Philippines. Also, it showcases
our profound ties with religion, which is always a recurring
theme in our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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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AROUND THE TABLE

PHILIPPINES

SPECIAL SPOT

LIVING ROOM

SPECIAL SPOT

R O O F TO P
W IT H A V I E W
전망 좋 은 루프탑

대사관에서 일하는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바로 옥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오래된 집과 현대적 건물의 대비와 주변을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멋진 도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밤 풍경을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기도 합니다. 옥상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상쾌한 안식처가
되어 주며, 이곳에서 주변 경치를 바라보면 눈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진정됩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모임 장소로 사용하는데, 특히 바비큐
파티를 열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The one space in the embassy that I consider special for
all of us working here is the rooftop. Here we have a spectacular view of the city – the contrast between old homes
and modern buildings, as well as the beauty of nature that
surrounds it. It is also a perfect spot for viewing the city at
night. The rooftop is a place where we can unwind during
a hectic day. We live in challenging times, and the rooftop
creates a sanctuary where we can feel refreshed. The
view is soothing to the eyes and calming to the soul. During
warmer seasons, the rooftop also serves as a venue for our
gatherings and is also a perfect place for barbecu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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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AROUND THE TABLE

PHILIPPINES

HIDDEN TRAVEL DESTINATION

BORACAY

HIDDEN TRAVEL DESTINATION

B O R ACAY

Manila

보라 카 이

필리핀은 세계 최상급의 해변, 장엄한 전망을 자랑하는 산, 현대적인

신선한 과일 셰이크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필리핀을

도시, 다양한 동식물 등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지상 낙원입니다. 필리핀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 부들 파이트에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는 멋진 장소가 무수히 많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보라카이

긴 테이블에 놓인 여러 가지 음식을 다 같이 모여 손으로 먹는 필리핀

입니다. 보라카이는 아클란 주에 있는 작은 섬으로 고운 모래의 하얀

전통 음식문화로, 동지애와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보라카이의 대표

백사장과 깨끗한 푸른 바다로 유명하지요. 보라카이는 갈 때마다 다른

명소는 백사장이지만, 푸카 셸 비치, 라푸스 라푸스 비치 및 악어 섬 같은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데,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멋진 풍경 속

인근으로 섬 호핑을 하거나 루호 산에서 등산을 하며 섬의 전경을

평온함을 찾기 위해 이곳으로 갑니다. 보라카이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즐길 수도 있습니다. 패러 세일링, 제트 스키, 승마, 바나나 보트, 스탠드

시기는 11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우기: 6월~10월). 보라카이에서는 우베

업 패들링, 요트 타기, 프리 다이빙 등 여러 수상 레저도 있어요. 관광

참포라도(보라색 참마를 곁들인 달콤한 쌀죽), 필리핀식 페리페리 치킨,

으로 하루를 보낸 후 레스토랑 및 바 호핑을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e Philippines is a piece of paradise on earth. It is replete
with beauty–world-class beaches, mountains with spectacular views, modern cities, rich biodiversity, and a diverse
range of flora and fauna. Indeed, I can assure you that the
Philippines has countless wonderful places to discover.
If I were to choose my favorite, I would have to say it is Boracay. Boracay is a small island in the province of Aklan and is
famous for its powdery white sand and pristine blue waters.
I have been to Boracay several times, and each time, the
experience is more beautiful than the previous one.
I usually go to Boracay to unwind, relax, and find tranquility
in its stunning landscape.
The best time to visit Boracay is from November through
May. June through October is typically monsoon season
in the Philippines. When in Boracay, one must try the
wide array of gastronomic treats on the island–from Ube
Champorado (sweet rice porridge with purple yam) to
Filipino-style Peri-peri chicken to fresh fruit shakes. For a
real Filipino experience, I recommend trying 'boodle fight.'
It is a Filipino culinary tradition where a big pile of food is
served on a long table, and everyone eats with their hands.
It is a symbol of camaraderie 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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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cay

Dabaw

While Boracay's main attraction is its white beach, there are
also a lot of activities that tourists may enjoy while on the
island, such as island hopping to nearby islands (e.g., Puka
Shell Beach, Lapus-Lapus beach, and Crocodile Island)
or hiking at Mount Luho for stunning panoramic views of the
island. Several water activities are available on the island,
such as parasailing, jet-skiing, horseback riding, banana
boating, stand up paddling, yachting, and freediving. After
a day of activities, one can also enjoy restaurant and bar
hopping on the island.

149

ASEAN
MEMBER STATES
08

SINGAPORE
싱가포르
Interview with

150

H.E. Ambassador

Spouse of Ambassador

Eric Teo Boon Hee

Teo-Kim Mi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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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Eric Teo Boon Hee, Ambassador of Singapore
Teo-Kim Minjae , Spouse of Ambass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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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AROUND THE TABLE

SINGAPORE

SOUL FOOD

H A I N A N ES E
C H I C K EN R I C E
하 이난 치킨라 이스
싱가포르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세련된 조화는 미식문화에도 잘 드러난다. 육즙 가득한 촉촉한 닭고기를
매콤한 칠리소스에 찍어 먹는다. 마늘과 생강, 판단 잎 향을 입힌 밥과 따뜻한 닭 육수까지 곁들이면
몸과 마음은 이내 든든히 차오른다. 맛있고 따뜻한 소울푸드 하이난 치킨라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한 싱가포르 대사 부인 테오-김 민재 님으로부터 들어본다.

Singapore's sophisticated blend of ethnicities is also evident in its gastronomic culture.
If you dip the juicy moist chicken in the spicy chilli sauce and serve it with garlic and ginger flavored
rice along with a warm chicken broth, your body and mind will soon fill up. For the Singaporean
Ambassador and his spouse, the Hainanese Chicken Rice is a delicious and heart-warming soul
food. We spoke to Mrs. Teo-Kim Minjae to find out more.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다인종 사회인 싱가포르는 '음식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하이난 치킨라이스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리 중 하나라 말하고 싶어요. 전국의 호커 센터와 푸드
코트, 호텔, 레스토랑에서 흔히 맛볼 수 있지요. 이 요리는 중국 최남단
하이난 섬에서 온 초기 이민자들로부터 유래했고, 시간이 흐르며 현지인
입맛에 맞게 변화했습니다.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나 향신료는 무엇인가요?
동남아시아에서 향신료는 음식의 풍미와 깊이를 더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이난 치킨라이스의 경우 마늘, 생강, 고추, 판단 잎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재료들이 없다면 맛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하이난 치킨라이스에 필요한 재료를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어요.
서울에는 새눈 칠리 고추 등 많은 동남아 식재료를 살 수 있는 마트도
있습니다.

What dish would you choose as your soul food?
Singapore is a food paradise where one can experience
all kinds of delicious cuisine in our multi-racial society.
I am a Korean Singaporean, and I would say that the
Hainanese Chicken Rice is one of Singapore's most wellloved dishes. It's a dish that can be commonly found at our
hawker centres and food courts across the country, as well
as at hotels and restaurants. The dish has its roots from
the early Chinese immigrants from Hainan Island, off the
southern coast of China. But over time, the dish has been
adapted to suit the local palate.
What are the key ingredients for this dish?
Spices are an essential part of Southeast Asian cooking;
they add many levels to the richness in flavor and depth.
For the Hainanese Chicken Rice, the key ingredients are
garlic, ginger, chili, and Pandan leaves. The dish would not
taste the same without these. Fortunately, in Korea,
many ingredients to cook Hainanese Chicken Rice are
available online. There is also a foreign food mart in Seoul
where many of the ingredients, such as Bird's Eye Chili,
ar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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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FOOD

싱가포르에서 하이난 치킨라이스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이난 치킨라이스는 싱가포르 거의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유명한 식당으로 맥스웰 푸드 마켓에 위치한 티안 티안 치킨라이스,
분 통 키, 위 남 키 등이 있습니다. 저의 한국 가족도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마다 하이난 치킨라이스를 꼭 찾을 정도로 맛있어 합니다.
하이난 치킨라이스와 비슷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남편이 한국에서 소울푸드라고 생각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닭 한 마리'인데요, 전골냄비에 닭, 감자, 떡볶이 떡을 넣고 끓여
먹는 요리입니다. 남편은 '닭 한 마리' 양념장을 먹으면 하이난 치킨
라이스의 칠리소스가 생각난다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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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NANESE CHICKEN RICE

Where would you recommend a visitor to Singapore
to try this dish?
Hainanese Chicken Rice can be found almost anywhere
in Singapore. Some of the more popular establishments
include Tian Tian Chicken Rice, located in Maxwell Food
Market, as well as Boon Tong Kee and Wee Nam Kee,
among others. Hainanese Chicken Rice is a must-try
whenever my family from Korea visits Singapore, and
they always love it!
Is there a dish that you've tried in Korea that reminds
you of this dish?
There is one Korean dish that my husband also considers
as his soul food in Korea. The dish is called 'Daak Hanmari,' which essentially means 'one chicken.' It is a chicken
cooked in a hot pot with potatoes and Teokbokki (Korean
rice cake) and is always followed with noodles. The chili
sauce accompanying Daak Hanmari reminds my husband
of the Hainanese Chicken Rice, which is also eaten with a
special chili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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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싱가포르 음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양성을 꼽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요리는 중국, 말레이, 인도,
유라시아 및 페라나칸 전통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반영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호커 문화입니다. 싱가포르 전역에는 신선하고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는 호커 센터 또는 푸드 센터가 정말 많아서 인종과 배경에
상관없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호커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옥(Shiok)'을 언급하고 싶은데, 맛있는 식사 후 즐겁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뜻하는 구어체 표현입니다.

What three words would you use to represent the
distinctive food culture of Singapore?
The first word would be Diversity. Singaporean cuisine reflects the country's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heritage,
drawing influences from Chinese, Malay, Indian, Eurasian,
and Peranakan traditions.
The second word would be Hawker Culture. There are
so many hawker centers or food centers across Singapore
that serve fresh, affordable, and delicious food where
all Singaporeans and residents alike, regardless of one's
race and background, can enjoy a tasty meal. This is why
Singapore has applied to inscribe our hawker culture on
the UNESCO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the last word, I choose Shiok. This is a colloquial
term we use in Singapore to describe an enjoyable and
satisfying feeling, usually from a delicious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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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SOUL FOOD RECIPE

H OW TO M A K E
H A I N A N E S E C H I C K EN R I C E
하 이난 치킨라 이스 레 시피

하이난 치킨
닭 1마리
간장 1큰술, 소금 1큰술, 파 2줄기, 생강 엄지 크기 1개,
참기름 1큰술, 얼음물 큰 그릇

하이난 치킨
소금으로 닭의 겉면을 문지른 뒤, 물로 헹구고
키친타올로 두드려 말려줍니다. 닭 안쪽에

프래그런트 라이스

간장을 고루 부어주고, 생강과 파를 닭 속에

장립쌀 600그램
기름 1큰술, 닭고기 지방 2큰술, 다진 마늘 2쪽,
간장 1.5큰술, 참기름 1.5큰술, 엄지 크기 마늘 (약 2cm),
판단 잎 1개, 잘게 썬 샬롯 1개, 닭 육수

넣습니다. 실 등 끈으로 닭 다리를 묶고 큰

칠리 소스

덮고 30분 더 끓입니다. 익힌 닭을 꺼내

신선한 빨간 고추 2줄기, 새눈 고추 4~5줄기,
생강 엄지 크기 1개, 마늘 2쪽, 식초 1큰술
설탕 약간, 소금 약간, 닭 육수 2큰술

얼음물에 10초 정도 담궜다가 물기를 제거한 뒤

생강 소스
생강 엄지 크기 1개, 참기름 2작은술
소금 약간, 닭 육수 2큰술

냄비에 넣은 후 충분히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
줍니다. 팔팔 끓이다가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참기름을 골고루 발라 30분간 레스팅합니다.
향을 입힌 밥
웍을 데우고 기름을 둘러 닭고기 지방을 볶다가,

선택사항

다진 마늘, 생강, 샬롯을 넣어 향이 오를 때까지

오이, 토마토, 고수

함께 볶습니다. 간장, 판단 잎, 참기름, 쌀을 넣
고 골고루 볶다가 닭 육수를 넣습니다. 센 불에

For Hainanese Chicken
one whole chicken, 1 Tbsp soy sauce, 1 Tbsp salt,
2 stalks of spring onion, 1 thumb ginger,
1 Tbsp Sesame oil, 1 large bowl of Ice water

조리하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익을 때까지
약 15분에서 20분 가량 조리합니다.
칠리 소스

For Fragrant Rice
600g long grain rice, 1 Tbsp oil, 2 Tbsps chicken
fat (taken from the back cavity of the chicken),
2 cloves garlic (minced), 1.5 Tbsp soy sauce,
1.5 Tbsp sesame oil, 1 small thumb garlic (2cm),
1 pandan leaf, 1 shallot (chopped), chicken stock
For chilli sauce
2 stalks fresh red chilli, 4 to 5 stalks bird’s eye chilli,
1 thumb ginger, 2 cloves garlic, 1 Tbsp vinegar,
sugar to taste, salt to taste, 2 Tbsps chicken stock
For ginger sauce
Can be paired with dark soy sauce
1 thumb ginger, 2 tsps sesame oil,
salt to taste, 2 Tbsps chicken stock
Optional
cucumber, tomato, coriander

빨간 고추, 새눈 고추, 생강, 마늘에 설탕, 식초,
소금을 넣고 잘 섞일 때까지 함께 갈아주고
닭 육수를 약간 넣습니다.
생강 소스
달궈진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갈아 둔 생강을
넣어 향이 올라올 때까지 가볍게 볶습니다. 불을
끈뒤 기호에 맞게 소금과 닭 육수를 넣습니다.
얇게 썬 닭고기에 고수, 오이 및 토마토를
프래그런트 라이스와 곁들입니다.
닭고기 육수를 국물로 함께 먹습니다.

For Hainanese Chicken
Rub the chicken with salt on the outer
part. Rinse and pat dry with a paper
towel. Pour soy sauce into the chicken’s
inner part and spread it. Then, stuff
ginger and spring onion into the
chicken’s cavity. Tie up the chicken
legs with string. Place the chicken in
a larger pot and cover it with enough
water. Bring to boil and reduce to lower
heat. Cover and cook for 30 minutes.
Remove the cooked chicken and
transfer to iced water for 10 seconds.
Leave it aside and spread sesame oil
evenly and let it rest for 30 min.
Fragrant Rice
Heat the wok, add the oil and fry with
the chicken fat. Add in minced garlic,
ginger and shallot and fry until fragrant.
Add soy sauce, pandan leaf, sesame
oil and rice. Mix well. Add chicken
stock. Cook over high heat and once
it boils reduce heat until it is cooked.
Around 15 to 20 mins.
Chilli sauce
Grind fresh red chilis, bird’s eye chilis,
ginger, garlic with sugar, vinegar and
salt. Add in chicken stock.
Ginger sauce
Grind ginger. Heat a pan with sesame
oil. Fry ginger paste lightly until
fragrant. Remove from heat. Add salt
to taste. Add in chicken stock.
Serve sliced chicken with fragrant rice
garnished with some coriander, sliced
cucumber and sliced tomatoes.
Serve dish with a side of chicken br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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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VED POSSESSIONS

K A S U T M A N EK
카 수트 마 네 크

애장품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제 페라나칸 구슬 슬리퍼인 카수트
마네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재 관저 1층 페라나칸 테마로 꾸민
다이닝룸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카수트 마네크는 20세기 초부터 제작된
신발 유형으로 페라나칸 여성들이 전통 의상인 사롱 케바야와 함께 착용
하는 구슬 슬리퍼입니다. 신발 한 켤레에 담긴 정교함과 섬세함은
자수와 구슬 세공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페라나칸 여성들의
훌륭한 솜씨를 보여줍니다. 축하 행사에는 정교한 패턴에 화려한 구슬을,
애도를 위한 행사일 경우 단순한 패턴에 검은색, 흰색 또는 파란색
구슬을 주로 사용합니다.

The first beloved possess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is
this very exquisite hand-made pair of Peranakan beaded
slippers, Kasut Manek, which is currently being displayed
at the official dining room on the first floor of the residence.
Kasut Manek is a type of shoe that dates back to the early
20th century. It refers to beaded slippers worn by Nyonya
(Peranakan women) to complete their traditional Costume
Sarong Kebaya. This pair of slippers' intricacy and fine
artistry is a hallmark of highly accomplished Peranakan
women whose embroidery and beadwork skills are highly
valued. Kasut Manek is made for two types of occasions.
For celebratory purposes, colorful beads with intricate
patterns are used. For mourning, the beads used are likely
to be in black, white, or blue with simple patterns.
페라나칸 전통 의상 사롱 케바야
Traditional Peranakan costume Sarong Keb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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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ANAKAN-THEMED WALLPAPER

BELOVED POSSESSIONS

PER ANAK AN -TH EM ED
WALLPAPER
페라 나 칸 풍 월 페이 퍼

애장품이자 소중한 공간이기도 한 이곳은 1층 다이닝룸의 메인 벽입니다.
2019년 관저를 개조했는데, 그중 주요 작업은 싱가포르 디자이너의
페라나칸 풍 벽지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벽지가 달라지니
손님을 맞이할 때 좋은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페라나칸은 수 세기 전
동남아시아에 정착해 지역 민족과 결혼한 중국과 인도에서 온 상인 및
기타 이주민입니다. 흥미롭게도 페라나칸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황은 페라나칸 모계 가정의
상징으로 싱가포르 도자기나 제품에 자주 등장하는데, 한국에서도
봉황은 깊은 의미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휘장에도
봉황 한 쌍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왕족을 상징합니다.

Our beloved possession as well as our favorite spot is
one of the walls in the official dining room on the first floor.
While renovating the residence in 2019, the main jobs
was to replace the old wallpaper with a Peranakan-themed
one designed by a Singaporean designer. The dining room
immediately looked different when it was installed, and
it has become a very good talking point when we host
guests. Peranakan generally refers to the traders and
other migrants from China and India who settled in Southeast Asia several centuries ago and intermarried with local
groups. Interestingly, we found that the Peranakan culture
has some similarities with Korean culture. For example,
the phoenix is often featured in Peranakan porcelain as it is
a symbol of the matriarchal infrastructure of a Peranakan
household. The phoenix also has a long history in Korean
culture. Today, a pair of phoenixes appears on the Korean
presidential emblem, indicating the royal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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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POT

OFFICIAL DINING ROOM

SPECIAL SPOT

O FFI C I A L
DINING ROOM
오 피셜 다 이닝룸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은 관저 지하 다이닝룸입니다. 이곳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요소를 소개하고 싶어서, 한국의 유명 소나무 그림과
세 가지 자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한국 예술 문화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한반도 곳곳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소나무는 한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수 작품의
제목은 각각 <십장생도(十長生圖)>, <길상문(吉詳紋)>, <거북 흉배
(龜胸背)>이며 각각 장수, 행운, 행복, 가정의 행복, 지혜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며 한국인과 싱가포르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에 유사한 점이 많다 생각합니다.

The special spot that we have chosen to feature is the
official dining room in the residence's basement.
We tried to introduce Korean elements in this dining room,
with a painting created by a master pine tree artist and
three very exquisite Korean embroidery artworks done by
a master embroidery artist on display. These artworks
represent the essence of Korean culture at its best.
The pine tree is closely associated with Korea, as lush pine
forests can be found throughout the whole peninsula.
As for the three embroidery works named respectively 10
Symbols of Longevity, A Lucky Omen, and Turtle Hyoongbae, we find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what Koreans
and Singaporeans value in life such as symbols of longevity,
luck, happiness, family bliss and wisdom,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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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TRAVEL DESTINATION

SBG & SUNGEI BULOH WETLAND RESERVE

Korean tourists are very familiar with the Marina Bay area,
including the Marina Bay Sands, as well as the Orchard
Road shopping belt. However, here are two of our favorite
places in Singapore which we would like to recommend.
One key hide-away is the not-so-touristy Sungei Buloh
Wetland Reserve where only the more adventurous
tourists and nature-lovers will likely visit. This is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Singapore where you can see
Malaysia across the Strait of Johor. It is also a relatively quiet
spot where you can view the beautiful natural swamps and
enjoy some exercise in the process. A visit to the Sungei
Buloh Wetland Reserve will likely change many visitor's
perceptions about Singapore being just a concrete jungle.

A second destination is the Singapore Botanic Gardens
(the SBG), founded in 1859. The SBG is more than 160
years old and it is a star attraction for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Notably, the SBG is the only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Singapore to date (inscribed since 2015).
The impressive orchid garden which has over 1,000 orchid
species and 2,000 hybrids on display is a must-visit.
The beautiful Papilionanthe Miss Joaquim, a hybrid orchid,
is Singapore's national flower. There is even a VIP orchid
corner, where visitors can view orchids named after many
foreign dignitaries and VIPs, including former and current
presiden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Located at the
fringes of the famous Orchard Road area, SBG is a testament to Singapore's reputation as a "City in Nature."

HIDDEN TRAVEL DESTINATION

S IN GAP O RE
B OTAN I C GARD EN S &
S U N G EI B U LO H
WE TL AN D RES ERVE
싱가포 르 식물 원 & 순게이 불로 습지 보 호 지구

마리나 베이 샌즈와 오차드로드 쇼핑 벨트가 있는 마리나 베이 지역은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1859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식물원(SBG)

유명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으로, 1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두 곳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알려지지

최고의 명소이자,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않은 순게이 불로 습지 보호 지구로, 해협 건너편으로 말레이시아가

유산으로 지정된 열대 식물원으로, 1000여 종의 난초와 2000여

보이는 싱가포르 북서부에 위치한 곳이자 아름다운 자연 늪을 보며

종의 교배종이 전시돼 있는 난초 정원은 필수 코스입니다. 아름다운 파필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비교적 조용한 장소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리오난테 미스 조아킴 교배종은 싱가포르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한국

싱가포르가 콘크리트 정글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이 바뀔 거라 생각합

전 .현직 대통령들을 포함한 많은 해외 유명 인사 이름을 딴 난초를 볼

니다. 싱가포르에 있을 때 자연을 좋아하는 자녀들과 자주 찾곤 했습니다.

수 있는 코너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식물원은 정원 속의 도시라는 싱가

Sungei Buloh
Wetland Reserve

Singapore
Botanic Gardens

포르의 명성을 입증하는 장소입니다.
Sent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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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ommanee Kananurak
Ambassador of Thailand

172

173

STORIES AROUND THE TABLE

THAILAND

SOUL FOOD

Y U M W U N S EN
얌운센
새콤하고 달콤하며 짭짤하고 매콤한 맛의 소스에 버무려진 다양하고 신선한 재료들이 조화롭다. 한 그릇에 다양한 맛과
식감을 경험할 수 있는 얌운센은 태국 미식문화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대표 음식이자, 주한 태국 대사의 소울푸드다.

A plate of harmonious, fresh ingredients mixed with sweet, sour, salty and spicy sauce.
Yum Wun Sen is a world-famous dish that shows the richness of Thai gourmet culture
and is the soul food of the Thai Ambassador to Korea.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얌운센 또는 버미셀리 해물 샐러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태국 요리 중
하나입니다.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을 모두 맛볼 수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맛은 태국 요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요. 얌운센은
건강에 유익하고 조리법이 간단하며, 한국에서도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날 상큼한 맛을 즐기기 위해
얌운센을 찾곤 하지만, 저는 아무 때나 즐겨 먹어요.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나 향신료는 무엇인가요?
피시 소스, 레몬주스, 설탕, 팜슈가, 소금, 다진 마늘, 잘게 썬 고추는
맛있는 태국식 샐러드 소스 남 얌의 독특한 맛을 내는데 필수적입니다.
얌운센의 경우 버미셀리 면과 해산물이 음식 이름을 규정할 정도로
핵심 재료지요. 태국과 한국의 활발한 교역 덕분에 얌운센 재료들은 한국
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다양한 채소들도 이 요리와
무척 잘 어울려요.

What dish would you choose as your soul food?
Yum Wun Sen or vermicelli seafood salad is one of my
favorite Thai dishes. It contains five tastes; sweet, sour,
salty, spicy, and bitter. Each element plays a crucial role
in Thai food. I want to introduce this dish because it is
healthy, easy to cook, and its ingredients are easy to find
in Korea. Thai people tend to eat vermicelli seafood salad
on hot summer days because of its refreshing flavors,
but I enjoy having it for any occasion.
What are the key ingredients for this dish?
I would say fish sauce, lemon juice, sugar, palm sugar,
salt, chopped garlic, and chopped chilies are essential
to create the unique flavors of a good Thai salad sauce or
Nam Yam. For this dish, the vermicelli and seafood are
the key ingredients that give it its name. The dish's ingredients are easy to find in the Republic of Korea, thanks
to the trade and commerce between Thai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lso worth mentioning that many
local vegetabl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perfect for
the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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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얌운센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얌운센은 태국의 많은 식당에서 먹을 수 있지만, 식당마다 독특한
조리법과 재료가 있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려는 분들은 태국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추천한 태국 음식점을 리서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얌운센과 비슷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YUM WUN SEN

Where would you recommend a visitor to Thailand
to try Yum Wun Sen?
It can be found in many Thai restaurants, but each
restaurant has its own unique cooking methods and
ingredients. Therefore, I would recommend those who
are planning to visit Thailand to research recommended
Thai restaurants on the Thai tourism authority's website.

얌운센의 식감 자체는 한국의 비빔국수나 냉면과 비슷하지만, 조리
과정을 들여다보면 잡채와도 비슷합니다.
태국 음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신선함, 풍미, 세련됨을 말하고 싶습니다. 태국 음식은 허브, 야채, 향신료,

Is there a dish that you've tried in Korea that reminds
you of this dish?
The texture of Yum Wun Sen may be similar to Korean
cold noodle dishes, such as Bibimguksu, but the cooking
process is more similar to Japchae.

고기, 해산물 등 모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요. 매운맛, 짠맛,
단맛, 신맛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태국 음식 특유의 풍미 또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세련되고 정제된 태국 음식은 미식문화의
오랜 역사와 사회와 문화의 역동성을 반영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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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ree words would you use to represent the
distinctive food culture of Thailand?
The first word is Fresh: Thai food uses fresh (rather than
dried) herbs, vegetables, spices, meats, and seafood.
For the second word, I choose Flavorful: Thai cuisine
is known worldwide for being both flavorful and spicy.
It is defined by its balance of four flavors: spicy, salty,
sweet and sour.
Last but not least, Refined: Thai food reflects Thailand's long history of culinary art, and the socio-cultural
dynamic of Thai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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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FOOD RECIPE

H OW TO M A K E
Y U M W U N S EN
얌 운 센 레 시피

재료
물에 불린 버미셀리 면 100그램,
다진 돼지고기 200그램, 새우 200그램,
오징어 200그램, 도미 필레 200그램,
물에 불린 흰목이버섯 100그램,
다진 파와 고수 50그램, 채썬 양파 100그램,
방울 토마토 50그램, 레몬주스 10작은술,
피시 소스 5작은술, 소금 2작은술,
설탕 3큰술, 팜슈가 1큰술,
다진 고추 3조각, 다진 마늘 3쪽,
고추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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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ps fish sauce,
2 tsps salt, 3 Tbsps sugar, 1 Tbsp palm sugar,
3 pieces chopped fresh chilies,
3 pieces minced garlic,
2 tsps ground dried ch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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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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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 the silver ear mu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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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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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the cooked noodles and silver ear mushroom, followed by the
sliced white onion, cherry tomatoes,
chopped spring onion, and coriander
into the mix. Serve it on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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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UA N G M A L A I &
LOT U S T R AY
푸엉 말 라 이 & 연꽃 접시

푸엉 말라이는 태국의 전통 의식, 특히 불교 의식에서 중요한 장식물인
화환을 뜻하는데, 재스민, 난초, 장미와 왕관꽃이 실로 엮여 있습니다.
푸엉 말라이의 기원은 한 세기 전 꽃꽂이가 궁중 숙녀들의 기술이었던
라마 5세 왕의 재위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화환은
여전히 태국 전통과 문화의 일부분이며, 특히 푸엉 말라이는 용서를
구할 때나 감사를 표할 때 종교적 제물로 쓰이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연꽃 쟁반은 싸이 짜이 타이 재단이 만든 공예품입니다. 이 재단은

1975년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과 시리킷 여왕의 추천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국왕은 재단을 통해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공예품 제작
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장려했는데,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핀 셈입니다. 연꽃이
상징하는 순수함, 깨달음은 쟁반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Phuang Malai is a floral garland, which is an important
ornamental object in Thai Buddhist ceremonies.
The garland is made of a combination of jasmine, orchids,
crown flowers, and roses, held together by a cotton string.
Phuang Malai's origins date back over one hundred years
to the reign of King Rama V, when flower arranging was
a skill practiced by ladies of the royal court. Today, decorative garlands are still very much a part of Thailand's culture
and style. Phuang Malai is sometimes used as a religious
offering to ask for forgiveness, express gratitude, and
welcome guests.
The lotus tray on the right is a craft item made by Sai
Jai Thai Foundation. The Sai Jai Thai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1975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of His
Majesty King Bhumibol Adulyadej The Great and Her
Majesty Queen Sirikit The Queen Mother, who wished to
use the foundation to help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earn a living by giving them vocational training. Lotus is
the representation of purity and enlight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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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 RAM KHON MASK

BELOVED POSSESSIONS

PR A R A M
KHON MASK
라 마 왕자 전통 극 가 면

콘은 조각, 회화, 공예, 무용, 음악, 문학 등 여러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태국의 전통 공연으로,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콘 가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이 공예, 얼굴 세부 묘사를
위한 드로잉과 회화, 보석 장식 등 세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콘 전통
가면 댄스는 인도에서 유래한 고대 산스크리트 라마야나 서사시를
바탕으로 하며, 원숭이 군대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는 아내 시다를 마왕
라바나의 손아귀에서 구출하려는 라마 왕자의 여정을 그려냅니다.
저택에 전시된 세 개의 콘 가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라마
왕자의 가면입니다. 라마 왕자는 라마야나 서사시의 영웅이자 힌두교 신
비슈누의 화신이며, 선과 정의를 대변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가면을
특히 아낍니다.

Khon is a classical performance in Thailand that integrates
several traditional arts, including sculpture, painting,
handicrafts, dance, music, literature, and other fields of
artisanship. It was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8. Making a Khon Mask requires effort and skills,
including the paper mâché technique, drawing and painting of facial details, and adorning jewels. Thai Khon Mask
Dance narrates the ancient Sanskrit epic of Ramayana,
originated from India, which follows Prince Rama's quest
to rescue his beloved wife Sita from the clutches of the
Demon King Ravana with the help of an army of monkeys.
Among the three Khon Masks displayed in the residence,
my favorite is Prince Rama or Pra Ram Khon Mask. Prince
Rama is the hero of the Ramayana epic, an incarnation of
the Hindu God Vishnu. I am fond of this particular item
because the character represents goodness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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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SPECIAL SPOT

LIVING ROOM

ㄴSPECIAL SPOT

LO R D B U D D H A
WO R S H I P S E T
명 상 과 기도를 위 한 불 단

태국의 믿음에 따르면, 불상은 거룩함, 영적 평화, 신성한 보호 및 행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꽃병, 양초, 향 등의 제물과 함께 높은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사진 속 불단은 관저의 위층에 있으며,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장소로 제 기도와 명상 시간을 위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The highly revered image of the Buddha represents holiness, spiritual peace, sacred protection, and good fortune
to Thai people. According to Thai beliefs, images of the
Buddha should be placed high up, alongside offerings of
vases of flowers, candles, and incense sticks. In this case,
the Lord Buddha Image and Worship Set is located on the
top floor of the residence. This is the location where I pray
and meditate because it is peaceful and full of tranqu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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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HIDDEN TRAVEL DESTINATION

SURAT THANI PROVINCE

HIDDEN TRAVEL DESTINATION

S U R AT THAN I
PROVIN C E
수랏 타니 주

해변과 바다의 경치를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수랏타니 주는 일 년 내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태국에서 '천 개의 섬을 가진 주'로 알려진
수랏타니 주인데, 꺼 싸무이, 꺼 팡안, 꺼 따오, 무꺼 앙텅 해양 국립공원을

날씨가 좋지만, 가장 좋은 시기는 4월에서 11월 사이에요. 수랏타니에는

포함한 대부분 섬들이 타이만 연안에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은 아름다운

카놈 짠(대나무 잎에 싸인 달콤한 찹쌀밥), 카놈 찐(매운 카레 페이스트를

산호초를 보기 위해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즐기지요. 저는 아름다운

넣은 얇은 쌀국수), 굴, 사떠(프타이콩) 등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Bangkok

Pattaya

My favorite travel destination is Surat Thani province,
which is known as “the province of a thousand islands”,
many of which lay off the coast in the Gulf of Thailand,
including the archipelago that contains Koh Samui,
Koh Phangan, Koh Tao, and the Mu Koh Ang Thong marine
national park. Most visitors enjoy snorkeling or diving
to see the beautiful coral reefs. I personally enjoy the views
of the beaches and the sea. While the weather is generally
good year-round, the best time to enjoy the islands of
Surat Thani is between April and November. There are
many delicious things to eat in Surat Thani, including
Khanom Jung (sweet sticky rice wrapped in bamboo
leaves), Khanom Chin (thin rice noodles with spicy curry
paste), oysters, and Sataw (bitter beans).

Surat Than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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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Ambassador

Spouse of Ambassador

Nguyen Vu Tung

Trinh Tu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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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Nguyen Vu Tung, Ambassador of Vietnam
Trinh Tu Lan , Spouse of Ambass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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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SOUL FOOD

GOI CUON
고이 꾸 온
다양하고 신선한 재료들의 건강하고 맛깔스러운 조화는 베트남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다.
주한 베트남 대사 부부에게 고이 꾸온은 마음을 달래주는 소울 푸드이자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주한 베트남 대사 부인 찐 투 란 님으로부터 고이 꾸온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The healthy and tasty combination of various fresh ingredients is why Vietnamese food is world-famous.
For the Vietnamese Ambassador to Korea and his spouse, Goi Cuon is their soul food that brings back
happy memories of Vietnam. We spoke to Mrs. Trinh Tu Lan to find out more.

What dish would you choose as your soul food?
Goi Cuon is one of the most popular dishes in Vietnamese
cuisine. As a dish, it illustrates the beauties and main
characteristics of our food culture. In Vietnam, we make
Goi Cuon whenever we want to have something fresh that
everyone can enjoy. We eat them both for casual and
special occasions. Since the ingredients are widely available, they are a big part of many people's daily lives.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고이 꾸온은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이 음식은
베트남 음식문화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지요. 베트남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면 일상이든
특별한 날이든 상관없이 고이 꾸온을 즐겨 먹습니다.
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나 향신료는 무엇인가요?
고이 꾸온 재료는 대부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재료는 쌀가루를
이용해 만든 라이스페이퍼인데, 고품질 재스민 쌀과 전문적인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라이스페이퍼는 고이 꾸온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하나로 싸는 역할을 해요. 밀이나 다른 곡물로 만든 제품은 쌀가루로
만든 것과 같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가끔 베트남에서 가져온
라이스페이퍼가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쉬워요.
한국에는 베트남 커뮤니티가 크게 형성돼 있어 라이스페이퍼를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한국 마트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찾을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 만든 것과 미묘하게 맛이 다르고
다소 두꺼워서 고이 꾸온보다는 짜조를 만들기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What are the key ingredients for this dish?
The key ingredient is rice paper which is made using rice
powder. It needs high-quality jasmine rice and a special
technique to make it. It is the element that helps us wrap
all the other ingredients into one roll. Other kinds of paper
made from wheat or other cereals cannot give you the
same taste as rice paper. Sometimes we run out of stock
which we brought from home, but we usually manage to
find a replacement here in Korea. We have a big community
in Korea, and there is always someone who makes them or
imports them from Vietnam. One can find similar ones in
supermarkets, however, the taste is a bit different from the
ones made in Vietnam. They are thicker and more suitable
for Cha Gio than Goi Cu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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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nanese Chicken Rice

Soul Food

SOUL FOOD

베트남에서 고이 꾸온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고이 꾸온은 베트남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급
호텔 식당의 고이 꾸온 보다는 작은 레스토랑이나 길거리 노점상에서
먹는 것을 추천해요. 베트남 친구 또는 여행 가이드가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한다면 더욱 특별한 고이 꾸온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조리된
것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고이 꾸온을 만드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고이 꾸온과 비슷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한국에 온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는 한식에 반해버렸어요. 오기 전부터
한국식 바비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인사동에
있는 바비큐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는데, 돼지고기를 상추에 싸 먹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물론 재료는 다르지만 모든 재료를 상추에 싸 먹는
방식은 고이 꾸온을 떠오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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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 CUON

Where would you recommend a visitor to Vietnam
to try this dish?
For anyone who is visiting Vietnam, it is easy to find
the Goi Cuon everywhere. However, I would say that Goi
Cuon in luxury hotels are not as good or tasty as those
in small restaurants or street vendors. If you are lucky
enough to have a Vietnamese friend, colleague, or
tour guide who invites you to their homes, it's an extra
special experience to enjoy Goi Cuon at someone's home.
They are the best ones, as you can enjoy the readymade
and also create your own.
Is there a dish that you've tried in Korea that reminds
you of this dish?
I have only stayed in Korea for a short period of time,
but I have fallen in love with Korean cuisine. Before coming
here, I heard a lot about Korean barbecue. When my friend
took me to a barbecue restaurant in Insa-dong, I was
surprised to find the similarities between Korean people
eating barbecued pork with lettuce and Vietnamese
people having Goi Cuon. Of course, the ingredients are
different, but the way people wrap everything together in
the lettuce reminds me a lot of how we use rice paper to
make Goi Cu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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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건강, 조화, 풍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베트남 음식의 재료들은
신선하고, 너무 기름지거나 짜거나 달지 않고 요리 방법은 간단하지요.
야채는 생으로 먹고 고기는 보통 익힙니다. 또 베트남 요리의 조화는
각양각색의 재료와 맛의 균형, 다양한 조합을 통해 만들어져요. 베트남
음식을 먹으면 거의 모든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등 거의 모든 맛이 음식 하나에 어우러져 시너지를 낸다 생각해요.

VIETNAM

What three words would you use to represent the
distinctive food culture of Vietnam?
If I had to pick three words, they would be: healthy,
harmonious, and tasty. The ingredients are fresh; the
flavors are not too fatty, salty, or sweet; the way of cooking
is simple; the vegetables are raw, but the meat is usually
cooked. The harmony of Vietnamese cuisine is also
created by the balance and combination between different
flavors and ingredients. Lastly, Vietnamese food includes
most flavors; salty, sweet, sour, and bitter, all combined
and work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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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SOUL FOOD RECIPE

H OW TO M A K E
GOI CUON
고이 꾸 온 레 시피

재료
손질된 중간 사이즈 새우 227그램,
뼈 없는 돼지 허릿살 또는 돼지 어깨살 227그램,
식물성 기름 1큰술,
건 버미셀리 면 227그램,
작은 양상추 1통, 중간 크기의 오이 1개,
민트, 아시안 바질, 베트남 고수, 베트남 들깻잎,
8인치 라이스페이퍼 12장
느억참 소스
따뜻한 물 ⅓컵, 설탕 3큰술,
피시 소스 2 ½ 큰술, 라임주스 1큰술,
얇게 썬 태국 고추 1개, 다진 마늘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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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내외로 끓여줍니다. 물에서 꺼내 식힌
다음 얇은 스트립으로 잘라줍니다.
중간 사이즈의 팬을 가열하여 식물성 기름을
두릅니다. 팬에 새우를 깔고 양면이 분홍색으
로 익을 때까지 구워 줍니다. 새우를 꺼내
식힌 다음 세로로 반으로 잘라줍니다.

For Goi Cuon
227g medium shrimp, peeled and deveined,
227g boneless pork loin or pork shoulder,
1 Tbsp vegetable oil,
227g dried rice vermicelli noodles,
1 small head of lettuce, 1 medium cucumber,
mint, asian basil, Vietnamese coriander,
Vietnamese perilla,
12 sheets of 8-inch rice paper
For Nuoc Cham sauce
⅓ cup warm water, 3 Tbsps sugar,
2 ½ Tbsps fish sauce, 1 Tbsp lime juice,
1 Thai chili, 1 clove of garlic

Cook the dried rice vermicelli noodles
according to package instructions.
Drain and set aside. Bring a medium
pot of water to boil and add pork.
Boil the pork on medium heat for abou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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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페이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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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페이퍼의 ⅓이 남을 때까지 고이 꾸온을
말고 새우를 2~3개 정도 얹어 마저 말아줍니다.
올바르게 말았다면 새우가 고이 꾸온의
바깥 쪽에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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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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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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finished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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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 SCARF WITH HAND EMBROIDERY

BELOVED POSSESSIONS

S I LK S CA R F W IT H
H A N D EM B R O I D ERY
손 자 수 가 놓 인 실크 스 카 프

애장품으로 소개하고 싶은 물건은 천연 비단에 손 자수가 놓인 실크
스카프입니다. 하노이 아세안 여성회 소속 친구들이 선물해 준 기념품
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직조한 천연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베트남의
국화 연꽃을 직접 손으로 수놓아 완성한 정성 가득한 스카프입니다.

The natural silk scarf is a souvenir given to me by my friends
and colleagues from the ASEAN Women's Circle of Hanoi.
It was made in Vietnam from Vietnamese natural silk and is
hand embroidered with lotuses, our national flower.

202

203

BELOVED POSSESSIONS

CERAMIC TABLE LAMP

BELOVED POSSESSIONS

C ER AM I C
TAB LE L AM P
세라 믹 테이블 램 프

이 세라믹 테이블 램프는 거실의 중요한 장식품입니다. 외교관이자
외교관의 배우자로서 저는 꽤 오랫동안 고향에서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친한 친구가 2년 전에 이 램프를 선물해 줬는데 한국으로 이사 오면서
가져왔습니다. 램프의 갓에 그려진 그림은 베트남 시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을 입구의 거목들,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
논에서 일하는 농부와 물소 등, 이 테이블 램프를 볼 때마다 저의 고향과
민족이 많이 떠오릅니다.

This table lamp is an important decoration for our living
room. As a diplomat and also a diplomat's spouse, I have
been living far away from home for quite a long time. A
friend of mine gave me the lamp two years ago, and I
brought it with me when we moved here. The painting on
the lampshade shows a typical scene from Vietnam's
countryside: big trees at the village gate, people in traditional clothing, people and buffaloes working on the rice
fields, etc. It reminds me so much of my homeland and
m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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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SPECIAL SPOT

LIVING ROOM

SPECIAL SPOT

LI V I N G R O O M
리빙룸

관저 내 가장 특별한 공간은 거실로, 많은 베트남인에게 집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나
친척들을 맞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곤 합니다. 이곳을 고향, 전통, 가족, 베트남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 있는 친구들을 떠오르게 하는 물건들로 장식했습니다.
저의 애장품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있으며, 거실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저만의 공간도 있습니다. 겨울의 조용한 주말 아침, 따뜻하고
아늑한 거실의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고향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테이블 램프 옆에서 베트남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은 제게 천국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My most special place in the residence is the living room.
For most Vietnamese, the living room is the heart of the
home. It is the place where family members spend time
together and where we welcome our friends and relatives.
Most of our time at home is spent in the living room. In our
residence, I have decorated the living room with things that
remind me of my homeland, tradition, family, and friends
– both in Vietnam and in other places in the world. All my
beloved objects are gathered here in the living area. In the
living room, I have my reading corner. Imagine yourself in
a comfortable armchair in a warm and cozy living room.
A beautiful table lamp from your country is placed next to
you. You are enjoying a cup of Vietnamese coffee on a quiet
weekend winter morning. This is heaven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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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HIDDEN TRAVEL DESTINATION

TRANG AN & BAI DINH

HIDDEN TRAVEL DESTINATION
Hanoi

TR AN G AN & BAI D IN H

Trang An,
Ninh Binh Province

짱 안 & 바 이딘 사 원
Trang An is one of my favorite travel destinations in Vietnam. In 2014, Trang An was inscribed into UNESCO's world
heritage list. It is Vietnam's first site to be acknowledged as
a mixed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site. It's sometimes
called “Ha Long Bay on land.” It is located in Ninh Binh
province, 90 km from Hanoi. You can travel by train, bus,
car or even by motorbike. It's a spectacular landscape of
limestone karst peaks permeated with valleys and surrounded by steep, almost vertical cliffs. Trang An Ecotourist Site is considered an outdoor geological museum.
It is entirely surrounded by bow-shaped limestone mountain ranges lying on a delta wetland area.
Bai Dinh is the largest pagoda in Vietnam and Southeast
Asia and is located in Trang An eco-tourism site. The
pagoda is the Buddhist center of the region. This singular
attraction is a noted pilgrimage stop for Vietnamese
Buddhists and gets very busy during Buddhist holidays.
Trang An not only serves as a beautiful example of ancient
Vietnamese civilization but also used to house the old
capital of the Vietnamese feudal and independent state,
Hoa Lu ancient citadel, more than 1,000 years ago. The
best time to visit Trang An is in the spring and summer.
The signature dishes of Ninh Binh are Com Chay and dishes
made from goat meat. Korean people will be excited to try
Com Chay, which is a bit like Korean Noorongji but with a
very different flavor.

짱 안은 베트남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탑인 바이 딘은 짱 안 생태관광지에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 딘은 짱 안의 불교 중심지인데, 베트남 불교도

혼합된 명소로 인정받은 베트남의 첫 번째 유적입니다. 하노이에서

들의 순례지이며 불교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짱 안은 고대

90km 떨어진 닌 빈 성에 위치해 있고 기차, 버스, 자동차, 심지어 오토

베트남 문명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일 뿐만 아니라 1000여

바이로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짱 안 경관 단지는 '땅 위의 하롱베이'라고

년 전 베트남 봉건국가 및 독립국가의 옛 수도인 호아루 고대 성채가

불리는데, 거의 수직에 가까운 급경사를 보이는 절벽으로 둘러싸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봄(2, 3월)과 여름(5, 6월)이 가장 좋은 방문 시기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과 이를 파고드는 계곡이 한데 모여 장관을 이룹

예요.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초목의 싱그러운 초록빛과 논밭의 황금빛이

니다. 짱 안 생태관광지는 삼각주인 습지대를 활 모양의 석회암 산맥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닌 빈을 대표하는 음식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천연 지질박물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으로 '껌 짜이'와 염소고기 요리가 있는데, 한국의 누룽지와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맛을 가진 껌 짜이는 꼭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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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Chi Minh

SPECIAL FEATURE

H OW M U C H
D O YO U K N OW A B O U T
COCONUT?
코 코넛 , 얼마 나 알고 있나요 ?
Nana Keum
Honorary Ambassador of the ASEAN-Korea Centre,
Professor at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Dongg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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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DO YOU KNOW ABOUT COCONUT?

NANA KEUM

코 코넛 워터

COCON UT WATER

아세안 국가를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은 코코넛일 것이다.
뜨거운 태양 아래 코코넛 판매대에서 빨대를 꽂아 마시던 시원한
순간. 처음엔 밋밋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어색하지만 어느새 중독되는
코코넛 워터.
평균 사이즈 녹색 코코넛 한 개는 약 한 컵(240ml) 분량의 코코넛
워터를 제공한다. 코코넛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 양은 바나나 약 1.5개
또는 스포츠 이온음료 약 16컵에 해당한다. 칼륨은 체세포 안에 존재
하는 양전하 이온으로 세포 밖 나트륨과 상호작용해 체내 수분량, 신경
전달,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국인처럼 나트륨
섭취가 높은 경우 칼륨도 많이 섭취해야 나트륨을 원활히 배출할 수
있고 불필요한 수분도 빠져나간다. 코코넛 워터는 과도한 염분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하는 좋은 칼륨 공급원이며,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최근 코코넛 워터는 자연이 선사한 천연 이온음료라 불리며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운동 후 마시는 수분 보충제로써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체온이 올라가면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을 흘린다.
이때 땀으로 물과 미네랄이 빠져나온다. 뜨거운 태양 아래 운동을 하며
쏟은 땀에는 더욱 많은 염분이 들어있다. 아세안 국가를 여행하면
현지인이 과일을 소금에 찍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일의 수분과
미네랄 외에 나트륨을 추가로 섭취하기 위함이다. 스포츠 이온음료가
칼륨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약 2.6배 높은 것도 같은 원리다. 코코넛
워터는 칼륨이 나트륨보다 많아 최적의 음료는 아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당이 첨가된 탄산음료나 주스보다 건강한 선택이나, 체내 수분 및
전해질 균형을 찾기 위한 기능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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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conut is probably the first fruit that comes to mind
for those traveling to an ASEAN country. That moment
when you take a sip at a coconut stand under the scorching sun, though you may initially find the slightly bland and
sweet taste of the coconut water to be awkward, you will
be addicted to the beverage in no time.
One average-sized green coconut provides about a cup
(240ml) of coconut water. The amount of potassium in a
single coconut is equivalent to approximately 1.5 bananas
or 16 cups of a sports drink. Potassium (K) is a positively
charged ion (K+) that exists in somatic cells, which interacts
with extracellular sodium (Na+) to play a vital role in maintaining our body water level and controlling neurotransmissions and muscle contractions. If one's sodium intake
is high, like it is for many Korean people, a lot of potassium
should be consumed to get rid of the excess sodium and
unnecessary water. Coconut water is a good source of
potassium that cancels out the side-effects of excessive
salt intake, and if consumed in moderation, it has a positive
impact on our health.
Recently, coconut water has been in the spotlight as
an organic sports drink directly from nature. However, its
effectiveness as a post-workout hydration supplement
should be questioned. When our body temperature rises,
we sweat to cool off. When this happens, water and minerals
come out via our sweat glands. Sweat from exercising
under the sun contains a higher level of salt, when in the
ASEAN countries, you can often see locals dipping fruit
into salt in order to consume more sodium in addition to the
fruit's moisture and minerals.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sports drinks, which generally contain about 2.6 times
more sodium than potassium. The high potassium level
of coconut water does not make it the best drink. Of course,
it is a healthier choice than artificially sweetened carbonated
drinks or juices, but it is unable to maintain the fluid and
electrolyte balance that our bod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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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코넛 과 육

COCON UT PU LP

눈처럼 하얀 코코넛 과육은 심심한 맛이 매력적이지만 대부분 지방이라
상당한 칼로리를 포함한다. 중간 사이즈 코코넛 한 개 약 400그램의
과육은 약 1400칼로리며, 약 밥 4.5공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미 코코넛 과육의 다양한 가공품에 익숙하다. 과육을 잘게
썰어 말리면 코코넛 칩 혹은 슬라이스, 과육에 물을 넣고 블렌더에 간 후
면포로 걸러내면 코코넛 우유, 남은 건더기를 말려 곱게 갈면 코코넛
가루가 된다. 코코넛 우유를 장시간 끓여 물을 증발시킨 뒤 거르면
코코넛 오일이다. 생이나 말린 과육에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으로만
오일을 짜내면 엑스트라 버진 또는 버진이란 단어가 붙는 고품격 코코넛
오일이 된다.
코코넛 칩과 슬라이스는 바삭바삭한 식감, 특유의 향과 풍미를 가진
훌륭한 간식이며, 각종 베이킹 재료나 토핑으로 활용된다. 코코넛 가루는
밀가루 대체재로 활용도가 증가했다.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글루텐 민감증 또는
셀리악병 환자가 늘어나며 글루텐 프리식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The mild taste of the snow-white pulp of the coconut is
enticing, but as it is mostly fat, it is high in calories. Approximately 400 grams of pulp from a medium-sized coconut is
around 1,400 calories, equivalent to about 4.5 bowls of rice.
We are already familiar with various processed coconut
pulp products, if you cut the pulp finely and dry it, it becomes
coconut chips/slices; if you put the pulp in water, grind it in
a blender, and filter it out with a cotton cloth, then you get
coconut milk; dry the remaining solid residue and grind it
finely to get coconut powder. If you boil coconut milk for a
long time and evaporate the water off, you get coconut oil.
If the oil is squeezed using only pressure and no heat,
it becomes premium coconut oil with the word extra virgin
or virgin added to it.
The crisp texture, distinctive scent, and flavor of coconut
chips or slices make it an excellent snack, and a commonly
used baking ingredient or topping. The use of coconut
powder has increased as a substitute for flour, this is due to
the surge in demand for gluten-free alternatives as the
number of gluten-sensitive or celiac patients who react
sensitively to the gluten in flour or those with abnormal
immune responses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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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DO YOU KNOW ABOUT COCONUT?

NANA KEUM

코 코넛 오일과 우 유

COCON UT OIL & MILK

코코넛 오일은 식용유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된다. 코코넛 오일은 대부분
포화 지방산이며 불포화 지방산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높이지만,
해롭지만은 않다. 포화 지방산은 길이에 따라 단사슬, 중사슬, 장사슬로
분류된다. 코코넛 오일에 풍부한 중사슬 포화 지방산은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으며, 소화 흡수가 빨라 과하지 않으면 체내 지방으로 잘 축적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이롭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다. 중사슬
포화 지방산 백 퍼센트로 만든 MCT 오일도 있는데, 체중 감량 효과는
보다 짧은 중사슬 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된 MCT 오일에 국한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코코넛 오일은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이 아닌, 샐러드
드레싱이나 간단한 볶음 요리에 가끔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코코넛 오일과 더불어 코코넛 우유는 아세안 요리의 대표적인
식재료다. 코코넛 우유를 넣은 아세안 국가의 카레는 부드럽고 향이
풍부하다. 코코넛 커피는 연유의 달콤함, 커피의 산미, 코코넛 우유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지는 풍미의 향연이다. 세계적으로 비건* 인구가 증가
하면서 코코넛 우유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 우유는 콜레스
테롤을 포함하고, 아시안 상당수는 유당(lactose)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이며, 우유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코코넛 우유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다.
코코넛 과육 가공품은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좋은 식재료지만
높은 칼로리와 포화 지방산 때문에 간헐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학회에서는 전체 섭취 칼로리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화 지방산
제한을 권고한다. 일일 기준 코코넛 오일 2큰술 또는 코코넛 우유 약
반 컵에 해당한다. '적당히 드세요!'라는 지혜의 말은 코코넛에도 적용된다.

*고기, 어류는 물론 유제품, 달걀, 꿀 등 모든 동물 유래 제품을
먹거나 사용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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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nut oil is used in various dishes as cooking oil. It is
mostly made up of saturated fatty acids, and though this
amplifies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comparison
to unsaturated fatty acids, it is much less harmful. Saturated
fatty acids are classified into short-chain, medium-chain
and long-chain, according to their length. There is also scientific evidence that the medium-chain saturated fatty acids, such as in coconut oil, are relatively low in calories and
beneficial for weight loss as they are easily digestible and
do not tend to accumulate in our body-if not consumed
excessively. There is also MCT (Medium Chain Triglyceride)
oil, made from 100 percent medium-chain saturated fatty
acids, but it is widely contended that the weight-loss effect
is limited when compared to MCT oils consisting of shorter
medium-chain saturated fatty acids. Coconut oil should
be occasionally used as a salad dressing or for stir-fry dishes,
not for weight loss.
In addition to coconut oil, coconut milk is the key ingredient in ASEAN cuisine. The curries of the ASEAN countries that have coconut milk are soft and fragrant. Coconut
coffee is an excellent blend of sweet condensed milk, acidic
coffee, and soft coconut milk. The growing number of
vegans* worldwide has also brought about a higher demand
for coconut milk. Cow milk contains cholesterol,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Asians unable to digest lactose are
not only lactose intolerant but also allergic to milk proteins.
Coconut milk is free from these problems.
Processed coconut pulp products are a great ingredient
that adds flavor to food, but it should only be consumed
infrequently because of its high calorie and saturated fatty
acids. Various academic associations recommend limiting
saturated fatty acid consumption to under 10 percent of the
total calories consumed, 2 tablespoons of coconut oil or
approximately 1/2 cups of coconut milk per day. The phrase
“eat in moderation!” should also be applied to coconuts.

*A person who does not eat any food derived from animals and
who typically does not use other anim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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