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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요리교실(봄&여름)
2021 ASEAN Cooking Class (Spring & Summer)
5월부터 시작된 ‘2021 상반기 아세안 요리교실’이 7월까지 계속된다. 아세안 요리교실은 아
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인 인도네시아 ‘른당’부터 삼발소스의 매콤한 감칠맛이 특징인
브루나이의 ‘우당삼발세라이브르산탄’, 무더운 여름날 찾게 되는 라오스식 팥빙수 ‘남완’까지
아세안 10개국의 다채로운 요리를 한자리에서 배워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아세안 요리교실의 특별한 점은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출신 요리사가 강사로 참여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며 요리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중 캄보디아 요리 강좌는 한국에 온 지 15년째 된
기간	5.28(금)~7.31(토)/
매주 금(14:00~16:30),
토(10:30~13:00, 14:30~17:00)
장소

아세안문화원 3층 요리체험실

문의

051-775-2045

Period	May 28 to July 31,
every Friday (14:00–16:30)
and Saturday (10:30–13:00,
14:30–17:00)
Venue
ACH (Cooking Studio, 3F)
Inquiries 051-775-2045
정원의 범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명승지인 베트남 하롱베이도 그 중에 속한다.
Gardens are broader in scope than some people imagine. One of them is Ha Long Bay, a famous scenic site in Viet Nam.

독특하고도
다양한

아세안 10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인도에 인접한 영향권이며, 열대·아열대 기후대에 위치
해 내륙 및 반도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국가들이다.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향료를 구
하기 위해 탐험을 시작하면서 서양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아세안
의 정원문화에서도 토착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공통적인 특색을 나타낸다. 동남아시아 하면

Unique
and diverse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명승지, 야자수와 열대 화초가 무성한 열대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
렇듯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원은 나무가 울창한 식물원을 생각하기 쉽지만, 정원의 범위는 생
각보다 광범위하다. 조경 그리고 불교 사원과 탑이 어우러진 불교 정원도 이에 해당되며, 더 넓
게는 도시의 경관까지도 정원에 포함된다. 한마디로 축약할 수 없는 아세안 정원문화의 다양성
을 경험해보자.
글. 박경자 전통경관보전연구원 원장

of the editorial board of the ASEAN Culture

ASEAN’s 10 countries fall within the geopolitical boundaries determined by China and
India. They are island states made up of many small islands, peninsulas, and inland
countries that have a tropical or sub-tropical climate. ASEAN forged a close bond—albeit not necessarily of their choosing—with the West in the late 16th century, when explorers began to set sail en masse in search of spices. This is the backdrop of ASEAN’s garden culture, which is based on the indigenous culture of each country while also having
certain features in common. The first things that usually come to mind when thinking
of Southeast Asia are lush scenic spots and tropical forests full of palm trees and exotic
flowers. Most of us associate gardens with tree-rich botanical gardens, but gardens are
much broader in scope than some people imagine: Buddhist gardens, which include
landscaping, the temple, and pagodas, are gardens, as are, in a very broad sense, urban
landscapes. The June issue of the ASEAN Culture House Monthly invites you to explore
the diversity of ASEAN’s garden culture, which is impossible to define with a single trait.

House Monthly.

By Bark Kyung-ja Director (Traditional Landscape Preservation Institute)

모든 기고문의 내용은 월간 <아세안문화원>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rticle may not reflect the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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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케앙 예 클레앙이 요리 강사로 참여한다. 그녀는 한국인 남편과 함께 김해에서 식
당을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 음식은 젓갈을 넣는 메뉴가 많아서 향이 강한 채소만 제외하면 한
국인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귀띔한다. 그녀에게 캄보디아 음식 중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하자
주저 없이 록락을 꼽았다. “록락은 피시소스 등으로 양념한 소고기에 토마토, 양파 등을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 캄보디아에서 즐겨 먹어요. 집집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니 나중에 캄보디아를 여
행하게 된다면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의 록락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문득 여행지에서 먹었던 음식이 떠오를 때가 있다. 아세안 여행이 하고 싶을 때 아세안 요
리교실에서 배운 음식으로 그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레시피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세안
문화원에서 배포하는 아세안 요리 레시피 카드와 동영상을 참고해도 좋을 듯하다.
The ACH’s 2021 ASEAN Cooking Class, which runs from May through July, is an interactive program in which participants learn how to prepare dishes and desserts from the
ten ASEAN member states. This year’s class will feature, among others, the following
three delicious dishes: Rendang (Indonesia), named by CNN the world’s most delicious
food in 2020; Udang Sambal Serai Bersantan (Brunei Darussalam), known for the spicy
savoriness of the country’s famous sambal sauce; and Nam Wan (Lao PDR), a Lao-style
Patbingsu that is the perfect snack for a hot summer day.
What makes the ASEAN Cooking Class special is that classes are taught by chefs hailing from the ASEAN countries who currently live in Korea and also introduce the culture
of their respective home countries alongside cooking tips. The Cambodian class will be
taught by Kheang Ye Kleang, a cooking instructor who has lived in Korea for 15 years and
owns a restaurant in Gimhae with her Korean husband. Kleang noted that, because Cambodian dishes often include salted seafood that is similar to Korean Jeotgal, Cambodian cuisine is well suited to Korean palates, perhaps with the exception of a few strongly-scented vegetables. When asked to recommend just one Cambodian dish, Kleang immediately chose Lok Lak. “Lok Lak is a beef dish in which the beef is seasoned with fish
sauce and cooked with various vegetables, including tomatoes and onions.
It’s a favorite in Cambodia. Lok Lak is prepared slightly
differently by each family. I recommend that, if you ever
have the chance to travel around Cambodia, you
compare Lok Lak from different regions to compare
their tastes.”
There are times that we suddenly remember a dish
that we ate on of our holidays abroad. If you would
like to travel to a Southeast Asian country, how about
substituting the joy of actual travel with cooking the
dishes taught in our ASEAN Cooking Class? If you forget
part of the recipe, you can always refer to the ASEAN
recipe cards and video distributed free of charge by the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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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아세안 언어강좌
ASEAN Language Courses for First Half of 2021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2021 상반기 아세안 언어강좌’가 지난 3월 개강하여 12주 동안 진행되
었다. 기초 과정에는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가 개설되
었고, 초급 과정에는 태국어와 베트남어 이외에 올해부터 말레이·인도네시아어가 신설되었다.

NUMBERS

아세안 정원

원예의 기원부터 요즘 산업 현황까지,
아세안의 정원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코트라

ASEAN’s Gardens

기초 및 초급 8개 강좌는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렸고, 4개의 중급 과정인 태국어, 베트남어, 미

Let’s learn more about gardens
in the ASEAN region, from humans’ first
practice of gardening to the status of the
contemporary horticulture industry.
Source: KOTRA

얀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태국어 강의를 담당한 배수경 선생님은 언어에서 문화까지 확장해나가는 방법을 조언해주었

53,000 BCE

다. “언어 공부를 하다가 어떤 소재를 만나게 되면 검색을 해보세요. 기사나 동영상 등 무엇이
든 좋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은 내가 배우는 언어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그 국가와 문
화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여줄 거예요. 아세안 언어로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는 것

최초의 원예가 시작된 시기로 인도

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흐름을 따라가면서 대화와 분위기를 통해 자연스

네시아 보르네오섬의 열대 숲에서

럽게 언어를 체득할 수 있어요. 이런 영상 작품은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지 문화를 좀 더

기원했다.
Year of the world’s first known
practice of horticulture. Horticulture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in the tropical forests of Borneo, Indonesia.

깊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수강생들 역시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아세안 언어 실력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
또한 아세안 언어뿐 아니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아세안문화원은 수강
생들이 수준에 맞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를 세분화하여 강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
며, 7월에는 아세안 언어강좌 회화반(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을 개강할 예정
이다. 아세안 언어를 배우며 그 문화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The ASEAN Language Courses, a foreign language program that is in its fourth run this
year, was held for 12 weeks from March to June. The basic curriculum was offered for
Cambodian, Indonesian Malay, the Myanmar language (Burmese), Thai, and Vietnamese,
while the elementary curriculum was not only offered for Thai and Vietnamese but
also, starting from 2021, for Indonesian Malay. While these eight basic and elementary
classes were held at the ACH, four intermediate-level courses for Indonesian Malay, the
Myanmar language, Thai, and Vietnamese were held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FS).
Bae Su-gyeong, the instructor for the Thai curricula, stressed the importance of
teaching language along with its culture. “If you are studying a foreign language and
come across a topic of interest, search for it online. The format doesn’t matter—news
articles, videos, etc. This is important because what you learn in this way will not only
give you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you are studying but also make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country and its culture. Another good strategy is to
watch a TV series or movie that was produced in an ASEAN language, because, even
if you don’t understand everything, you can get a solid grasp of
the language without forcing yourself to memorize, simply by
following the dialogue and situational elements. Such media will
help with understanding local culture because they reflect the
atmosphere and mood of the times.”
Students engaged very proactively in their classes, thereby
significantly improving their ASEAN language skills. Many
stated that the classes were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learn
not only a language but also the respective culture. The ACH
is consistently broadening its pool of offered courses to allow
students to learn at the level that best fits their needs. In July, the
ASEAN Language Courses will be hosting conversation classes in
three languages (Indonesian Malay, Thai, and Vietnamese). The
conversation classes will be a wonderful opportunity for those
interested in learning an ASEAN language to also have an indepth cultur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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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meters
싱가포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보타닉 가든의
최장신 나무 젤라와이의 키.
Height of the Jelawai Heritage Tree, the tallest
tree at the Singapore Botanic Garden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300+
베트남 달랏 꽃 정원에 서식하는 꽃의 종류. 장미, 수국,
베트남 토종 야생화 등 다양한 꽃이 피어 있다.
Number of flower species at the Da Lat Flower Gardens in Viet Nam. The garden is home to a truly
vast array of flowers, including roses, hydrangeas,
and wildflowers that are native to Viet Nam.

55,000
pesos (PHP)
필리핀에서 판매하는 몬스테라 모
종 한 그루의 가격. 코로나19로 필
리핀 사람들이 가드닝에 관심을 두
면서 식물 가격이 폭등했다. 팬데
믹 이전에는 800페소였다고.
Price of a single monster tree, a
species that is sold in the Philippines. Plant prices seem to have
skyrocketed due to COVID-19
and Philippine people’s subsequent interest in gardening (the
pre-pandemic price was approximately 800 pesos).

563

billion rupiah (IDR)
2019년 인도네시아 원예
사업의 총 매출액으로 전
년 대비 8.33% 증가했다.
Total profits amassed by
Indonesia’s horticulture
industry in 2019, a yearon-year increase of 8.33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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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trum of
ASEAN gardens
From scenic sites to theme parks and even
Buddhist temples, ASEAN’s gardens embody a diversity
that cannot be summarized by one adjective.

타만 사라스와티 사원 등이 있다.

ASEAN culture is a culture of diversity: it is characterized by multiple cultural (Chinese, Indian, Arabic, etc.) and religious (Islam, Hinduism, Buddhism, Christianity, etc.) influences and represents a unique
blend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around 1,500 ethnic
groups. The region is part of the Indochina cultural sphere and has a
tropical and sub-tropical climate.
Geographically, ASEAN is made up of islands, peninsulas, and inland regions boasting many scenic attractions. Mountainous landscapes, characterized by tropical and dense mountain forests, as well
as coastal and river regions blend to create a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one of the most beautiful features being the lotus flowers commonly found at Buddhist temples. A particularly famous scenic spot is Viet Nam’s Halong Bay National Park, which is set against a
backdrop of approximately 3,000 mini-islands and recognized as one
of the world’s seven most beautiful natural sites.
ASEAN’s theme parks are highly-developed. Malaysia’s Resorts World
Genting, an hour’s drive north of Kuala Lumpur, is among the largest theme parks in Southeast Asia. Equipped with a casino, entertainment facilities, and hotels, Resorts World Genting, the brainchild of
Chinese-Malaysian businessman Tan Sri Lim Goh Tong, is often referred to as the “Las Vegas of Southeast Asia.”
Singapore, ASEAN’s wealthiest member in terms of per-capita GDP, is
home to many vertical gardens and “green walls” that cover its buildings. This practice of covering the outside of buildings with plants filters harmful gases. Prominent attractions that blend the city’s key
sites with an aesthetically-pleasing appearance include Gardens by
the Bay, Merlion Park, Singapore Botanic Gardens, and Jurong Bird
Park.
Another genre of ASEAN’s parks and gardens is the Buddhist garden, which is heavily influenced by Theravada Buddhism. Each ASEAN country has many sophisticated Theravada Buddhist temples and
pagodas, including Myanmar’s Shwedagon Pagoda (a large group of
golden pagodas) and Bagan Temples, one of the world’s three most
prominent Buddhist historic areas that is made up of a veritable forest of pagodas in a wide plain. Indonesia is also rich in Buddhist and
Hindu temples, including Borobudur and Pura Taman Saraswati.

글. 박경자 전통경관보전연구원 원장

By Bark Kyung-ja Director (Traditional Landscape Preservation Institute)

인도네시아 푸라타만 사라스와티 사원
Pura Taman Saraswati, Indonesia

아세안 정원의
스펙트럼
아세안의 정원은 명승지와 테마파크,
불교 사원에 이르기까지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성을 지녔다.

아세안 문화는 중국, 인도, 아랍 등의 다문화와 이슬람, 힌두교, 불교, 그
리스도 등 다종교의 영향을 받은 다양성이 돋보인다. 1,500종의 인종 집
단이 형성한 다양성과 공통성을 가진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또한 열
대, 아열대 기후대에 위치한 인도차이나 문화권이다.
아세안은 수려한 경승지이자 명승지로 내륙과 반도 및 도서지역으로 이
루어졌다. 야자수 등 열대림과 무성한 산림을 가진 산악 경관, 서로 조화
를 이루는 해안 및 강, 불교 사원의 연꽃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대표적
경승지이자 명승지인 베트남 하롱베이는 베트남 국립공원으로 3,000
개의 섬들이 떠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이다.
아세안은 테마파크가 발달했다. 말레이시아 리조트 월드 겐팅은 쿠알라
룸푸르 북쪽 1시간 거리에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테마파크로 1970년에
화교 림고통이 개장하여 카지노와 놀이시설, 휴양지의 기능을 함께 갖춘
‘동남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린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제1 경제대국이다. 도시 곳곳에 건물 벽면을 녹화한
수직정원과 구조물 등이 다수 분포해 건물 표면을 뒤덮은 식물로 유해가

베트남 하롱베이 국립공원
Ha Long Bay National Park, Viet Nam

스 여과 효과를 얻고 있다. 도시와 경관이 아름답게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머라이언 파크, 국립식물원, 주롱 새 공원 등이 대표
적인 명소다.
또한 소승불교 영향의 불교 정원이 발달했다. 미얀마의 황금탑이 수없이
늘어선 쉐다곤 파고다, 들판에 무수한 탑이 숲을 이루고, 세계 불교 3대
유적지인 바간 등 아세안 각국에 소승불교 영향으로 사원, 탑 문화가 발달
했다. 인도네시아에는 불교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외에도 힌두 사원 푸라

싱가포르 수직정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Borobudur,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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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gardens, Singapore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Gardens by the Bay,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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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Thailand’s
hidden treasure:
Nong Nooch Village

태국의
숨은 보배,
농눅 빌리지

The goal of Nong Nooch Village is
to be “a garden for everyone”.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정원’을 지향하다.

태국 남부에 위치한 휴양 도시 ‘파타야’ 하면 대부분
아름다운 해변과 푸짐한 해산물 요리 그리고 연중 즐
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를 떠올린다. 그러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 바로 세계적 수준
의 명품 정원이자 관광식물원인 농눅 빌리지(Nong
Nooch Village)다.
1954년 농눅 부부가 망고와 코코넛을 재배하는 과수
원을 사들인 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야자수를 심고 꽃
과 난초를 정성스럽게 가꾸어 점차 정원으로 탈바꿈
하였다. 전체 면적이 70여 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

스톤헨지 정원
Stonehenge Garden

지에 열대 숲을 조성하고 곳곳에 분위기가 다른 여러
테마 정원을 배치했다. 이를테면 태국의 시대별·지역
별 왕궁을 재현해놓거나 영국의 고대 유적 스톤헨지
와 비슷한 조경을 설계하는 식이다. 17세기 프랑스에
서 발달한 평면기하학식 정원은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을 법하다. 반듯한 정원에 정교한 황금빛 탑을 두어
태국의 불교문화와 유럽의 정원 양식이 조화를 이루
기도 한다.
공중 산책로를 따라 울창하고 시원한 열대의 야자수
숲길을 거닐다 보면 다채로운 조경이 펼쳐진다. 특히
큰 인기를 끄는 식물공원에는 1,000여 종에 달하는
진귀한 열대식물이 자태를 뽐낸다. 150여 종의 소철
과 200여 종의 고사리를 비롯해 500여 종에 달하는
난초와 희귀 선인장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정원의 한

For most people, Pattaya, a resort city in southern Thailand, brings
to mind beautiful beaches, an endless supply of seafood, and a yearround array of marine sports. There is one treasure, however, that is
still a bit of an insider tip for tourists: Nong Nooch Village — a veritable cornucopia of gardens!
Nong Nooch Village began in 1954, when it was a mango and coconut orchard that was purchased by Pisit and Nongnooch Tansacha.
With the help of local residents, the couple slowly transformed the
orchard into a garden, planting palm trees, orchids, and many other types of plants and flowers. The fruit of their labor is located on a
massive lot of nearly 2.5 square kilometers (over 700,000 pyeong)
and now includes a tropical forest and a variety of gardens, including some resembling the country’s different royal palace gardens and
one resembling the famous Stonehenge site in Britain. The design
of the Baroque Garden, matching the style of 17th-century France,
seems to have taken inspiration from the gardens surrounding the
Palace of Versailles. Yet another garden features a harmonious blend
of Thailand’s Buddhist culture — it even includes a golden pagoda —
and European gardening culture.
The public walking trail, which leads into a dense palm tree forest,
presents visitors with a view of diverse landscapes. The particularly
popular botanical garden features around 1,000 species of rare tropical plants, including 150 species of cycad, 200 species of bracken,
and 500 species of orchids and rare cacti. One noteworthy aspect of
the botanical garden is that it was clearly designed with a focus on
resembling natural environments as accurately as possible. To support this illusion, various highly-detailed animal figures such as mountain goats and flamingos were added throughout the garden.
Nong Nooch Village, which introduces the garden cultures of many
different ethnic groups and countries on the foundation of Thailand’s
tropical environment, is a multi-faceted cultural space and a true
global heritage.

요소로 생태적 특성을 세밀하게 묘사한 산양과 홍학

By Kang Ho-chul Professor (Department of Horticulture,

등 다양한 동물 조형물이 어우러져 자연 그대로의 모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습을 구현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지구촌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정원 양식을 태국의
열대 자연을 바탕으로 조성한 농눅 빌리지는 복합문
화공간이자 생태관광 자원으로 손색없는 세계의 유산
이다.
글과 사진. 강호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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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정원
Flamingo Garden

나비 언덕

이탈리아 정원

Butterfly Hill

Italian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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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라오스,
미식의 시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은 흔히 액티비티 천국 방비엥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루앙프라방으로 가기 위한 관문처럼 여겨
지곤 한다. 그러나 5개 나라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라오스의 다채
로운 미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걸어서 요리 속으로

‘달의 도시’란 의미를 지닌
비엔티안에
은은하게 떠오른 미식.

비엔티안의 중심부를 천천히 걸으며 미식의 세계에 빠져든다. 퍼
(Pho)는 베트남 쌀국수에서 유래하였으나 지금은 라오스의 대중
음식이 되었다. 한 삼 으아이 넝(Han Sam Euay Nong) 식당에서
는 여러 지방의 특색 있는 국수를 맛볼 수 있다. 그중 루앙프라방
스타일의 카오소이(Khao Soy)는 라오스식 고추장으로 양념한 다
진 돼지고기를 곁들인 음식이다. 컵 차이 더(Khop Chai Deu) 레
스토랑은 라오스 전통 음식뿐 아니라 태국과 독일 음식 등 메뉴가
폭넓다. 라오스 전통 요리를 한꺼번에 맛보고 싶다면 각 지역의 이
름을 딴 세트를 주문해보자. 루앙프라방 세트는 소고기와 다양한
향신료를 넣고 살짝 맵게 끓인 오람(Or Lam) 등으로 구성된다.

볼라벤 고원의 산물
라오스는 프랑스 통치 시기에 커피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자
연스럽게 카페 문화로 이어졌다. 남부의 볼라벤(Bolaven) 고원 지
대는 서늘한 기후와 적절한 강수량, 비옥한 화산토 덕분에 커피나
무 경작이 활발하다. 특히 팍송(Paksong)은 라오스 커피 열매의
95%가 생산되는 곳이다. 현지에서 유명한 카페 시눅(Café Sinouk)은 볼라벤 고원에서 수확한 생두로 고급 커피를 만든다. 판매
하는 원두는 로스팅 정도에 따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한국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달빛 아래서 한잔
해가 지기 전에 남푸(Nam Phu) 광장으로 향하자. ‘남푸’는 라오스
어로 분수를 뜻한다. 광장 중앙에 분수가 자리하고 그 주변으로 식
당과 바가 빙 둘러 늘어서 있다. 분수가 작동하는 오후 5시부터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며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진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꼬치구이 삥(Ping)을 곁들여 묵직하고 진득한 라오 맥주를 마셔본
다. 라오스 사람들이 먹는 방식 그대로 얼음을 섞어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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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 PDR:
A World of
Gastronomy

The gastronomical treasures of Vientiane,
referred to by some as the
“walled city of the moon,” are subtly enticing.

카오소이

카페 시눅

Khao Soy

Café Sinouk

Vientiane, the capital of Lao PDR, is often regarded as a
gateway to either Vang Vieng, a hotspot for outdoor activities, or the Town of Luang Prabang,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Less known is the fact that Vientiane is
a haven of diverse culinary cultures as Lao PDR shares
borders with five countries.
Journey into culinary wealth
One of the best ways to enjoy Vientiane’s foodie delights is by strolling through the city’s center. Pho, while
having its origins in the Vietnamese rice noodle dish of
the same name, is now a common Lao street food. Han
Sam Euay Nong, a restaurant in downtown Vientiane,
serves delicious noodle dishes from various regions, of
which Khao Soy, which originated from the Luang Prabang Province and includes chopped pork flavored
with Lao-style pepper paste, is especially popular. Another restaurant, Khop Chai Deu, offers not only traditional Lao food but also dishes from countries like Thailand and Germany. If you want to try a range of traditional food, all you have to do is choose from set menu
options that bear the name of a region in Lao PDR. The
centerpiece of the Luang Prabang set is or lam, a slightly spicy stew made with beef and multiple spices.
Produce of the Bolaven Plateau
Coffee production in Lao PDR began during French colonial rule, eventually leading to the creation of a sophisticated, diverse café culture. The Bolaven Plateau in southern Lao PDR is a prime location for coffee tree plantations due to the region’s relatively cool climate, high rainfall, and rich volcanic soil, with the vast majority (95 percent) produced in Paksong. Sinouk Coffee, a famous
high-end coffee franchise, uses only coffee fruit that are
harvested from the Bolaven Plateau. Aside from its “Bolavens Treasure” range, the company’s coffee bean is
categorized into five types (Indochinese, Italian, French,
Japanese, Korean) depending on the roasting degree.

삥과 라오 맥주
Ping and Lao beer

남푸광장
Nam Phu Square

A glass of cold beer under the moon
Head to Nam Phu (Lao for “fountain”) Square before
sunset. As its name suggests, there is a fountain in the
center of the square that is surrounded on both sides
by restaurants and bars. The mood becomes more festive at 5 p.m., which is when the fountain is activated
together with upbeat music. The perfect activity at this
time of day is to sit at an outdoor table while enjoying
ping, grilled meat skewers, with a glass of strong, heavy
Lao beer. Don’t forget to drink the beer in authentic Lao
style—with plenty of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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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는 동화 작가

오혜진

오혜진 작가는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여섯
남매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2008년 1월 고국을
떠나 밟은 낯선 땅 한국에서 난생처음 찬 공기를
느꼈고, 그대로 쭉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동화 작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Oh Hye-jin:

What made you decide to write and publish children’s
books?
When I started reading books to my son and daughter when
they were 2-3 years old. I started because of my children, but
the book reading ultimately was very helpful for me in improving my Korean pronunciation and reading skills. As in most
families, children pay attention only at the beginning, with only me left with the book at the end. (laughs) That’s how I started getting interested in children’s books and eventually decided to write my own when I was presented with the opportunity to publish a children’s book in Korean on a Philippine folk
tale.

Children’s book author
from Jeju-do
Oh Hye-jin was born in Mindanao, the secondlargest island in the Philippines, as the second of
six children. Since leaving her native country in
January 2008, Oh has lived in Korea where she had
her first experience of chilly winter air. For its June
issue, the ACH Monthly sat down with Oh, who
lives on Jeju-do, as a children’s book author and
mother of two children, to hear more about her life
and work.

제주도에 거주하신다고 들었는데, 제주살이는 어떤가요?

내용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 물

2017년 3월 남편의 직장을 따라 온 가족이 제주도로 이사 오게

건을 찾지 못해 혼난 적이 있는데, 지금 제 딸에게서 그 모습이

됐어요. 주말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한라산에도 올랐습니다.

보여요. 딸아이가 파인애플이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웃음)

Can you introduce one of your books for the ACH Monthly
readers?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Legend of the Pineapple”. If
you ask a small child to bring something to you, chances are
that they will say they cannot find the object—even if it is
right in front of them. The story is about a girl who turns into a pineapple, a fruit that has many “eyes.” I’m sure most
adults have this experience. I was often scolded as a child
because I couldn’t find things: today, I often see my younger
self in my daughter. Hopefully she doesn’t turn into a pineapple! (laughs)

평소엔 가볍게 오름을 오르거나 바닷가 산책도 하고요. 공기가
깨끗해서인지 서울에서 앓던 비염이 마술처럼 싹 없어졌어요. 답

동화 작가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답할 땐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고쳐 쓰고 수차례 검수 과정을 마친 후 책이 나

언제든 바닷가에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면 ‘내가 쓴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
다.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야기를 쓴다거나 책으로 만

동화책은 어떤 계기로 출간하시게 됐나요?

들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책은 공부를 잘하는 사

2~3살 무렵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부터예요. 아이들을 위해

람만, 전문가만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

시작했지만 한국어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제 발음과 읽기 실력이

했던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벅찬 성취감을 느껴요.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처음에만 집중을 하고 결국에는
엄마인 저 혼자만 읽게 되더라고요.(웃음) 이때부터 동화책에 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심을 갖게 됐고, 필리핀의 옛날이야기를 한국어 동화책으로 제

올해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필리핀

작할 기회가 생겨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영어, 한국어 3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회복지사로 더 많은 사
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4년 후 사회복지사가 된 제 모습

작가님의 동화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바람이 있다면 좀 더 재미있는

여러 이야기 중 <파인애플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동화책을 쓰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친절한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물건이 코앞에 있는데도 안 보인

사회복지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눈이 많은 파인애플이 되는
12

We understand that you live on Jeju-do. What is “Jeju life”
really like?
The entire family moved to Jeju-do in March 2017 when my
husband’s job transferred him there. We explored the island each weekend and even climbed Hallasan a few times.
Usually, we take light walks on one of Jeju-do’s many oreum [parasitic cone] or at the beach. The rhinitis that I suffered so chronically in Seoul disappeared as if by magic—
I think it’s because the air is cleaner on Jeju-do. I like being
able to open a window and look out at the sea whenever I’m
stressed to clear my brain and feel more at peace emotionally. I love being able to go to the beach whenever I want.

What is the most satisfying part of being a children’s book
author?
It’s very satisfying to see the story that I re-wrote several
times and that was edited many more times published as a
book that is sold in bookstores. I think to myself, ‘My story
has finally come out into the world!’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had no idea that I would write a book about myself or
my home country. I thought that books were written by people who did well in school or are experts in their field. I feel
a huge sense of accomplishment in having done something
that I didn’t ever think was possible.
What are your short- and long-term plans?
I entered Seoul Cyber University this year as a student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 want to be of help to
as many people as I can through on my ability to speak
three languages (Filipino, English, and Korean). I can’t wait
to see myself as a social worker four years from now! Another thing that I want to try is writing another children’s
book—one that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Legend of
the Pineapple”. I want to live a new life as an approachable, friendly social worker who reads books to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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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NEWS

술술~ 라오어 한마디

아세안 식물의 보고,

국립세종수목원

Let’s Talk! Lao

이번 호에서는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Sejong National
Arboretum

라오스 요리 중 코코넛 밀크와 향신료를 듬뿍 넣은 닭고기 수프 카까이(Tom Kha Kai) 어떠세요?

A repository of ASEAN plants

싸바이디!(안녕하세요!)
여행지에서 짧게라도 현지어로 말을 건네면, 그 나라의 문화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Sa Bāi Dī!(Hello!)
For this month’s issue of ACH Monthly, we will be learning expressions that can be used at a restaurant.
How about Tom Kha Kai, a Lao-style chicken soup that is full of spices and coconut milk?

식당에서 사용하는 라오어
Restaurant conversation in Lao

서울에서 약 140km를 달려 세종시에 위치한 국립세
종수목원으로 향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수목
원인 이곳은 65만 m2의 커다란 규모를 자랑한다. 이

주문하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order?
ໃຫ້ຈົດລາຍການອາຫານເລີຍບໍ?
하이 쫃 라이 깐 아 한 레오이 버?

하니 방문 시 참고하자.

The Sejong National Arboretum is located a 140 kilometer
drive from Seoul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arboretum, which is Korea’s first urban arboretum, boasts a
massive 650,000 square meter lot that houses many greenhouses, of which the most eye-catching is the Four Seasons
Exhibition Greenhouse. From the sky, the greenhouse looks
like a flower in full bloom. It was designed to visualize the
three petals of an iris, a monocotyledon, and is comprised
of three parts: the Mediterranean Exhibition Greenhouse,
the Tropical Exhibition Greenhouse, and the Special Exhibition Greenhouse. The Mediterranean greenhouse houses
228 species, including Queensland bottle trees, olive trees,
date palms, and bougainvillias, and a 32-meter observatory. The tropical greenhouse has a deck trail that is lined with
437 tree species, including tree ferns, Alstonias, and Bodhi
trees.
One interesting feature of the tropical greenhouse is the
presence of plant life that live in climates that are very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Temperature is maintained at 30 degrees Celsius, and humidity at 70%, giving visitors a taste of
ASEAN’s hot and humid forests. The massive Alstonia scholaris, which is today often regarded as a symbol of the arboretum, was imported from Indonesia; it can grow up to 32
meters tall and is usually used to make musical instruments
and pencils. Visitors can also see the Malaysian black bat
flower, which grows in shaded areas in hot and humid tropical regions and whose petals resemble a bat’s wings. The
arboretum, which skillfully creates a distinctive ASEAN atmosphere through plants alone, may be the best way to experience ASEAN’s nature in Korea—especially with international travel still highly restricted due to COVID-19. The Sejong National Arboretum is operated weekly from Tuesday
through Sunday. Visitors are advised to remember that final
admission is at 17:00 in the summer and 16:00 in the winter.

출처: 국립세종수목원

Source: Sejong National Arboretum

곳은 수많은 온실로 이뤄져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목할
네.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Yes. What is the most popular item
on your menu?
ເຈົ້າ, ຢູ່ນີ້ ອາຫານທີ່ນິຍົມທີ່ສຸດແມ່ນຫຍັງ?
짜오, 유 니 아 한 티 니 염 티 쑫 맨 냥?

만한 곳은 사계절전시온실이다. 사계절전시온실의 외
양은 마치 꽃잎 같다. 외떡잎식물인 붓꽃의 3수성(꽃
잎)을 형상화해 디자인한 공간으로 지중해전시온실과
열대전시온실, 특별기획전시관의 총 세 구역으로 나뉜
다. 지중해 식물 전시원에는 물병나무와 올리브, 대추

닭고기 요리입니다.
Our chicken dish is very famous.
ແມ່ນອາຫານຈໍາພວກຊີ້ນໄກ່່
맨 아 한 짬 푸악 씬 까이.

야자, 부겐빌레아 등 228종의 식물과 32m에 달하는
높이의 전망대가 자리해 있고, 열대 식물 온실에는 데
크 길을 따라 나무고사리, 알스토니아, 보리수나무 등
맵나요?
Is it spicy?
ເຜັດບໍ?
펫 버?

맵기보다는 신맛이 납니다.
It is not too spicy, but it does have a sour taste.
ສົ້ມຫຼາຍກວ່າເຜັດ
쏨 라이 꾸아 펫.

437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특히 열대전시온실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기후에서
서식해 만나보기 어려운 여러 식물들이 눈길을 끈다.
온도 30℃, 습도 70%가 유지되어 아세안의 후텁지근
한 숲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 이곳의 상징
과도 같은 커다란 흑판수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수해온
것으로 최대 32m까지 자란다. 악기와 연필의 재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원산지의 검은박쥐꽃도

그것으로 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I’ll take it. How long will it take?
ເອົາ ເມນູ ນັ້ນ ໃຫ້ແນ່. ໃຊ້ເວລາດົນປານໃດ?
아우 메뉴 난 하이 내. 싸이 베라 돈 빤 다이?

만나볼 수 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열대 지역의 그늘
에서 서식하는 꽃으로 꽃잎이 박쥐의 날개를 꼭 닮았
다. 식물 그 자체만으로 아세안의 정취가 느껴지는 이
곳은 코로나19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요즘 아세안
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It will take about 30 minutes to finish cooking.
ປະມານ 30 ນາທີ
빠 만 삼십 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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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하절
기에는 오후 5시, 동절기에는 오후 4시에 입장을 마감
번역 및 감수: 사단법인 한국-라오스 친선협회 회원 친다완 비리봉
Translated and edited by Chindavah Vilivong
(Korea-Laos Friendship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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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문화원의 6월 주요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Main Events in June at the ACH

https://www.ach.or.kr/achNewsletter

June

Sun

Mon

Tue

		1
3.15(월) ~ 6.3(목)
2021 상반기 아세안 언어강좌

인도네시아
빤짜실라의 날

Pancasila Day
[Indonesia]

Wed

Thu

Fri

Sat

2

3

4

5

12

March 15 to June 3
ASEAN Language Courses
for First Half of 2021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www.ach.or.kr

April 12 to June 4
The 4th Design Contest

ASEAN Culture Hous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6

Memorial Day
[Korea]

13

7

말레이시아
양 디페르투안 아공
탄생일

H.M. Queen
Suthida’s Birthday
Anniversary
[Thailand]

4.12(월) ~ 6.4(금)
제4회 아세안문화원 디자인 공모전

아세안문화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 현충일

태국 수티다 왕비
탄생 기념일

ACH Website www.ach.or.kr

8

9

10

11

15

16

17

18

Yang di-Pertuan
Agong’s Birthday
[Malaysia]

14

5.28(금) ~ 7.31(토)
2021 상반기 아세안 요리교실(봄&여름)

캄보디아
노로돔
모니니아트
시아누크
태후의 탄생일

필리핀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The Philippines]

19

Queen
Norodom
Monineath
Sihanouk’s
Birthday
[Cambodia]

요리체험실(3층)

May 28 to July 31
2021 ASEAN Cooking Class
(Spring & Summer)
Cooking Studio (3F)

20

21

22

23

24

26

25

4.30(금) ~ 8.1(일)
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
<친근하고도 신비한 아세안의 동물들>

27

기획전시실(1층)

~ 6.30(수)
April 30 to August 1
				
28		 29		 30		
아세안을 엮다,

2021 ASEAN Culture House
Special Exhibition
“ASEAN Animals:
Depictions of Animals
in ASEAN Arts & Cultures”

아세안을 잇다
상설전시실(2층)

To June 30
ASEAN Way of Life: Its Diversity and Unity
Permanent Exhibition Gallery (2F)

Special Exhibition Gallery (1F)

상설전시 On Going
‘한국 속의 아세안, 아세안 속의 한국’ 벽면 사진전
‘ASEAN in Korea, Korea in ASEAN’ Hallway Photo Exhibition
복도(2층) Corridor (2F)

아세안문화원 온라인 전시
ACH Online Exhibition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ACH Website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or details, please visit the ACH website.

주소 Address

운영시간 Opening Hours

481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62

화요일 - 금요일 Tuesday - Friday: 10:00 - 18:00

162 Jwadong-ro, Haeundae-gu,Busan 48108,

토요일 & 일요일 Saturday & Sunday: 10:00 - 19:00

Republic of Korea

월요일 & 공휴일 휴관 Monday & Public Holidays: Closed

아세안문화원은 2017년 9월 개원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Since the opening of the ASEAN Culture House in September 2017, it has been operated by the Kore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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