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
n

g
.t

a
n

ta
n

i.
co

m

Healthy and tasty food culture learning 

from the food fairy

1420-6 Seocho-Dong, Seocho-Gu, 

Seoul 137-070 KOREA

Tel: +(82 2) 523 6766    Fax: +(82 2) 588 8060

Email: Veronica Park (Foreign rights) 

parkde@tantani.com

The ChoiceMaker Korea Co.

http://thechoicemaker.tistory.com
Phone: +82 2 322 3464
Fax: +82 2 322 4464

Contact

Greg Taylor | Foreign Rights & Export
tcmkr6@kornet.net

Charlie Cheung | Foreign Rights & Export
thechoicemaker@gmail.com

Jenny Lim | Director, Administration
jenny@thechoicemaker.com

International Sales & Foreign Rignts



Tan Tan Icook makes children read and learn with enjoyment.

Let's find out about food and culture and help children have a sharing and loving mind through food.

Let's make children's bodies grow healthily through good eating habits.

Korean Foods: Our food journey 9 books

Discover our ancestor's wisdom and culture and learn about traditional Korean food. These interesting books

tell the story of Korean food, from familiar foods to various unique foods from all over the country.

Ingredients: Food ingredients magnifying glass 8 books

Hear the tasty stories which are hidden in these ingredients. These informative picture books are full of curious

tales from a pollack's journey to a potato that flew into space.

Food culture of the world 10 books

Take a food culture trip with the pleasant and bright characters in these books. Broaden your mind and

thoughts with these mouth-watering food stories, such as American BBQ, Japanese Sushi and Italian Pizza.

Healthy and delicious 6 books

These books contain information that shows kids good and healthy eating habits. Help them become mindful

about what they eat and the way they eat. Characters that are like friends help children realize what it means to

have healthy minds and bodies in these stories.

Sweet and sour food fairy tales 7 books

Containing stories about life with neighbors and friends, these books describe fairy tales which mix tasty food with loving

characters. These are tasty and happy stories to help children develop generous and sharing minds.

Inside food, inside cooking: exploring food 7 books

Through interesting food stories children can learn all about society, language, science and economy. Children have

an exploring mind and growing curiosity about the world around them and these books will help them have the

power to understand that world.

Cook cook: simple recipes for kids 5 books

Happy cooking with the whole family! Children's love for family grows together with their creativ-

ity. Children's sociability grows by cooking for themselves and sharing food. 

Smart eating 5 books

These interesting stories will make food twice as nutritious

and tasty, helping children eat food smartly.

Food Trip Around the World 1 book

Children will have knowledge and

interest in the world, as they jour-

ney from country to country and

learn that food makes the world go

round. grows by cooking for them-

selves and sharing food. 

Food recipes 2 titles

Children can come one step closer to the world

through cooking food for themselves.



Korean Foods: 
Our food journey | 9 book

Steamed Rice
Author: Seongju PARK│Illustrator: Sangeon HAN

Let's find out how we get steamed

rice from the rice plants through

the story of a boy who eats three

pots of rice.

Soup and Seasoned Vegetables
Author: Miae LEE│Illustrator: Guson MUN

Una's field is valuable food stor-

age. Let's hear the story about set-

ting the table from the expert cook,

Grandma and the novice auntie.

The Food of Korea, Kimchi
Author and illustrator: Hyang Lang CHWAE

Today Gyorae is making Kimchi in her kindergarten. Her Grandma

will be Kimchi teacher for the day, showing all the children how to

make this special dish. Little hands chop shallot and garlic under

Grandma's instruction. How will it taste?

Twelve Months of  Korean Holiday Food
Author: Nansook KANG│Illustrator: Ju Hwun LEE

Every month Korea has a special day... Our ancestors protected their

health and enjoyed the seasons by cooking tasty food with fresh

ingredients according to the season. Let's find out what food they

cooked and how they spent these special days from this book.

Sweet and Aromatic Korean snacks
Author: Jeong Hui PARK│Illustrator: Jihae HONG

Sunny visits his great grandma with his

aunt and discovers a secret, a healthy

snack which is made from ingredients

from the mountain and fields.

Delicious Rice Cake
Author: Boyeong PARK│Illustrator: Mijin HWANG

Sori's whole village is filled with a

familiar pounding sound as every-

one is making rice cake. Enjoy this

gentle story about this favorite food.

Delicious Travel Around Korea
Author: Youngran PARK│Illustrator: Hyeonmuk CHWAE

Duri and his father travel the country

uncovering stories about food. As you

read you will be surprised at the incredi-

ble taste and rich tradition of Korean food.

Grandpa's Secret Recipe Diary
Author: Tae Gwan JO/Miran JEON│Illustrator: Jiya LEE

Yondu wants to be a cooking

ambassador and bring Korean

food to the world with his chef

dad.

Icook

TanTan

Soy Bean Paste and Hot Pepper Paste
Author: Jae Hong YANG│Illustrator: Oh LEE

Chilung, the guardian of the pots of sauce is busy because Dongsok's

family who moved from Seoul decided to make sauce by using tradi-

tional methods; boiling soybeans and making fermented soybean

blocks. These fermented soybean blocks are made by all of the family

into hot sauce, soy sauce and soybean paste. Does Chilung help make

the sauce become tasty, as legend has it, by guarding the 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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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의손길이더욱바빠졌어.

잘차려진음식을본친척들은이야기를멈추었어.

인도에서는음식이앞에있으면말을하지않는게예의거든.

엄마와나는사람들앞에음식이제대로놓였는지확인하고

자리에앉았어. 

차파티를커리에찍어먹으니, 매콤하고고소한맛이입안가득퍼졌어. 

그리고라이타를한입먹자금세입안이시원해졌어.

친척들은음식을먹으며모두들만족스럽게웃었지.

나는아줌마를향해엄지손가락을올렸어.

인도의 상차림 탈리

‘탈리’는 힌디어로‘큰 쟁반’이라는 뜻이에요. 큰 쟁반이나 접시에 밥과 차파티, 달,

절인 밑반찬, 요구르트 등을 담아내지요. 우리나라의 기본 상차림과 비슷해요. 원래

는 인도 남부 지방의 전통적인 상차림이었지만, 지금은 인도 어디에서나 흔히 먹을

수 있어요. 곳에 따라 그릇 신 바나나 잎을 쓰기도 한답니다.

글김영 그림안나 고데야시
감수양향자

세계음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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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nt Usha's Curry
Author: Young KIM│Illustrator: Anna Godessi

On festival day Aunt Usha is busy preparing food for the guests.

Lani helps Aunt Usha buy the ingredients and make a tasty curry.

Let's follow Lani's tasty and aromatic day in India where there is

lots of spicy and delicious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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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파올로! 저현수막은뭐야?”

마르코가눈이휘둥그레져서가게로들어왔어요.

“잊었어? 오늘안토니오가우리마을에오잖아.”

“어? 어, 파올로, 그게말이지…….”

마르코의얼굴이빨개지더니고개를푹숙였어요.

“그, 그게나는그저안토니오가휴가를간다고했을뿐이야.

꼭나폴리에온다는말은아니었어. 

네가너무좋아해서사실대로말을못하겠더라고.”

마르코의말에나와엄마, 피자반죽을하던아빠까지

털썩주저앉고말았어요.

그때였어요.

글강민경
그림안나라우라 칸토네 감수양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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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음식문화

Viva Napoli, Viva Pizza
Author: Min Gyeong KANG│Illustrator: AnnaLaura CANTONE

The famous soccer player Favio will come to Palo's village. Palo,

whose dream is to be a soccer player, wants to show off his father's

pizza restaurant to Favio. Can Favio eat pizza that is full of cheese

and pasta that is full of sea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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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밍이주인아저씨에게물었어요.

“방금웍을갖고들어온아저씨는어디계세요?”

“글쎄다. 안쪽주방으로가보렴.”

주방은저녁손님맞이준비로바빴어요.

한쪽에서는딤섬에넣을해산물, 고기, 채소를다듬고있었어요.

다른쪽에서는동그란대나무바구니에딤섬을찌고있었지요. 

탁탁채써는소리, 자글자글볶는소리, 

김오르는소리에고소한냄새까지정신이없었어요.

하지만샤오밍은눈을부릅뜨고웍을찾았어요.

광둥 요리의 꽃, 딤섬

광둥 지방은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도 풍부하고 땅도 기름져 음식 재료

가 풍부해요. 서양의 향으로 동서양의 음식이 함께 어우러져 있답니다.

그 가운데 중국 만두 딤섬은 가장 표적인 광둥 요리예요. 딤섬은“마음

에 점을 찍다.”라는 뜻이지요. 

엄
마
의

웍
을

찾
아
라
!

세계음식문화

글김정희 그림노정아 감수양향자

엄마의

웍을찾아라!

Finding Mom's Wok!
Author: Jeonghui KIM│Illustrator: Jeongah NO

Every house is busy cooking tasty food for happy holiday.

Shaohming has to go to her uncle's place with her mom's wok. But

she gets caught up in holiday events and loses mom's precious wok.

Let's hear the story of Shaohming who tries to find her mom's wok

in China, a land full of marvelous food.

밥초의치기
글정명숙 그림국설희 감수양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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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음식문화

쿠

Kiguchi's Sushi
Author: Myeongsuk JEONG│Illustrator: Seolhui GUK

There is a sushi restaurant crowded with people in the village under

the hill. The fox living in the woods is so curious about sushi that

she visits Kiguchi, the owner of the restaurant. Here she learns all

about sushi. Let's share the fox's experiences in Japan, the country of

fresh su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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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란식탁에음식이푸짐하게차려졌어요.  

“와, 내가좋아하는마카로니앤치즈다!”

닉은짧고통통한마카로니에치즈를듬뿍올려만든

마카로니앤치즈를얼른맛보았어요. 

“정말부드럽다. 입에서살살녹는데!”

그때야구단감독님이커다란피자를들고나타났어요. 

두툼한빵위에페퍼로니소시지와베이컨, 버섯, 치즈가

듬뿍올라가있어서무척먹음직스러웠어요. 

제니가피자한조각을집어들었지요.

“역시치즈가쭉쭉늘어나는피자가최고야!”

이탈리아의 향, 피자와 파스타

피자와 파스타가 처음 생겨난 곳은 이탈리아예요. 미국으로 건너

온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먹으면서 미국에도 알려졌지요. 미

국식 피자는 이탈리아 피자를 닮아 얇은 뉴욕식 피자와, 두꺼운 빵

과 풍부한 토핑이 특징인 시카고식 피자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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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음식문화

글함지슬 그림파니달라스트 감수양향자

Team Orange's BBQ Party
Author: Jiseul HAM│Illustrator: Pani Dalast

A party is thrown to celebrate the victory of Kevin's baseball team.

At the party they will vote for the best player. Let's go to Kevin's

exciting victory party held in America, the country of barbecue,

where there will be all his friends and lots of tasty food.

모두아흐멧네식탁에둘러앉았어요. 

아흐멧이가장좋아하는양고기쉬시케밥이가장먼저눈에띄었어요. 

걸쭉한닭고기수프, 쇠고기를갈아서동글동글빚은완자,

여러가지채소로속을채운가지요리까지……. 

아흐멧아빠의음식솜씨는정말최고였어요.

아흐멧은짭짤하고시원한요구르트인아이란을들이켰어요. 

“오늘아흐멧덕분에오랜만에손님들이아주많았어.”

아빠가아흐멧의머리를쓰다듬으며말했어요. 

아흐멧은입가에요구르트가묻은채로

나를보며싱긋웃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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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풍습

터키의 가정을 방문할 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야 해요.

단, 손님이 조심스레 놓은 선물을 주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펼쳐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해요. 또 신었던 슬리퍼를

겹쳐 놓고 가면 안 돼요. 그 집에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글강난숙 그림엘레나토칠리나 감수양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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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음식문화

My Friend Ahmat is Master of Kebab
Author: Nansuk GANG│Illustrator: Elena TOCHILINA

Syajeu is worried because there are no customers in his father's sou-

venir shop. Ahmat, Syajeu's best friend, uses his wits to help Syajeu

by gathering customers. There is Turkey's market, full of beautiful

and colorful accessories and savory and delicate Kebab. Let's follow

Syajeu and Ahmat's exciting day.

글서보현 그림임광희 감수양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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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음식문화

Tidiem's Present
Author: Bohyeon SEO│Illustrator: Gwanghui IM

Early in the morning, ships loaded

with vegetables and fruits are gathered

in the floating market. Tidiem wants to

make tasty rice noodle for her father

who is working in the field. But she

can't sell fruit at all today. Can Tidiem

give her father a tasty present in

Vietnam, which is famous for its tasty

and delicate rice noodle?

글김란주 그림도리나테스만 감수양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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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음식문화

글윤희정 그림크리스토퍼코어 감수양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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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음식문화

Sweet and Spicy Memories of Juan
Author: Heijeong YUN│Illustrator: Christopher CORR

On festival day, Juan meets a traveller

from another country. So he makes

tasty food with tortilla and introduces

Mexico's famous attractions to make

an unforgettable memory for his new

friend. Let's follow Juan's exciting day,

full of delectable food, in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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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음식문화

글곽선주 그림낭시리바르 감수양향자

Marie Antoinette's Feast
Author: Seonju GWAK│Illustrator: Nancy RIBAREU

Julie who lives in France, which is

famous for its splendid food, is in

trouble. In her school play she is

Queen Marie Antoinette, but she

doesn't know the rules to eating the

many courses of the royal feast. Let's

discover how to eat a French course

menu with help from Julie's teacher.

Food culture of the world
| 10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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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야, 너는손이작으니초밥대신주먹밥을만들어보렴.

손으로꼭꼭쥐어밥을뭉치고

그안에다매실이나젓갈, 다양한재료를넣는거야.”

나는밥을한덩이뭉쳐서둥그렇게만든다음,

매실장아찌며명란젓을그안에쏙집어넣었지.

그러고는다시밥을꾹꾹뭉쳐서세모난주먹밥을만들었어.

“이건네도시락이다. 내일아침에먹으렴.”

기쿠치는댓잎에도시락을싸주었어. 

따뜻한된장국도함께말이야.

나는신이나서펄쩍펄쩍뛰며숲으로돌아갔단다. 

Mr. Marx's German Sausage
Author: Ranju KIM│Illustrator: Dorina TESSMANN

Hans' sausage shop is in quiet village.

Although the sausage's taste is the best,

as the numbers of customers drop,

grandfather and father often argue.

What happened to Hans's shop in

Germany, the country of 

tasty sausages?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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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Food ingredients magnifying glass

| 8 books

Ingredient for All Time, Wheat
Author: Bohyeon SEO│Illustrator: Boyoung SIM

Wheat can grow well even in bad soil and

under bad weather and becomes the ingredi-

ent for tasty noodles, delicate breads and

crispy snacks. Let's hear talented wheat's

interesting story.

Salt and Sugar
Author: Young KIM│Illustrator: Hyeran KIM

Although salt and sugar look similar, their

tastes and jobs are different. But, both are

indispensable and valuable ingredients for

health and tasty food. Let's hear the stories of

salt and sugar from sea, earth and far-away

countries.

Pork, O Pork
Author: Jumi PARK│Illustrator: Jeongsuk BAEK

Pigs can be tasty ingredients from head to toe.

Bossam (Boiled pork), Galbi (rib) and

Samgyeopsal (pork belly) are all loved by peo-

ple. Let's find out about the tasty ingredient,

pork.

Yummy Pollacks
Author: Daeseung YANG│Illustrator: Jungbin KANG

Pollacks have been cooked and filled our

tables since the old days. Spicy Pollack soup,

delicate roasted Pollack and salted pickled

Pollack roe are all dishes made with Pollacks.

Let's find out tasty and nutritious Pollack, a

Treasure of the Sea.

Things We Want to Know about Tomatoes
Author: Seonju GWAK│Illustrator: Yumi SIN

Tomatoes ripen to red with sunlight, taste

good and keep people from diseases. Let's

hear valuable tomatoes' story about where

they come from and what kinds of dishes

there are that use tomatoes.

Amazing Potatoes
Author: Jeonghui KIM│Illustrator: Yumi CHOI

Potatoes grow under the earth and are an

appreciated ingredient for the hungry. Let's find

out all about tasty potatoes, which are always

delicious whatever method used to cook them -

frying, roasting, steaming, or boiling.

Let's Drink Milk
Author: Huijeong JANG│Illustrator: Hyeonju YU

Milk helps children to grow and their bones to

be healthy. Let's hear milk's tasty story about

when and how people started to drink milk and

what flavor and nutrition products made from

milk have, like yoghurt, cheese and butter.

Special Flavors, Special Spices
Author: Bohyeon SEO│Illustrator: Gihae HONG

Spices are marvelous ingredients that make

plain fried rice colorful, plain soup delicious

and give sweet cakes their fragrant smell. Let's

hear the story about enchanting spices.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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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건즐겁고도중요한일이야.

개미도, 코끼리도, 사자도, 흰수염고래도, 

꽃도, 나무도, 모두모두먹어.

살아있는우리모두누구나먹어.

건강하게맛있게

글홍은미 그림이윤정

감수 한국음식문화전략연구원

Foods for Everyone
Author: Eunmi HONG│Illustrator: Yunjeong LEE

Do Children have to eat three meals a day?

Children prefer playing outside to eating a meal,

but all the animals are busy having their meals.

Children can get energy from meals and then

move, run and play outside.

8 9

이가 발달하지 않은 닭은 모래로 소화를

시켜. 모래주머니에 있는 모래가 음식을

잘게 으깨고 부수는 일을 하는 거지.

입으로음식물이들어가면

앞니로토막토막자르고

송곳니로잘게잘게찢고

어금니로곱게곱게갈아.  

부드러운혀는졸졸졸고인침으로

음식물을부드럽게만들지.

침은어디서나와?
몸에서 나오는 소화제인 침은 혀 밑, 귀밑, 턱 밑에

있는 침샘에서 만들어져. 음식을 꼭꼭 씹을수록

음식과 침이 잘 섞여서 소화가 더 잘돼.

나는모래를먹어야
소화가잘돼.

건강하게맛있게

글김란주 그림김진희

감수 한국음식문화전략연구원

Chew Your Food Well!
Author: Ranju KIM│Illustrator: Jinhhui KIM

What happens to food when it is in our body?

The digestion of food is a process that goes from

chewing hard food all the way until it comes out

as dung. Let's go on a digestive trip and find out

what digestive organs food passes through and

how it can deliver energy to ou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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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이든음식을잘먹어야키도쑥쑥크고

단단한근육도생겨. 단백질이모자라면

피가잘만들어지지않아서몸이아프게되지.

그러니튼튼맨이잘먹을수밖에.

하지만고기는너무많이먹으면살이찌고

몸에도안좋으니까적당히먹는게좋단다.”

단백질은 모든 생물의 몸을 만드는 양소예요. 그리고 몸을 이루는 세포가

제 로 일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하지요. 근육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발톱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병을 막아 주는 성분이 부분 단백질

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제 로 먹지 않으면 몸이 잘 자라지도 않고

허약해져서 병에 걸리기 쉬워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으로는 쇠고

기, 닭고기, 콩, 두부, 달걀, 생선 등이 있어요.

나의큰키와튼튼한근육의비결은

바로단백질이지!고기,생선,두부,콩.

모두멋진몸매를만들어줘.
건강하게맛있게

글서보현 그림최현주 감수 한국음식문화전략연구원

Let's Eat Everything on the Plate!
Author: Bohyeon SEO│Illustrator: Hyeonju CHOI

Minwoo wants to be Healthy Man. His mom said

that to save many people in need and be strong

like Healthy Man, he should eat everything on

his plate. Can Healthy Man really drink a big

glass of milk and eat beans cooked in soya sauce

which Minwoo hates? Let find out which food

you should eat to be healthy with Healthy Man.

18 19

매운고추먹고눈물콧물흘린적있니?

우리주변에는매운음식이참많지.

김치도매운맛, 고추도매운맛.

초밥안에들어있는고추냉이도매운맛.

매운맛이입안을가득채울때

눈물도나고땀도나고혀가얼얼해지면서아파.

그래서맵다는것은맛이아니라아프다는느낌이야.

고추

고추가

맵싸하니맛있군.

얼큰하고칼칼하니,

맛좋다!

불처럼매운
바로이맛!

매운맛은미각이아니에요
매운맛은 혀의 미뢰로 느끼는 미각이 아니라 통증 세포로

느끼는 통각이에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정신이 확 나면

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뇌가 아프다는 느낌을 없애려

고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랍니다. 

매운탕
생선초밥 불닭

윽,고추냉이가
코를톡톡쏘네.  

건강하게맛있게

글유다정 그림순미 감수 한국음식문화전략연구원

It is Delicious!
Author: Dajeong YU│Illustrator: SUNMI

The tongue can taste all the flavors in the world.

Without tasting flavor, you would feel bored eat-

ing food. We can enjoy eating food as we can

taste food with our tongues. This book describes

the various aspects that affect taste, like smell,

hearing, sight and touch, as well as taste.

건강하게맛있게

글박보영 그림이선미

감수 한국음식문화전략연구원

Healthy Eating
Author: Boyeong PARK│Illustrator: Sunmi LEE

Gyubin who loves snacks and fast food goes to

the snack-house with Robot King. The snack-

house is made of sweet snacks and is full of

Gyubin's favorite foods. Let's find out what to eat

and what to avoid in to order be healthy with

Robot King.

4 5

1. 졸졸졸 흐르는 물에 손을 적셔요.   3. 보 보

거품을 만들어요.

2. 향긋한 비누를 집어서

5. 손등을 싹싹싹
6. 손가락 사이도 뽀드득!7. 졸졸졸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면

엄마가밥먹으라고부르면,        

꼬마 지구인들은먼저화장실로달려가요.

왜냐하면손에붙어있으면서병을옮기는

나쁜바이러스를씻어내야하거든요.

메롱.
내가

먼저야!

밥먹으렴.

화장실에는
왜가지?

4. 손바닥을 싹싹싹

8. 바이러스가 얼씬 못하는
깨끗한 손이 되지요!

건강하게맛있게

글김성은 그림여미경 감수 한국음식문화전략연구원

Table Manners
Author: Seongeun KIM│Illustrator: Migyeong YEO

Aliens are learning table manners from earth.

When humans have a meal, there are rules we

have to obey like washing our hands before eat-

ing and eating only after elder people start eat-

ing. Once aliens learn these complicated and

novel table manners, they regard their meal time

as happy and grateful occasions.

Healthy and delicious |6 books

“으악! 집에 가고싶어.”

규빈이는문을향해힘껏달려갔어요. 

하지만몸이너무뚱뚱해져서

자꾸만공처럼튕겨나왔지요. 

“로봇킹, 나 좀 도와줘! 앞으로

과자랑햄버거많이먹지않을게. 약속해!”

그러자로봇킹이벌떡일어나규빈이를태우고는

초콜릿문을부수고힘차게날아올랐어요.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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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food, inside cooking: 
exploring food |7 books

6 7

산타할아버지와할머니는

달곰이와새곰이의이야기를들었어요.

“에구, 얼마나배가고팠으면…….

음식창고에가서우리같이먹을걸좀골라보자.”

할머니의말에새곰이는고개를갸우뚱했어요.

“이렇게추운겨울에음식이어디있어요?”

산타할아버지는수염을쓰다듬으며웃었어요.

“하하, 착한녀석들. 걱정하지마렴.

귀여운아기곰들에게나눠줄음식은얼마든지있단다.”

Santa's Delicious Cabin
Author: Jaeeun JEONG│Illustrator: Mari TAKABAYASHI

On a cold winter night, a baby bear go out to look for

food. Baby bear visits Santa's cabin. There Santa

shows him a storage room full of preserving food and

fermented food. Let's hear a delicious and clever story

from the cabin in woods.

10 11

그날밤, 마을회관에서쥐분이할머니의요리강습이열렸어요.

“호박은굽고, 찌고, 끓이고, 튀기고, 어떻게먹어도맛있지.

내가하는걸잘보고솜씨껏따라하렴.”

할머니는불을피우고호박을잘라척척음식을만들었어요.

“구우면고소하고, 찌면촉촉하고, 끓이면부드럽고, 튀기면살살녹지.

아, 또 하나! 햇볕에꾸덕꾸덕잘말리면쫀득하니맛있어.”

할머니는불을조절해가면서열심히설명했어요.   

쥐들은할머니의요리를맛보면서열심히공부했지요.

그러고는차례를정한다음호박을가지고집으로돌아갔어요.

Roast, Steam, Boil, Fry: Cooking Using Heat
Author: Jaeeun JO│Illustrator: Minah JEONG

The cat bothers the mice down town by rolling and

dropping big pumpkins. The mice use their wits to try

to capture the cat's taste with all the pumpkin dishes

such as boiled, fried, steamed, and roasted pumpkins

by using fire. Let's enjoy this tasty and savory cat and

mouse game.

14 15

“강원도대관령이라고들어봤니?

공기좋고시원한그곳에서쑥쑥자란

나를농부아저씨가거뒀어. 

나는트럭에실려서는꼬불꼬불대관령고개를넘어

왁자지껄서울농수산물시장에다다랐지.

그것도한밤중에말이야.”

“한밤중에? 으악, 무서웠겠다.”

배추와비슷하게생긴쌈채소들이얼굴을찡그렸어요.

“아니, 농수산물시장은한밤중에도대낮같이밝아.

얼마나활기찬지정신이번쩍들정도야.”

이번에는빨간김치양념속배추였어요.

“너는어디를가봤는데?”

신나게자랑하던쇠고기가샐쭉해져서물었어요.

Where are You From?
Author: Yeonmi SIN│Illustrator: Youngrim LEE

Today' is grandfather's birthday. There are is a variety

of tasty foods on the table for his birthday. Each food

boasts it is the best food. Each food, such as abalone

carried by plane, cabbage carried along waving

mountain roads and bananas carried by ship from a

far-away country, tell their interesting stories about

how they are carried to the table.

2524

사람들은건너편찬찬농장에서웃고있는사람들을보았어요. 

“달팽이할머니는약을쓰지않고거름도직접만든대요.”

“그래요?”

거인네집앞에서투덜거리던사람들은찬찬농장으로갔어요. 

할머니는손님들에게신선하고맛있는음식을대접하고있었어요. 

“이야, 이볶음요리는양념도많이안들어갔는데정말맛있어요.”

“맞아! 신선한배추는원래상큼하면서도씹을수록달달하지.”

사람들은할머니의요리를맛보고는감탄했어요.

글정민지 그림발레리아시스

음식탐구톡톡

Fast Farm and Slow Farm
Author: Minji JEONG│Illustrator: Valeria CIS

Mr. Giant makes crops grow well with something that

does our body harm. But Mrs. Snail believes that there

must be healthy food for our bodies, although it takes

more time and care to produce the crops. Let's think

about what kind of food we should eat while watch-

ing the farm story of Mrs. Snail and Mr. Giant.

1918

‘평론가들은내요리인생을기사몇줄로간단히써버릴텐데…….’

늘당당한무무지만, 오늘은평소와달리꽤나신경이쓰였어요. 

주방으로돌아와보니조리사들은그새더욱바빠졌어요. 

한쪽에서불이붙은프라이팬을잽싸게흔들고,

다른쪽에서는부글부글끓어오르는국물의간을보았어요.

막내조리사는오이와당근을들고바쁘게돌아다녔고, 

도마에놓인커다란양배추는순식간에가느다란실처럼변했지요.

휘리릭, 다다다다, 쿵쿵, 부글부글…….

은은한음악이흐르는홀과는전혀다른세상이었어요. 

음식탐구톡톡

글김수경 그림최수영

Mumu Is Cooking Happiness
Author: Su Gyeong KIM│Illustrator: Suyoung CHOI

Today is the last day of work for Mumu, a cook in the

city's best hotel. He prepares the last dishes with the

many people in charge of cooking, dessert, drink and

coffee. Let's follow the busy life of people who pre-

pare happy meals with the cook Mumu who always

impresses people with his cooking.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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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s Are Floating and Words Are Spinning Around
Author: Jeonghui PARK│Illustrator: Bomi KIM

This book shows an interesting transformation of food

together with a word game where bread is changed

into a train, and watermelon into a goblin. Let's play a

word game with delicious imagination.

2726

팥빙수

유리그릇안에

보송보송눈덮인얼음산

달콤시원얼음산

내가좋아하는아이스크림

엄마가좋아하는팥

누나가좋아하는찹쌀떡

젤리에귤이랑딸기까지들었다. 

그런데

너희는누구니? 

난보송보송눈을좋아하는북극곰

난달콤시원얼음을좋아하는남극펭귄

좋아, 나눠먹자.

그런데

조금만, 아주조금만

먹어야해.

음식탐구톡톡

글이상교 그림윤지회

Children's Poems about Food
Author: Sanggyo LEE│Illustrator: Jihui YUN

This book contains aromatic and sweet tasting chil-

dren's poems. Delicious children's poems about

mouth-watering food such as roasted potatoes,

Bungeobbang (bread with red beans), Tteokbokki

(rice cake with hat sauce), Gimbab (Korean sushi) and

Patbingsu (Adxuki-bean ice dessert) make our bodies

and minds healthy and strong.

Icook

TanTan

음식탐구톡톡

글신연미
그림

이영림

16 17



The Brothers' Feast Table
Author: Jaehong YANG│Illustrator: Minyoung SONG

Mr. Oh's brothers have worked hard and are rich but they have lost the love for their parents and

generosity to the people around them they once had. Their father uses his wits and spreads a rumor

that he has serious disease. The brothers rush to their father's place and prepare a feast, their father's

last wish. Let's have generous eyes and ears which help and care for the people around us.

The Most Precious Food in the World
Author: Miho HAN│Illustrator: Sunjin KIM

A princess and a prince who always grumble about food hit the road together to find the most valu-

able food in the world in order to break a spell. The princess and prince learn hard-work, considera-

tion, sharing and love from the adventure. What is the most valuable food in the world they finally

find?

My Mouth is Curious
Author: Cesil KIM│Illustrator: Eunju LEE

Goblins come to an old lady who lives alone and feels lonely. The goblins say their mouths are curi-

ous, so the old lady makes Chinese pancake with crushed peanuts and black sugar. On a snowy and

freezing winter night, there is a tasty fuss between the goblins and the old lady.

The Magical Apple Pie
Author: Jiseul HAM│Illustrator: Yuseon OH

With so many scary things in the world

Tiger Hobi wants to be a brave and tough

tiger. Will the magical apple pie really give

Hobi courage?

ㅊㅏ
새콤달콤요리동화

글유호선
그림에스더

려라
밥

!상

Let's Make a Table
Author: Hoseon YU│Illustrator: Esther

The witch, Hori-Hori, who is a bad cook,

makes food by using magic. Whenever she

wants, she makes a big table full of so many

foods magically appear, but she ends up

being a very fat witch.

새콤달콤요리동화

글·그림장현경

Marvelous Journey on a Table
Author, illustrator: Hyeongyeong JANG

Kangyi, who dislikes having meals, starts an

imagination game on the table. He plays

with a ball between rice with beans and goes

sea fishing with a spoon of fried anchovy.

Let's have a marvelous journey with Kangyi.

Icook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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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밤이깊어지고, 돼지가족은잠이들었어요.

“으흐흐,드디어잡아먹을시간이됐어!”

“그런데얘들은왜이불도안덮고자는거야! 감기걸리면어쩌려고.”

그러다늑대아저씨는생각했죠.

‘쳇! 곧잡아먹을애들인데아무렴어때.’

늑대아저씨는손톱을날카롭게세웠어요.

입안에는아직도딸기아이스크림맛이남아있었어요.

늑대아저씨는꼬마돼지들에게

가까이점점더가까이다가가서는……

이불을폭덮어주었어요.

그러고는남은딸기아이스크림을싹싹다먹어버렸어요.

The Wolf and the Strawberry Ice Cream
Author: Bogeum Cha│Illustrator: Seonguk No

Mr. Pig's family move the next door to Mr. Wolf's house. Mr. Wolf is on the alert for a chance to catch

and eat the Pigs. He makes several attempts but fails due to Mr.Pig's family's love and trust toward

one another. What makes Mr. Wolf's vicious mind change and melt like strawberry ice cream?

Sweet and sour
food fairy tales |7 books

18 19



Cook cook: 
simple recipes for kids |5 books

감
자

샐러드
차게

먹으
면

더 맛있는

포슬포슬삶기

‘삶기’는 물에 재료를 넣고 끓여서 익히는 방법이에요. 감자의 껍질에는 땅

의생생한기운이그대로담겨있어요. 부드러운솔로구석구석문질러흙을

깨끗이씻어낸뒤에껍질째삶아먹으면몸에더좋아요. 삶을 때에는재료

를통째로익히는것보다는한입크기로잘라익히는게더빠르답니다.

한데섞인감자와 달걀, 파프리카가서로 양소를보충해주어요. 

고소한감자와 부드러운달걀, 아삭한 파프리카에

새콤달콤한 드레싱을섞으면맛이잘어울리지요.

14 15

너, 왜
여기에이니?ㅆ

이렇게 만들어요

2 3

5 6

1

4

드레싱만들기
달걀을식히는동안재료를잘섞어

샐러드의드레싱을만들어요. 

자르기
삶은달걀은껍데기를벗겨한입

크기로자르고, 파프리카와올리브는

굵게다져요. 

감자 6개

검은
올리브

5개

달걀삶기
달걀을깨끗이씻어냄비에넣고, 

잠길정도의물을부은뒤끓여요.
소금 1작은술

달걀 3개

드레싱마요네즈 6큰술, 머스터드 2큰술,

씨 겨자 1큰술, 꿀 2큰술

감자샐러드완성!
삶은감자와5를함께담은뒤

드레싱을뿌려가볍게섞어요.

달걀식히기
물이끓기시작하고15분쯤지나면

달걀을건져내어찬물에담가요.

빨간파프리카
1/4개 감자삶기

냄비에감자가잠길정도의물을

붓고소금을넣은뒤끓여요. 

젓가락으로감자를찔러서쑥

들어가면다삶아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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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은냉장고에서꺼내 30분 정도뒤에

삶아 주세요. 차가운 달걀을 바로 삶으면 흰자

가 껍질 밖으로 튀어나와서 달걀이 터지거든

요. 또 물에 소금과 식초를 약간 넣어서 삶으

면 흰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참,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답니다. 그러니

감자에 싹이 났다면 싹 부분은 꼭 도려내고 먹

어야해요.

맛있는팁

이만큼준비해요

My First Cooking Experience
Author: Yunhyeon YUN│Illustrator: Jihye MUN

Cute Mimi and reckless Teddy Bear lead you to the world of cooking. You can learn the

basics of cooking like roasting, boiling, and steaming, step by step.

한입에쏙, 파티분위기팡팡!

미니컵케이크

미니컵케이크는작은종이컵에반죽을 담아그 로

구워 낸 작은케이크예요. 컵케이크를미리 만들어놓고

아빠랑 토핑을얹으며예쁘게꾸미면재미있겠죠?  

컵케이크이야기

컵케이크는 아이들 생일에 잘 어울려요. 한입 크기라 먹기도 좋고 모양내기

도 쉽지요. 만들 때 버터와 우유는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해야 다른 재료와

잘 섞여요. 또 구운 다음에는 반드시 식힘망에서 식혀야 케이크의 밑부분이

눅눅해지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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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기
반죽을컵에2/3 정도부은다음180도로

예열한오븐에25분정도구워요. 

장식하기
식은컵케이크에버터크림을바르고

토핑재료로장식해요.

무염버터 120그램

박력분 150그램 설탕넣기
설탕을세번에나누어넣으면서

계속저어요.

달걀넣기
달걀을하나씩천천히넣으면서

충분히저어요.

설탕 130그램

달걀 2개

우유 100밀리리터

토핑버터크림, 코코넛가루, 건포도, 초코칩, 스프링클

소금 1/4

작은술

베이킹파우더

1작은술

버터크림은 달콤한 맛도 내지만 위에 뿌려질 토핑이 컵케이

크에서 잘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무염 버터 110그램에

슈가 파우더 220그램과 우유 1큰술을 거품기로 섞어 크림

상태로 만들면 완성! 숟가락으로 떠 얹어도 좋지만, 짤주머

니가 있다면 버터크림을 넣고 짜 보세요. 컵케이크를 더 예

쁘게꾸밀수있답니다.

맛있는팁

가루넣기
박력분, 베이킹파우더, 소금을체에

내려서넣고, 우유를세번에

나누어부으면서가루를고루섞어요.

버터풀기
실온에둔버터를볼에넣고거품기로

저어잘풀어요.

1

4
5 6

2 3

이렇게 만들어요

4 5

이만큼준비해요

Baking with Dad
Author: Yunhyeon YUN│Illustrator: Jihye MUN

You can bake with your dad on a peaceful weekend afternoon. Let's have special

time with your dad even at home with these simple and easy baking recipes.

22

경단은반죽한 찹쌀가루를동 동 하게빚어서 삶아낸다음

고물을 묻힌 것을말해요. 달콤하고부드러운 단호박과

카스텔라를이용해서경단을 만들어 보아요.동 동 재미있는할머니표간식이에요

단호박경단

익반죽이야기

떡을 만들 때면 으레 쓰이는 말이‘익반죽’이지요. 밀가루로 반죽할 때에는

뜨거운 물로 반죽하는 익반죽이 필요 없지만 찹쌀이나 멥쌀가루로 반죽할

때는 꼭 필요해요. 끈기가 없는 찹쌀, 멥쌀가루를 차지게 반죽하려면 뜨거운

물을부어야하기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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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으깨기
찐단호박은껍질을벗겨내고뜨거울때

매셔로으깬뒤설탕, 소금, 찹쌀가루를

넣고반죽해요.   

경단빚기
반죽을적당한크기로나누어

동글동글하게빚어요.

경단데치기
끓는물에빚어놓은경단을넣고

떠오르면30초뒤에건져내서

찬물에담갔다물기를제거해요.

단호박경단완성!
데친경단을카스텔라가루에굴려요.

단호박찌기
단호박은씨를빼낸뒤김이오른찜통에

찌거나전자레인지에7~8분정도익혀요.

카스텔라가루내기
카스텔라는갈색부분을떼어내고체에

곱게내려요.

단호박 1/2통 찹쌀가루 2컵

카스텔라 400그램정도 소금약간 설탕 2큰술

맛있는팁

카스텔라를 체에 내리면 더욱 고운 가루를 만들 수 있어요. 잘 익

은 단호박은 포크로도 잘 으깨지지요. 단호박이 뜨거울 때 찹쌀가

루를 넣어야 익반죽이 되지만, 아주 뜨거우니까 주걱으로 반죽한

뒤조금식은다음경단을빚는게좋아요.

이만큼준비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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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매셔는부드러운 음식을
으깰때쓰는조리도구예요.

Grandma's Traditional Foods
Author: Yunhyeon YUN│Illustrator: Jihye MUN

Stimulate your taste buds with traditional snacks which all the family can enjoy. Let's

make these warm-hearted snacks together with a skilled grandma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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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케밥
신선하고담백한고등어한마리

케밥의 본고장 터키에서도별미로즐기는고등어케밥이에요. 

담백하게구운고등어를고소한 바게트가운데끼워먹어요. 

낯선외국음식이 손님들을기쁘게해줄거예요.

고등어케밥이야기

터키에서는 길거리나 바다 위에서 고등어 케밥 파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요. 항구에 대 놓은 배 위에서 지글지글 고등어를 구워

팔지요. 푸른 바다를 보며 향긋하고 신선한 고등어 케밥을 먹으려

고늘사람들이붐빈답니다. 

1 2 3

4 5

굽기
고등어살을석쇠나팬에

노릇하게구워요. 

빵준비하기
바게트에길게칼집을내요.

올리브기름바르기
칼집을낸바게트의안쪽면에

올리브기름을발라요.

고등어케밥완성!
빵속에양파, 구운고등어, 토마토, 

청상추를차례대로넣어요. 

채소준비하기
토마토와양파는둥근모양으로잘라요. 

양파는물에30분쯤담가매운맛을빼요.

밑간하기
고등어살에올리브기름과후춧가루,

레몬즙을뿌려비린내를잡아요.

6

이렇게 만들어요

2120

이만큼준비해요

바게트작은것 2개

자반고등어 1마리

토마토 2개

레몬즙약간 올리브기름약간

청상추(혹은로메인) 약간

양파 1개

후춧가루약간

맛있는팁

빵에넣을생선은속은촉촉하면서도겉은바

삭하게 굽는 것이 중요해요. 팬을 충분히 달

군다음생선을넣고뚜껑을닫지않은채구

워요. 센 불에서 시작해 중간 불로 익혀야 맛

있게구울수있답니다.

Dishes for a Party
Author: Yunhyeon YUN│Illustrator: Jihye MUN

This book introduces tasty and uncommon dishes that you can make easily and confi-

dently serve to your guests. Let's have warm minds and the happiness that comes from

sharing foods with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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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만두와오렌지컵젤리
특별한퓨전도시락

바삭만두는춘권을응용해만든거예요.오렌지즙과껍질을

통째로넣은젤리는새콤하고말캉해바삭만두와잘어울려요.

간단만두만들기

바삭만두의만두피는춘권피나라이스페이퍼를이용해도좋아요.

만두소는냉장고에남은여러재료로만들어도된답니다.  

이렇게만들어요이렇게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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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틴불리기
판젤라틴을찬물에담가15분정도

불린뒤꼭짜요.

굳히기
3을오렌지껍질에부어2~3시간정도

냉장고에서굳혀요.

오렌지준비하기
오렌지는껍질째깨끗이씻어반으로

자르고즙을짠뒤속을파내요.

중탕하기
오렌지즙과판젤라틴, 설탕, 

레몬즙을섞고중탕하여녹여요.

만두만들기
왕만두피한장을깔고만두소를올려

돌돌말아끝을물로붙여요.

잘게다지기
게맛살, 양파, 새우, 당근을잘게다져요.

굽기
팬에넉넉히기름을두르고만두를

바삭하고노릇하게구워요.

왕만두피 1팩
크림치즈 200그

램 스위트 칠리소스 4
큰술당근 1/3개

칵테일 새우 100그
램게맛살 90그램 양파 1/2개

식물성 기름 적당
량

1 2

3 4

1 2

3 4

오렌지 3개

레몬즙 3작은술 설탕 60그램

판젤라틴 14그램(7
장)

만두소만들기
다진재료에크림치즈, 칠리소스를넣고

고루버무려만두소를만들어요.

오렌지컵젤리
이만큼
준비해요

만두
이만큼
준비해요

Dishes for a Picnic
Author: Yunhyeon YUN│Illustrator: Jihye MUN

Let's make a special and tasty lunch box. Instead of making Gimbab, which you usually

make, let's make pretty and tasty food that will make any picnic exciting.

Icook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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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넣고만든만두, 여름에먹는만두가편수야!

물위에동동떠있는조각같아서이름도편수라지.

만두소로호박, 오이를듬뿍넣어네모나게빚자.

알맞게쪄서차게차게식히자.

시원한장국에띄우면맛좋은편수완성이오!

편수!

만두는 보통 쪄서 뜨거울 때

먹지요. 하지만 여름에는 편수라는

만두를 만들어 차갑게 먹기도 해요.

6 7

두번째손님은 깔끔하고담백한

몽글몽글브로콜리, 탱탱한새우를잘게다지자.

불린쌀을달달달볶고, 브로콜리와새우도달달달볶자. 

물을넣고오른쪽왼쪽저어가며끓이자.

푹푹끓인다음소금으로살짝간하면

맛도깔끔, 색도예쁜브로콜리새우죽완성이오!

네번째손님은

죽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

죽은 식으면 표면이 굳고

금세 뻑뻑해져서 맛이 떨어져요.

24

보들보들브로콜리새우죽!

25

It's Delicious When It's Warm (Cold and Warm Foods)
Author: Boyoung PARK│Illustrator: Mul KANG

Do you know every food has a right temperature for taste? There are foods like cold noodles and pat-

bingsu that are tasty served at cold temperatures, and foods like hot buns that are tasty at hot temper-

atures. What food do 'Cold Restaurant' and 'Hot Restaurant' make for their customers?

17

나는야, 초록 브로콜리!
초록색을보면편안하고싱그러워지지않니?

초록색과일과채소친구들은

마음뿐만아니라몸도편안하게해준단다.

엽록소가많아서피를만들어주고,

세포가다시살아나게해줘.

장이깨끗해져서피부도좋아지지.

초록브로콜리에는엽록소가많아요. 엽록소에는

좋은비타민과무기질이많아서상처를치료하고세포를만들어주지요.
16

나같은초록친구들을소개해줄게.

“초록채소, 초록과일들아, 다모여라!”

브로콜리에는일반 채소에는

거의없는요오드성분이있어.

줄기와잎에도 양이가득하니까

꽃봉오리와함께

전부먹는것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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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글
연둣빛매

실

배가살살
아플때

먹으면좋
아. 

피로를풀
어주고

영양소흡
수가

잘되도록
도와준단

다. 

독특한향이풍기는깻잎
칼슘이한가득들어있어. 고기와함께먹으면고기에부족한무기질을채워주고누린내도없애주지.

푸릇푸
릇귀여

운완두
콩

비타민
과단백

질이고
루들어

있어. 

신장이
하는일

을도와
서오줌

이잘
나오게

해.

까만씨가콕콕박힌키위
빈혈을예방하고성장을돕지. 엽산이많아서모유를먹이는아기엄마들이먹으면좋아.

퍼들퍼들쭉뻗은부추

몸을따뜻하게하고간과
신장을

튼튼하게해줘. 지친몸
에

기운이나도록도와주지
.

뽀빠이도즐겨먹는
시금치

칼슘과철분이많아
서어린이와

임산부에게좋아. 
눈의건강을지켜

주는

비타민A도듬뿍들
어있어. 

What Color Should We Eat?
Author: Boyoung PARK│Illustrator: Hobakbyul

Fruits and vegetables have their own colors like red tomatoes, yellow lemon, and green broccoli.

Colorful foods like red, orange, yellow, and green foods not only look good but also have lots of

nutrition which makes our body healthy. Find out which part of our bodies each color food is good

for, so when we eat our body will be healthier and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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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여행에지친꼬꼬는호주사막에서쓰러지고말았어요.

마침그곳을지나던할머니가자기집으로데려갔지요.

“얘야, 위체티그럽을먹으면힘이날거다.”

할머니는음식을꼬꼬앞에내밀었어요.

“으악!”

꼬꼬는주먹만한애벌레를보고깜짝놀랐어요.

“좀징그럽더라도먹어보렴. 아픈게싹나을거야.”

눈을꼭감고씹어보니고소한버터맛이났어요.

꼬꼬는위체티그럽을뚝딱먹어치우고는

기운을내어다시포크에올랐답니다.

주먹만 한 위체티 그럽 요리

호주 원주민인 애버리지니는 옛날부터 위체티 나무 수액을 먹고 사는 커다란 애벌레

요리를 즐겨 먹었어요. 주변에서 고기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먹만 한 위체티

그럽은 무척 좋은 단백질 음식이었지요. 위체티 그럽은 산 채로 먹거나 뜨거운 재를

덮어서 뭉근하게 익혀 먹기도 하는데, 고소한 버터 맛이 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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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가집을떠난지도꽤오래되었어요.

이슬람나라에간꼬꼬는갑자기돼지고기가먹고싶었어요. 

때마침한아주머니가지나가고있었지요.

“아주머니, 혹시이근처에돼지고기음식점이있나요?”

그러자아주머니의얼굴이금세굳어졌어요.

옆에있던아저씨는소리를지르며사람들을모았어요. 

“이아이가코란이금지한돼지고기를먹겠대요!”

성난사람들이우르르몰려들자꼬꼬는덜컥겁이났어요.

“으악, 꼬꼬살려.”

꼬꼬는서둘러포크를타고달아났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

이슬람 나라에서는 종교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뉘

어 있어요. 특히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서는 돼지고기를 알라신이 아닌 사악

한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보았지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 양,

닭, 염소, 낙타 등의 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답니다. 또한 자연환경

이 돼지를 기르기에 알맞지 않아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고도 해요.

Have You Ever Tried This Food? (Weird, strange foods)
Author: Jaeeun JO│Illustrator: Jeongin CHOI

The curious witch, Kkokko, hits the road looking for the oddest food in the world. This book is full of

marvelous stories of ingredients that we never imagined for cooking such as spiders with poison, big

bear's paw, mosquito's eyes in bat dung, and even wriggling caterpillar are changed into the best

dishes. Let's enjoy the peculiar taste of odd foods throughout the world.

찬광

반찬이나 음식 재료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넣어 두는 곳이에요. 벌레가 생기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통풍이 잘되고

그늘진 곳에 설치했어요. 

뒤주

쌀, 콩, 팥 등 곡식을 담아 두는

나무로 만든 부엌 가구예요.

놋그릇

누런 빛깔을 띤 놋쇠로

만든 그릇이에요.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잘 식지 않아서 좋아요. 

우아, 역시우리할머니는살림꾼이셔.

아들, 손자, 며느리먹이려고찬광에음식이차곡차곡그득하네.

시퍼런시래기가잘도말랐군. 

메주냄새, 아이고구려.

떡은어디에있을까? 나못찾게뒤주속에감추셨나? 

식지말라고놋그릇안에넣어두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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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꾹다물고있는전기밥솥안에있을까? 

뚜껑을살짝열어봐야지. 딸깍.

“쌀밥짓기를시작합니다.”

아이고, 전기밥솥이말을하면서저혼자밥을짓네.

그럼치즈는토스터안에있나, 아니면믹서안에들었나?

전기밥솥

전기로 밥을 해 주는 기계예요.

요즘에는 시간을 미리 맞춰 그 시간에

밥이 저절로 지어지는 기능이나 다양한

요리 기능 등이 더해졌어요.

믹서

전기로 칼날을 돌려 음식을

갈아 가루나 즙을 낼 때

써요.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 많이 사용하지요.

전자레인지

데우거나 조리 시간이 짧은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기계예요.

토스터

전기로 열을 내어 빵을 데우거나

굽는 기계예요. 타이머가 있어

굽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전기 주전자

전기를 이용해 물을 끓이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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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Tender Rice Cake, Finding Rattling Cheese
Author: Jaeeun JO│Illustrator: Myeongae LEE

The kitchen is an important place where food is cooked. If you follow a mice looking for rice cake and

a mice looking for cheese, you can examine closely an olden day kitchen and today's modern kitchen.

Where can the mice find rice cake in the olden day kitchen? Where can the mice find cheese in today's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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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흰쌀밥이문제로군요.

쌀에는탄수화물, 단백질등여러영양소가들어있어요.

하지만지방이나칼슘, 철 등은많지않지요.

더군다나흰쌀은영양소가많은쌀겨와쌀눈이

다깎여나간것이랍니다.

그래서다른곡식을섞어영양소를보충해주어야해요.

딱이야박사님!

아이엄마생일이어서아이랑아침밥을차리려고해요.

그런데아내가흰쌀밥을별로좋아하지않아요.

흰쌀밥이부드럽고먹기에도좋은데말이에요.

어떤곡식을함께섞으면좋을까요?

밥이라고해서쌀만넣으라는법은없어요.

콩을넣으면콩밥, 팥을넣으면팥밥, 조를넣으면조밥이지요.

현미, 흑미, 백미등의쌀에콩, 조, 수수, 팥, 보리같은

다른곡식을넣어서밥을하면맛도더고소하고

영양도훨씬뛰어나답니다.

6 7

서로잘맞는음식

보리와 +

보리와 을 껍질째 빻아서 먹으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어 변비에 좋아요. 

쌀과 쑥 +

쑥은 쌀에 부족한 칼슘, 철, 비타민 등을 보충해

주어요. 

콩과 치즈

콩의 인산과 치즈의 칼슘이 만나면 몸에 딱딱한

돌 같은 것을 만들어 내요. 이것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결석이라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두부와 시금치

두부의 칼슘과 시금치의 수산이 만나면 몸에 돌이

생겨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보,
생일축하해!

서로맞지않는음식

Good Combinations of Foods
Author: Jumi PARK│Illustrator: Jinah PARK

Some foods match well with others for taste and nutrition. Kimchi matches with sweet potatoes, pork

matches with pickled shrimp, and mackerel matches with radish. Let's pay attention to food match-

ing story from Dr. Ttakiya for food matching. You can get useful information about food matching

that can add your experience of food's taste and nutrition.

Icook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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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코치킨타코
타코는토르티야로만드는 표적인음식이에요. 

옥수수반죽으로직접토르티야를만드는 신
가게에서파는토르티야를이용하면간편하답니다. 닭가슴살로만드는담백하고고소한타코, 함께만들어볼까요?

새우딤섬

생선초밥

치킨커리

쌀국수

바비큐

피자

치킨타코

부르스트

바게트

쉬시케밥

Korean Food Recipes

Let's make traditional tasty and healthy Korean food

for ourselves? Let' set a table by making delicate

Soybean Paste Stew, round rice ball cakes, and crispy

maejakkwa (Korean traditional fried cake made of

wheat flour with ginger and salt). On a rainy day, if

you make browned pancake with Kimchi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its tastes twice as

good and the experience is twice as fun.

World Food Recipes

Rice noodles, pizza, curry and kebab are world

food that we can access easily. How good it

would be if you could make those foods at home

any time? Let's make tasty world food for our-

selves and experience other countries' taste and

culture. You can make it easily with these easy-

peasy world food recipes.

Food recipes |2 titles
Icook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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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Tan Korean Folk Tales (79 titles in total)

●Tan Tan Korean Culture (69 titles in total)

●Tan Tan Classic World Stories (73 titles in total)

●Tan Tan Kid’s Classic (60 titles in total)

●Tan Tan Math Books (80 titles in total)

●Tan Tan Start Math (15 titles in total)

●Tan Tan Science Click Click (67 titles in total)

●Tan Tan Picture Books for Chinese Phrases (65 titles in total)

●Tan Tan Global Kids Economy Village (55 titles in total)

●Tan Tan People in People (55 titles in total)

●Tan Tan Theme Gallery (30 titles in total)

●Tan Tan Children’s Museum (76 titles in total)

●Tan Tan Start Books (51 titles in total)

●Tan Tan Rhythm Books (60 titles in total)

●Tan Tan Start Music (58 titles in total)

●Tan Tan Into Nature (100 titles in total)

●Tan Tan Future Professions (23 titles in total)

●Tan Tan Comic Book ‘War of Three Kingdoms’(101 titles in total)

●Tan Tan Comic Book ‘Water Margin’(40 titles in total)

●Tan Tan Tori Knowledge Picture Books (51 titles in total) total)

●Tan Tan Ancient Korean stories (67 titles in total)

●Tan Tan icook (61 titles in total)

●Tan Tan Nature in 人(human) (60 titles in total)

Introduction to 
Yeowon Media s Book

Food Trip Around 
the World |1 book

우리처럼밥을먹는아시아
아시아는지구에서가장큰유라시아대륙의중앙과동쪽,서쪽 일부분을

차지하고있어요. 워낙 대륙이넓게퍼져있어지역에따라

자연환경이나종교,생활방식이많이달라요. 

하지만쌀을주로먹는점은서로비슷하답니다.

우리가살고있는
아시아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타이

아
시
아

유
럽

아
메
리
카

아
프
리
카

오
세
아
니
아
·
극
지
방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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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Cultures Dictionary of World
Author: Bohyeon SEO│Illustrator: Donggeun SIN

A girl and a body get sucked into a map one day, where they meet the

leader of world food exploration and travel all over the world. Every coun-

try they travel to have a unique culture and food related with the culture.

Let's travel all over the world through a dictionary full of amazing stories

and interesting pictures.

Icook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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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부는 넓은 평지
로 소나 말을 키우는 목축업이 크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질 좋
은 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를 즐겨 먹
는답니다. 으깬 감자나 옥수수 등을
곁들여 먹어요. 

팝콘은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전해 준

음식으로, 옥수수를 튀긴 것이에요. 옛날

원주민들은 팝콘을 장식품으로 쓰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캐러멜이나 각종 소스를

곁들여 다양한 맛을 낸 팝콘도 나왔어요.

미국에서 치킨 수프는 감기에 걸릴 때

먹는 약과 같은 음식이에요. 닭고기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 끓인 수프로

지역에 따라 크림을 넣어 먹거나 맑은

국물에 채소를 넣어 먹기도 하지요.

와플은 미국에서 간식으로 즐겨

먹는 일종의 빵이에요. 원래 중부

유럽에서 시작된 가벼운 과자였는데, 

미국으로 건너오며 반죽에 설탕을 많이

넣고 생크림과 과일, 시럽 등을 듬뿍 얹어

먹게 되었어요.

샌드위치는 유럽에서 들어온 음식 중

하나예요. 빵과 빵 사이에 고기나 채소, 

치즈 등을 넣어 먹지요. 미국은 여러 음식 문화가

섞인 곳답게 온갖 재료를 빵 사이에 넣어 먹어요.

38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뉴욕 항에 있는 거 한 여신상을 말해요.

한 손에는 자유의 빛을 뜻하는 커다란 횃불을, 다른 한 손에는

미국의 독립 선언서를 들고 있어요. 겉에서 보면 조각상이지만

안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선물한 것이랍니다.

미국은 북아메리카 륙에 있으며 땅덩이의 왼쪽이

태평양, 오른쪽이 서양에 맞닿은 넓은 나라예요.

미국은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

에 유럽의 온갖 음식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다만 음식 조리법이 더 간단해졌지요. 그래서 미국

음식은 유럽 음식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다양한문화가어울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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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티는 뜨겁게 달군 돌 위에

바나나 잎으로 싼 감자나 카사바 같은 뿌

리채소와 생선, 고기류를 천천히 익힌 것

이에요. 바나나 잎의 달콤한 맛이 재료에

스며들고 기름기는 싹 빠지기 때문에 담백

하고 달콤한 맛이 난답니다.

팔루사미는 카레 가루와 양

파를 섞어 코코넛 크림을 부은 뒤 타로 잎

에 싸서 땅속 화롯불에 구운 것이에요. 주

로 고기를 먹을 때 곁들여 내지요. 맛이 고

소하면서 독특해요.

산호초의나
라

키리바시

오염되지않
은

자연을가진
피지

피지는 2개의 큰 섬과 300개가 넘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관

광객이 많이 찾는답니다.

키리바시는 태평양 가운데에 자리 잡은 나라예요.

아름답고 거 한 산호초로 유명하답니다.

양떼가뛰노
는커다란섬

나라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개의 큰 섬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질 좋은 양털과 목축업으로 유명하답니다. 

뉴질랜드에는 질 좋은 양고

기가 많아요. 램 스테이크는 양고기를 구워 낸

것인데, 어린양의 갈비로 만든 갈비구이가 인기

가 많지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해 구워 먹으면

야들야들한 고기 맛이 최고랍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지만 4분의 1정도가 사막이에요. 쇼르바는 양 뼈로 국물을 내고 양파나 당근, 콩,
다진 마늘 등을 넣어 푹 끓인 뒤 땅콩버터와 레몬즙, 밥을 넣어 만든 요리예요. 진한육수에 신선한 레몬즙, 고소한 땅콩버터가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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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 있는 나라
로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가 중요
한 수출품이에요. 푸푸는 카사바, 얌, 바
나나를 익혀 한데 모아 반죽해서 둥그렇
게 뭉친 거지요. 먹으면 금세 배가 부르고
달콤한 맛 때문에 인기가 좋아요. 

아프리카의여러나라

우간다는 고원 지 라 그리 덥지 않고 호수와 강이 많아 농사짓기에 적합한 곳이에요.마토케는 레몬주스에 담가 놓았던 바나나에쇠고기 육수를 붓고 끓인 수프지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요.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나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 산이 있어요.이곳에서 주로 먹는 우갈리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음식으로 죽과 비슷해요. 아주고운 옥수숫가루나 카사바 가루를 끓는 물에 조금씩 넣으며 오랫동안 끓인 거랍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자리 잡은 튀니지에는 옛 시 에 강성했던 카르타고의 후예들이 살고 있어요.브릭은 얇게 부친가루에 해산물과 으깬 감자, 달걀을넣고 살짝 튀겨 낸 음식이에요. 한입깨물면 노른자가 적당히 흐르지요.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해변에 있는 나라로 에스파냐
와 프랑스의 향을 많이 받았어요. 무덥고 습한 날
씨 때문에 박하차가 유명하지요. 뜨겁게 데운 물에
박하 잎을 넣고 설탕을 잔뜩 넣어 달게 마셔요. 모
로코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술을 마시
지 않기 때문에 이 박하차를 곧잘 마신답니다.

네덜란드는 바다를 둑으로 막아 물을 퍼내고 땅

으로 만든 나라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빵 사이

에 생선을 통째로 끼워 먹는 것을 보아도 놀라지

마세요. 그게 바로 더치헤링이거든요. 청어의 머

리를 자르고 속을 발라낸 다음 소금에 절여 날것

으로 먹는답니다.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한 스위스에서 기나긴 겨울

을 이기기 위해 먹는 요리가 바로 퐁뒤예요. 퐁뒤

는 원래 프랑스어로 녹이거나 섞는다는 뜻이에요.

약한 불에 치즈를 녹여 음식을 찍어 먹는 요리지

요. 무엇을 찍어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유럽의여
러나라

그리스는 올림픽 경기가 시작된 나라예요. 기로

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동그랗고 납작

한 피타 빵에 양상추와 토마토 등의 채소와 구

운 고기를 넣어 싸 먹는 음식이지요. 요구르트

에 올리브기름, 다진 마늘을 섞어 만든 차지키

소스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답니다.

힘이 센 나라들 사이에 끼어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폴란드는 작지만 강한 나라예요. 비

고스는 폴란드의 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식초

에 절인 양배추를 돼지고기나 쇠고기, 양파 등과

섞어 걸쭉하게 끓여 만들지요. 고기의 기름기가

싹 가셔 깔끔한 맛이 나요. 

스뫼르레브뢰는 질 좋은 우유와 치즈로 유명한

덴마크의 표적인 요리로, 한쪽에 빵이 없어 열

려 있는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친 통

호 빵을 얇게 썰어 버터를 바른 뒤 청어 절임,

토마토, 훈제 연어, 달걀, 햄 등을 얹어 만드는

데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서 먹어야 해요.

동유럽의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체코에는

콜라체라는 전통 후식이 있어요. 우유와 효

모, 설탕, 가루를 섞어 반죽을 하고 여기

에 레몬 껍질과 과일 등을 넣고 구운 케이크

지요. 맛이 아주 달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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