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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 Taste of Korea

Korea is made up of many provinces and each 

province has its special dishes made from local 
지 방 . . . . . . .

produce. 
농 산 물 . . . .

The local cuisine using their local produces gives 

diverse and unique flavors to Korean food. Let’s see 
맛 . .

the local produce from three provinces and the 

festivals devoted to it.
기 여 하 는 . .

Insam(Ginseng) from Punggi, Gyeongsangbuk-do

Korean ginseng is widely known for its health 
w i d e ( X )

benefits. Most of all, it has a high content of 

‘saponin,’ which is effective in controlling blood 
병 렬 a . . .

pressure and energizing the body. 
병 렬 b . . . .

The Ginseng Festival in Punggi offers several fun 
선보인다 . .

and unique programs to display the benefits of 
독 특 한 . .

Korean ginseng, including ginseng massages, a 

ginseng sauna, and even a ginseng dish contest.

  

번역

한국은 여러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방에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특별한 요리가 있다. 

그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지역 요리는 한국음식에 

다양하고 독특한 맛을 제공한다. 여기에 세 지역에

서 온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열심히 알리려는 축제

들을 보자.

한국의 인삼은 건강상의 효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인삼은 ‘사포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사포닌은 혈압을 조절하고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데 효과적이다. 

풍기의 인삼 축제에서는 우리나라 인삼의 효능을 

보여 주기 위해 인삼 마사지, 인삼 사우나, 심지어 

인삼 요리 대회를 포함한 여러 재미있고 독특한 프

로그램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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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seng is often used in oriental medicines. 

Also, many Korean dishes include ginseng such as 
들 어 간 다

ginseng Bibimbap, ginseng jelly, ginseng drinks, and 

etc. One of the most popular ginseng dishes is 

Samgyetang, chicken ginseng soup. 

It has a young chicken, stuffed with various 

ingredients, cooked in a delicious broth. It is 
국 물 . .

traditionally eaten during the hot summer months for 

its nutrients.

Hanu(Korean Beef) from Hoengseong, Gangwon-do

  

The Hoengseong Hanu Has long been regarded as 

the best beef in Korea. The clean air and water of the 

region guarantee its quality. 
보 장 한 다 . . .

The Hoengseong Hanu Festival is held to promote 

Hoengseong beef, which is used in a variety of 

dishes such as Bulgogi, Tteokgalbi, grilled Galbi, 

Yukgaejang, beef Jangjorim, and Sanjeok. 

Many surveys show / Bulgogi is a favorite dish for 

foreigners. This thinly sliced meat has a smoky and 
저 민 . . . 그 을 린 . . .

sweet flavor when cooked on the grill. 

To eat Bulgogi, a person usually wraps the grilled 
병 렬 a . .

meat in lettuce or a sesame leaf and seasons it with 
병 렬 b . . .

Ssamjang. Here is the recipe.

인삼은 한약에서 자주 이용된다.

또한 인삼 비빔밥, 인삼 젤리, 인삼 음료 같은 많은 

한국 요리에 인삼이 들어간다. 가장 인기 있는 인삼 

요리 중 하나로 삼계탕, 즉 닭고기 인삼탕이다. 

삼계탕에는 다양한 재료로 속이 채워진, 국물에 삶

은 영계가 들어 있다. 그 영양가 때문에 삼계탕은 

전통적으로 더운 여름철에 먹는다.

횡성 한우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최상의 쇠고기로 

여겨졌다. 그 지역의 맑은 공기와 물이 그 품질을 

보장한다. 

횡성 한우 축제는 횡성 한우를 홍보하기 위해 열리

는데, 횡성 한우는 불고기, 떡갈비, 갈비구이, 육개

장, 쇠고기 장조림, 산적 같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

된다. 

많은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불고기는 외국인들이 좋

아하는 음식이다. 이 얇게 저민 고기는 석쇠에 구웠

을 때, 그을린 듯 달콤한 맛이 있다. 

불고기를 먹으려면, 보통은 구운 고기를 상추나 깻

잎에 싸서 쌈장으로 양념을 해서 먹는다. 다음은 그 

요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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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ogi Recipe> 

Ingredients

1 lb thinly sliced beef

5 tbsp sugar

1/2 cup soy sauce            

2 cloves finely chopped garlic

1/4 tsp salt              

2 tbsp sesame oil

2 tbsp toasted sesame seeds    

1 cup split green onions

Recipe

1. Put all the ingredients for the sauce in a bowl and 
병 렬 a

mix.
병 렬 b

2. Add the sauce to the beef. Put it in the refrigerator 

for at least two hours.

3. Grill or stir-fry the beef until it is well done.
볶 다

4. Serve with rice, lettuce, sesame leaves, and side 
차려내다 . . .

dishes.

<Bulgogi Recipe>

1. 소스용 모든 재료를 그릇에 넣고 섞는다.

2. 소스를 쇠고기에 넣는다. 재운 쇠고기를 적어도 

2시간은 냉장고에 넣어 둔다.

3. 잘 익을 때까지 쇠고기를 굽거나 저어서 볶는다.

4. 밥, 상추, 깻잎, 반찬과 함께 차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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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bi(a Dried Yellow Croaker) from Yeonggwang, 

Jeollanam-do

Yeonggwang Gulbi has been famous as a side dish 

for the rich. It is filled with plenty of fish eggs and 

oil, which makes it the best fish all around the 

country. 

It has a wonderful taste, helped by the mild sea wind 

and a traditional recipe from Beopseongpo, 
제 조 기 법

Yeonggwang Gulbi Village. 

It is promoted by the Beopseongpo Dano Gulbi 
홍 보 되 다 . . .

Festival. Yeonggwang Gulbi contains plenty of fish 

oil even after it is dried. 

So, it tastes very special and wonderful when it is 

cooked with no additional seasonings. 
조 리 되 다

It is just a little bit salty, so it makes people eat  
짠 . . . to eat(X)

more rice than usual. That is why it has the 

nickname ‘rice stealer.’ 

• 원인 + that is(그래서) + 결과 

  

번역

영광 굴비는 부자들의 반찬으로 유명했다. 영광 굴

비는 알과 기름이 풍부하여 전국에서 최상의 생선

이 되었다. 

굴비는 영광 굴비 마을인 법성포의 온화한 해풍과 

전통적 제조 기법으로 인해 그 진미를 유지한다. 

굴비는 법성포 단오 굴비 축제를 통해 홍보된다. 영

광 굴비는 말린 뒤에도 기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양념을 하지 않고 조리해도 아주 특별하고 

근사한 맛이 난다. 

굴비는 약간 짠맛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상시

보다 더 많은 밥을 먹게 된다. 그래서 굴비의 별칭

이 ‘밥도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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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an also be made into Gulbimaeuntang, 

Gulbijorim, and Gulbiyeongyangbap.

The amazing diversity of Korean regional cuisines 

and local specialties can be explored in food 

festivals all year round.

You can have rice cakes in the Icheon Rice Culture 
먹 다 . .

Festival, the foods of 22 cities and towns of 

Jeollanam-do in the Namdo Food Culture Festival, 

and other Korean foods in many festivals. 

Pay a visit to these local food festivals and have a 

chance to try the real taste of Korea.

• chance to do: ~할 기회 / chance of -ing: ~할 가능성

  

번역

굴비는 굴비 매운탕, 굴비 조림, 굴비 영양밥으로도 

만들어진다.

한국 지방 요리의 놀라운 다양성과 지역 특산물은 

1년 내내 열리는 음식 축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천 쌀 문화 축제에서 떡을, 남도 음식 문화 축제

에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음식들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축제에서도 온갖 음식을 먹을 수 있

다. 

이들 지방 음식 축제에 들러 한국의 진정한 맛을 즐

길 기회를 가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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