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の季節の食べ物、擬態語、擬声語も紹介します！

後日録画を特設ページで視聴できます！

9月もシンポジウムやります！
メールマガジンでお知らせするので、

受信設定を「許可」にしてお待ちください！
お楽しみに！

solgot

2003年に韓国伝統
文学のPHDを取得。
趣味は韓国語カリグ

ラフィー。
国内外で展覧会を行
う実力あり。

Song

大学卒業したばか
り、まだ韓国語講師
としては新米です！
自分も外国語を学ん
だ経験を生かしてわ
かりやすい勉強方法

を研究中。

Caoli

中学生からずっと韓
国びいき！趣味は外
国の美味しいものを
食べること。韓国在
住10年の経験を元に
韓国料理の酸いも甘
いも知ってます。

チェ・ヨンヒ先生 ソン先生 かおり先生



삼 계 탕

최영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최영희 입니다.

•제 전공은 국어국문학인데, 고전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정년이 되고 퇴직한 후에 현재는 대학원에서 다시 한국어교
육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좋
은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한국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
신분, 그리고 언어를 배우면서 좋은 친구를 만들어 가고 싶
스신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식가로 알려진 무라카미 류

(村上龍)은 자신의 소설 “달

콤한 악마가 내 안으로 들어왔

다＂에서 삼계탕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요리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찬사를 받은 삼계
탕은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이열치열(以熱治熱)
의 지혜 덕분에 나온 음
식입니다. 한국의 선조들
은 삼복더위가 시작되면
병아리보다 조금 큰 토종
닭인 연계(軟鷄)에 인삼
과 약재를 함께 넣어 끓
인 삼계탕을 먹어 ‘보신
(補身)을 했습니다.



사위가 처가댁에

들렀들 때 장모가 잘

키운 씨암탉을 잡아 정

성으로 끓여 대접하는

것이 전통 풍습으로 여

겨져 왔습니다



삼계탕을 만들 때는 백색 토종닭을 냉장고에

숙성시킨 후에 물에서 2시간 이상 끓이고 함께

넣는 약재로 건삼과 향과 맛이 나도록 녹각, 

황기를 오래 끓여서 식힌 것을 같이 넣어 푹

끓입니다. 마늘, 대추, 풋고추, 은행, 밤 등과

불린 찹쌀을 넣습니다. 삼계탕을 끓이는 그릇

은 금속그릇을 피하고 돌솥이나 뚝배기에 뜨겁

게 끓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질에서 양인(陽人)에게는 인삼이 맞

지 않는다고 하나 양을 조절하거나 다

른 약재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무

방합니다. 칼로리가 걱정되는 사람은

삼계탕을 먹을 때에 기름이 많은 닭껍

질을 줄이고, 한 그릇 양을 줄여서 먹

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유행 연도별 트렌드
We would like to offer you a stylish and reasonable presentation that will help you to promote y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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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유행 음식

불닭 볶음면의 탄생

2012년 불닭볶음면이 나오고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자체도 맛있지만
스트링 치즈를 사서 같이 넣어 먹거나 
배가 고픈 학생들은 삼각깁밥을 넣어
서 부셔먹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맵지만 맛있어서
덜 맵게 먹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2013 – 2014 유행 음식

불닭 볶음면의 탄생
     

      불닭 볶음면 + 조합으로 매운맛 중화



2013 – 2014 유행 음식

후식으로 설빙 인절미 빙수



2013 – 2014 유행 음식

밥버거

            싸고 다양한 메뉴, 든든한 한끼 식사



2013 – 2014 유행 음식

전주 한옥마을 ( 제가 사는 도시 )
  
       14년 페이스북에서 한옥마을 여행 인증 열풍 

            



2013 – 2014 유행 음식

전주 한옥마을 ( 제가 사는 도시 )
  

            



2013 – 2014 유행 음식

전주 한옥마을 ( 제가 사는 도시 )
  

            



2015 – 2016 유행 음식

대왕 카스텔이라 ( 대만에서 유명한 간식 ) 

  영화 기생충에 송강호가 망한 사업으로 나옴



2015 – 2016 유행 음식

치즈등갈비
   

        엄청 유행했으나, 이제는 보기 힘든 요리 



2015 – 2016 유행 음식

연어 무한리필 + 간장새우 무한리필

연어 + 간장새우 + 양념새우 + 간장게장 도 하는 집도



2017 – 2018 유행 음식

명량 핫도그

2016년 천원짜리 핫도그를 시작으로 

치즈핫도그가 대히트 

신오쿠보에서도 줄서서 먹는 것을 보고 놀
랐습니다. 



2017 – 2018 유행 음식

마카롱

쫀득하고 달달한 맛과 이쁜 비쥬얼이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 선물로도 굿

일반적인 마카롱을 시작으로
뚱카롱으로 업그레이드



2017 – 2018 유행 음식

인기가요 샌드위치

아이돌들이 인기가요를 하기 전에 
먹는 샌드위치가 맛있다고 하면서 

편의점에서 레시피를 분석하여 
만든 샌드위치입니다. 



2019 – 2020 유행 음식

마라탕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 맛과
 다양한 식감의 두부, 야채, 고기, 버
섯, 면을 고를 수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것저것 고르다보면 
엄청 비싸게 나오니 조심하세요. 



2019 – 2020 유행 음식

코로나로 인해 유행한 음식

 쌉살한 쓴맛과 단맛, 심심함을 달래주기 위한 커피 400번 젓기



2019 – 2020 유행 음식

코로나로 인해 유행한 음식

폭신한 식감과 예쁜 비쥬얼을 위해 달걀 천 번 젓기



음식을 먹을 때, 만들 때 쓰는 의성어, 의태어

냠냠 :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소리나 모양
 예 ) 내가 한 요리를 아이들이 냠냠거리며 맛있게 먹었다.
       
벌컥벌컥 : 물이나 음료, 술 등을 거침없이 마시는 소리나 모양
 예 ) 그가 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 튀어나온 목젖이 멋있었다. 

쩝쩝 : 음식을 요란하게 먹을 때 나는 소리나 모양 
 예 ) 내 친구가 쩝쩝대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밥 먹기 싫어진다. 

후루룩 : 국물이나 면 등을 들이마시며 먹는 소리나 모양
예 ) 라면은 후루룩 거리며 먹는 게 맛있다.



음식을 먹을 때, 만들 때 쓰는 의성어, 의태어

빠삭빠삭 :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음식을 깨무는 소리
 예 ) 후라이드 치킨이 빠삭빠삭해서 맛잇다. 

아삭 아삭 : 연하고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따위를 베어 물 때 
나는 소리 

예 ) 아삭아삭한 사과를 먹으면 기분이 좋다. 

보글보글 : 잇따라 작은 거품이 일어나는 소리 
예 )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거리는 소리가 맛있게 들린다.

지글지글 :  적은 양의 액체나 기름 따위가 걸쭉하게 잦아들
면서 자꾸 세게 끓는 소리

예 ) 곱창과 막창이 지글지글 구워진다.



음식을 먹을 때, 만들 때 쓰는 의성어, 의태어

쫄깃쫄깃 : 씹히는 맛이 매우 차지고 질긴 듯한 느낌
예 ) 문어가 잘 익어서 쫄깃쫄깃 하니 맛있다. 

질겅질겅 : 질긴 물건을 거칠게 자꾸 씹는 모양
예 ) 마른 오징어와 육포를 질겅질겅 씹으며 맥주를 마신다.

사르르 : 눈이나 얼음 따위가 저절로 살살 녹는 모양
예 ) 소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톡톡 : 작은 것이 자꾸 튀거나 터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예 ) 볶음밥에서 날치알이 톡톡 튀는 맛이 좋다. 



THANK YOU



사할린의 한국 음식  
caoli

@cafetalk심포지엄 
2020/08/20

사진: 사할린향토박물관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2020년 1월~3월 
사할린 어학연수



사할린 한인（サハリン韓人）とは
•サハリン：現在はロシア、1900

～1945年まで南部が日本領・樺
太 

•日本統治下の朝鮮半島から自発
的・強制的に労働者として樺太
に渡った人とその子孫 

•現在サハリンの人口約50万人の
うち、約2万人がサハリン韓人

↓이 섬이 바로 사할린!↓



사할린…이런 곳입니다
•サハリンの北海道感は異常（州都ユジノサハリンスクは日本統治時代「豊原」
という名前だったが、札幌を模倣して街づくりが行われたため「小札幌」の異
名をとっていた） 

•サハリン韓人がたくさんいる他、キルギスなど中央アジアからの出稼ぎ労働
者、北朝鮮からの派遣労働者もいるため街を歩いているとアジア系の人によく
出くわす 

•日本でも韓国料理は今やポピュラーな食べ物だが、サハリンにおける韓国料理
はポピュラーどころの騒ぎじゃない 

•転勤・進学などでサハリン人がモスクワなど大陸に行くと、キムチ・昆布・パ
ンチャンがなくて泣く



사할린에 넘쳐나는 한국 음식!
フードコートに行けば100％ある韓国料理屋。サハリン最大（多分）のこのフードコートには３軒も



사할린에 넘쳐나는 한국 음식!

・スーパーには韓国直輸入の調味料・ 

お菓子・ラーメン・飲み物などが溢れている 

・メイドインサハリンのキムチやパンチャンも 

（日本の物も何でもある。猫砂まであってビビった） 

安定の오뚜기ブランド！
おなじみ종갓집 김치!



사할린에 넘쳐나
는 한국 음식!

• スーパーのお惣菜コーナー
のお惣菜はほぼ韓国式반찬 

• 韓国カップラーメンのライ
ンナップも余裕で日本以
上



キムチ冷蔵庫まで売って
いる…サハリン恐るべし  
（韓国人留学生いわく、やっぱり韓国
よりちょっと高いとのことでした。）

韓国の家電によく貼ってある
あのシール（名前不明）も
バッチリ貼ってあります



사할린式 한국 음식

•日本統治時代の影響が感じられる 

•人参の多用（高麗人※ロシア大陸・中央アジアの韓国系住民

の影響か？） 

•辛くない（ロシア人の辛さ耐性のなさは異常） 

•韓国にはおそらくない生鮭のキムチ 

•サハリン人昆布好きすぎ問題（チョコレートに
まで入ってる）



いろんなところで見
かけた豚キムチ炒め
みたいなのが入った
マンドゥ（美味）

豚キムチ炒めとボル
シチという素敵な韓
露折衷メニューは学
食の定番（美味）

ビーツのナムルは微妙すぎてな
んとも・・・手前は감자탕



ジョージア料理も뚝배기で出てくるレベル 
（뚝배기がごく普通の調理器具）



・アプリか店のホームページから簡単注文 

・１人前からOK  

・「道わからん」とか電話かかってくるからロシア語力も鍛えられて一石二鳥 
・치맥もできます 

배달文化あります！



한국 요리 교실 체
험하기

• 선생님은 한국 분 

• 부엌이 있는 교실! 

•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러
시아인(백인) 

• 선생님이 사할린의 한국 음식 디스하셔서 당
황…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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