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맛있고 건강한 동남아풍의 라면 레시피 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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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지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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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 함께 떠나는♬

 동남아 푸드트립 20

1960년대에 처음 우리 땅에 라면이 등장한 이래 라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의 간편한 식사대용식으로 널리 사랑 받아 왔습니다. 바쁘고 입맛 없을 때  

간단히 식사를 대신하거나,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편리

하고 맛있는 라면을 더 건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는 없을까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주)농심에서는 '맛있는 라면, 건강 

하게 먹어요~'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매년 주제를 바꾸어 가며 면요리  

공모전을 개최하여 '맛', '멋', '영양'을 고루 챙긴 다양한 레시피를 공모했습니다. 

 2018년 제 10회 대회는 <라면과 함께 떠나는♬ 동남아 푸드트립>이라는 주제로 당

사의 다양한 라면 제품을 활용한 현지 스타일의 동남아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는 미션

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동남아 여행 경험을 한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도 동남아 음식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특유의 향신료와 다양한 식재료가 어우러진 동남아 지역 음식의 맛을 재현할 수 있는 

간편하고 건강한 라면요리를 발굴하고자 했고, 그 결과 참신하고 톡톡튀는 아이디어  

가득한 레시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 레시피북은 올해 면요리 공모전에 수상한 16가지 레시피와 농심에서 제안하는 레시

피 4가지를 포함하여 총 20가지 동남아풍 라면 레시피를 담고 있습니다. 라면의 영양밸

런스를 걱정했던 분들에게는 맛과 영양을 겸비하여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면 요

리 마니아들에게는 새로운 동남아 메뉴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하며, 동남아인들에게는 

고향의 맛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동남아 음식을 경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맛있

는 라면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8. 10. 

(주) 농심 

*농심 건강한 면요리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http://www.nongshim.com/contest

www.noodlefoodle.com



공모전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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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깊은 보울에 바지락 350-400g을  

넣고 물을 1L, 소금 3스푼 정도  

넣고 2-3시간 정도 해감한다.

2    홍고추는 깨끗이 손질하여 어슷 

썬다.

3    팬을 달구어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다가, 해감하고 물기 제거한  

바지락을 넣고 볶다가 청주를 넣고 

볶음팬 뚜껑을 닫아 조개를 익힌다.

4    조개가 입을 열면 칠리페이스트,  

새우탕 분말스프, 설탕을 넣고 간을 

맞춘다.

5    끓는 물에 새우탕면을 넣고 익혀 

준다(1분가량).
6    태국고추, 홍고추, 태국바질, 삶은  

면을 넣고 완성한다. 

새우탕 큰사발 1개,

바지락 350-400g, 

홍고추 2개, 타이바질 50g, 

태국고추 5개, 마늘 3개, 

칠리페이스트 1-2T,

새우탕 분말스프 1.5T,

올리브오일 4T,

청주 200ml, 설탕 약간

준비재료 요리법

09대상 •새우탕 호이라이 팟프릭빠오

조리팁

새우탕 면을 삶고 볶아주기 

때문에 삶는 과정에서

반 정도만 익혀주세요. 

칠리페이스트를 구하기

어렵다면 핫칠리 소스로

대체 가능합니다.

새우탕 호이라이 팟프릭빠오
경희대학교 조리외식경영학과 / 남태영, 박유니스광선

한국의 시원한 “새우탕”과 태국의 매콤한 “호이라이 팟프릭빠오”의 운명적인 만남. 

우리 함께 태국미식여행을 떠나보아요!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83&categoryCode=

대 상



4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준비한  

재료와 페페로치노와 후추를 함께 

볶다가, 닭가슴살이 50%정도  

익으면 느타리버섯과 같이 꺼낸다.

3    닭 가슴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

한다.

6    끓기 시작하면 면, 스프, 닭가슴살,  

느타리버섯을 넣고 3분30초간 끓인다.
5    물(280ml)와 코코넛밀크(280ml)를 

넣고 끓인다.

7    그릇에 옮겨 담고 레몬즙, 피시소스

를 넣고 잘 저어준 뒤 고수를 넣어먹

는다.

2    느타리버섯을 길게 찢는다.1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어슷썰고 

당근, 생강은 채 썬다.사리곰탕면 1개, 

코코넛 밀크 280ml,

물 280ml, 닭 가슴살 106g, 

생강 10g, 느타리버섯 33g, 

청양고추+홍고추 19g, 

페페로치노 6개, 

통후추 한 꼬집(13개), 

사리곰탕면 스프 7g, 대파 11g, 

당근 4g, 레몬즙 1T, 

피시소스 2.5T

준비재료 요리법

11금상 •꼬신닭면

조리팁

태국 본연의 톰카가이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생강, 

라입즙 대신 갈랑갈, 

레몬그라스를 넣어주세요. 

더 자극적인 매운맛을 원하

신다면 추가로 고추기름과 

청양고추를 더 넣어주세요.

꼬신닭면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 최선민, 강수지

동남아의 자극적인 향미를 코코넛 밀크의 부드러움으로 감싼 든든한 한끼, 

꼬(고소하고)신(신맛이 나는)닭면!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82&categoryCode=

금 상



4    팬에 식용유를 둘러 채 썬 당근을  
볶아 그릇에 담고, 돼지고기를  
볶다가 애호박도 함께 볶는다.

3    숙주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30초 정
도 데치고 브로콜리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1분정도 데친다.

6    면 삶은 물에 남은 짜왕 분말스프,  
사리곰탕 분말스프를 넣고 육수를  
만든다.

5    350ml 물에 면과 짜왕 후레이크를 
5분 동안 삶고, 물을 뺀 후 짜왕의 
야채 풍미유에 면을 버무린다.

7    숙주와 브로콜리를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센불에 볶는다.

8    그릇에 면을 담고 육수를 담은 후  
고기, 오이, 당근, 숙주, 브로콜리 등 
듬뿍 얹고 깨소금을 뿌려 완성한다.

2    돼지고기는 다지고, 간장1t, 설탕1t, 
굴소스1t, 후추1t, 다진마늘, 다진
파, 짜왕 분말스프 반을 넣고  
5분정도 재운다.

1    오이, 당근은 껍질을 벗긴 후  
0.5cm 로 채썰고, 애호박은 다진다.짜왕 1개, 사리곰탕면 1개, 

돼지고기(등심) 130g, 오이 30g, 

당근 30g, 숙주 50g, 

애호박 30g, 브로콜리 30g, 

다진마늘 1t, 다진파 1t, 간장 1t, 

설탕 2t, 굴소스 1t, 후추 1t, 

소금 1t, 식용유 1t, 참기름 1t, 

깨소금 약간

준비재료 요리법

13은상 •짜리공부면~♪

조리팁

남은 돼지고기 볶음과 

짜장 육수에 밥을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짜리공부면~♪
대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강수지, 신정은

짜왕과 사리곰탕이 만났다!!! 대만의 짜장, 공부면(功夫麵). 

남녀노소 모두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만 전통 면요리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81&categoryCode=

은 상



4    팬에 기름을 넣고, 닭을 노릇하게  

튀겨준 후 얇게 썬다.
3    달걀1개를 풀어놓고 닭을 얇게 치고 

반을 자른 후 소금, 밀가루, 달걀,  

빵가루 순으로 묻혀준다.

6    끓는 물에 면을 넣고 4분간 삶아 체에 

받쳐 물기를 뺀 뒤, 찬물에 씻는다.
5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마늘을  

넣고 향이 날때까지 볶은 후 호이신

소스, 피넛버터, 신라면 분말스프,  

설탕, 물을 넣고 섞으면서 졸인다.

7    그릇에 면을 담고, 피넛소스를 붓고 

닭, 오이, 달걀 토핑을 놓는다.

2    오이를 식초, 소금, 물 120ml에  

넣고 5분 정도 절인 후 가늘게 채  

썬다.

1    달걀을 끓는 물에 9분간 삶은 후 찬물에 

헹구어 껍질을 벗긴 후 반으로 자른다.신라면 1개, 물 550ml, 

달걀 1개, 오이 60g(1/3개), 

식초 60ml, 소금 3g, 물 120ml, 

닭안심 80g, 소금 3g, 

밀가루 120g(1컵), 

빵가루 180g, 달걀 1개, 

기름 약간

[피넛소스] 다진마늘 5g, 

호이신소스 30g, 피넛버터 60g, 

신라면 스프 3/4봉, 물 300ml, 

설탕 15g

준비재료 요리법

15은상 •신로작(Shin Ramyun Rojak)

조리팁

물을 더 추가하기 전에 

소스와 물이 잘 섞여졌는지 

확인하며 넣어주면 

좋습니다. 식감을 위해 

땅콩 분말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신로작(Shin Ramyun Rojak)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석예슬, 린(Azureen Asmie) (말레이시아)

기분좋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고향의 맛! 

신라면에 피넛소스를 넣어 만든 초간단 말레이시아식 로작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80&categoryCode=

은 상



4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은 후,  

새우와 오징어를 넣어 1분 간 삶아 

건져둔다.

3    청양고추는 다진 후, 다른 소스  

재료들과 섞어 소스를 만든다.

6    다른 재료들과 소스를 섞은 후 땅콩, 

고수, 쪽파, 드레싱 누들 토핑을 올려 

마무리한다.

5    끓는 물에 돼지고기를 1분간 삶은 

후, 면을 넣어 4분 30초간 익혀  

건져둔다.

2    오징어는 1cm 두께로 썰고, 새우는 

껍질을 깐 후, 등에 칼집을 넣는다.
1     토마토는 한입 크기로 썰고, 쪽파는 

4cm로 썬다. 양파는 채 썰고, 고수  

1뿌리는 3cm로 썰고, 나머지 1뿌리는 

잎만 떼어 토핑으로 사용한다.

드레싱 누들 1개, 

토마토 작은 크기 1개, 

양파 작은 크기 1/2개, 쪽파 2대, 

고수 2뿌리, 토핑용 삶은 땅콩, 드

레싱 누들 토핑, 소금 약간, 

새우 3마리, 오징어 몸통 1/2마리, 

다진 돼지고기 80g 

[소스] 

드레싱 누들 오리엔탈 소스 1/2봉

(20g), 라임즙 4T, 멸치액젓 2T, 

설탕 2T, 청양고추 1개

준비재료 요리법

17동상 •얌 누들 얌!

조리팁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넣어도 좋고,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먹으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얌 누들 얌!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윤도연, 로우 시 이(싱가포르)

집에서 간편하고 건강하게 동남아 현지의 맛을 느끼다! 

“드레싱 누들로 만든 태국식 샐러드 얌 누들 얌!”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79&category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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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놀라유를 두른 팬에 칼등으로  

찧은 레몬그라스와 갈아놓은 향신 

재료를 넣고 중불에서 약 5분 볶는다. 

3    레몬그라스와 카놀라유를 제외한  

향신재료와 약간의 물을 넣고  

믹서기에 간다.

6    닭가슴살과 볶아놓은 향신재료 

(레몬그라스 제외), 스프와 후레이크, 

면을 넣고 끓인다.

5    끓는 물(500ml)에 숙주를 데친다.

7    데친 숙주, 삶은 달걀, 닭가슴살, 면, 

각종 고명 위에 국물을 부어 마무리 

한다.

2    재료를 손질하고, 향신재료를 계량

한다.
1     계란을 반숙으로 삶는다. (끓는 물에서 

10분)후루룩 칼국수 1개, 

닭가슴살 40g, 숙주 75g, 

삶은 달걀 1개, 물 500ml, 

레몬그라스 0.5개, 양파 1/6개, 

생강 15g, 다진 마늘 5g, 

코리앤더가루 1/2t, 

커민가루 1/4t, 강황가루 1/4t, 

후추 1/2t, 물 약간, 카놀라유 1T, 

고명(대파, 고수, 라임즙)

준비재료 요리법

19동상 •소로록 아얌

조리팁

숙주 대신 양배추 등을 

추가하여도 좋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삶은 계란, 훈제 닭가슴살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로록 아얌
동덕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수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경제학과 신상훈

인도네시아에 있는 듯한 이국적인 맛과 향! 

칼칼함까지 잡은 치킨 카레 누들 스프 ‘소또아얌’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78&category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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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끓는물에 볶음너구리 건더기스프, 

볶음너구리면, 소금 3g을 넣고 4분

간 끓인다. 

3    2에 볶음너구리 분말스프와 코코넛 

밀크를 넣어 3분간 졸인다. 

6    너구리 렌당을 그릇에 담고 고수와  

라임을 곁들여 완성한다.
5    4의 면을 건져서 3의 졸여놓은  

렌당에 넣고 30초간 볶는다. 

2    볶음 너구리 고추향미유를 넣고  

양파와 소고기, 코리엔더, 큐민,  

강황파우더, 파프리카파우더를 넣고 

볶는다.

1     양파를 다진다.

소고기 다짐육 50g, 양파 50g, 

고수 5g, 코코넛 밀크 200ml, 

고운 고춧가루 0.2g, 

코리엔더 0.3g, 큐민 0.5g, 

강황파우더 1g, 

파프리카파우더 0.3g, 소금 3g, 

라임 10g

준비재료 요리법

21동상 •너구리 렌당

조리팁

소고기 대신 새우, 게살 등을 

넣어도 코코넛 맛과 잘 어울

려 맛있습니다. 향신료를 구

하기 어렵다면 시판 카레 가

루를 넣어도 좋습니다.

너구리 렌당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호텔조리학과 / 김의중, 김은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인도네시아식 너구리 렌당!!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77&category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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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름을 두른팬에 다진마늘 1쪽,  

다진 고추 1/2개, 백색통후추 5g, 

팔각 3g를 넣고 볶은후 2의 육수를 

부어 1분 끓이고 냄비로 옮겨 5분간 

끓여준다.

3    기름을 두른 팬에 다진마늘 1/2스푼, 

공심채 50g, 간장 1스푼(7g), 고추 

1/2개 넣고 볶아준다. 

6    끓인 라면을 그릇에 담고 공심채볶음

과 썰어놓은 홍고추를 올려 마무리 

한다.

5    4번의 국물에 사리곰탕면 1개를  

넣고 2분간 끓인다.

2    1번에 물 1500ml을 넣고 스프 

(신라면블랙 후첨스프 5g, 사리곰탕

면 스프 5g) , 마늘 5쪽, 백색통후추 

10g을 넣고 30분간 끓인다.

1     핏물을 제거한 돼지 등갈비 200g에  

칼집을 내어 3분간 데친후 흐르는  

물에 씻어준다.
돈등갈비(구이용) 200g, 

깐마늘(통마늘) 7조각, 

백색 통후추 15g, 공심채 50g, 

홍고추 1개, 청양고추 1개, 

팔각 3g, 간장 7g, 물 1,500ml, 

신라면 블랙 후첨스프 5g, 

사리곰탕면 분말스프 5g, 

사리곰탕면 1개

준비재료 요리법

23동상 •바쿠테를 라면으로 바꿀때!

조리팁

동남아 향을 더 진하게 내고 

싶다면 고수를 추가 해도 좋

고, 약간의 매콤함을 원한다

면 청양고추를 잘게 다져 넣

어도 좋습니다.

바쿠테를 라면으로 바꿀때! 
전남대학교 식품영양과학부 강성은 / 식품공학과 김가림

사리곰탕면으로 만드는 진한 국물의 싱가포르 보양식 바쿠테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76&category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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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에 소고기 채끝살, 토마토, 감자를 

넣고 소금 간을 한 후 파프리카  

가루와 피시소스를 넣고 볶아준다.

3    2의 팬에 양파, 마늘, 건고추를 넣고 

향을 낸다. 

6    5에 청경채를 넣고 뚜껑을 닫아서  

숨이 죽으면 바나나칩과 고수·바질·

후추를 뿌려서 접시에 담아낸다. 

5    물 500ml, 구워둔 바나나,  

병아리콩, 농심 스파게티 토마토 면, 

분말스프를 넣고 5분동안 끓여낸다.

2    팬에 스파게티면 향신기름을 두른 

후 바나나를 썰어 구워준 후 건지고 

초리조를 구워준다. 

1     바나나는 어슷 썰고 마늘은 다지고,  

데친 토마토, 양파, 감자, 소고기  

채끝살, 초리조는 1×1×1cm로  

썰어 준비한다.

농심 스파게티 토마토 1개, 

바나나 150g, 소고기 채끝살 80g, 

초리조 25g, 토마토 200g, 

양파 60g, 감자 30g, 청경채 30g, 

병아리콩 통조림 20g, 

마늘 8g(2쪽), 건고추 4g, 

피시소스 20g(2T), 바나나칩 3g, 

고수·바질 다진 것 2g, 

파프리카 가루·후춧가루 약간

[소스] 

물 500ml, 

스파게티면 소스 1/2봉, 

스파게티면 향신기름 1봉

준비재료 요리법

25동상 •원팬 포체로에게 바나나?

조리팁

덜 익은 바나나를 활용하면 

맛과 향이 더 향상됩니다.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병아리콩 대신 

옥수수콘으로, 초리조 대신 

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원팬 포체로에게 바나나?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조리학과 / 조예린, 홍성은

농심 스파게티로 만드는 필리핀 대표 가정식인 바나나가 들어간 필리핀 토마토 스튜, 

‘원팬 포체로(Pochero)’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75&category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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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량의 재료를 섞어 소스를 만든다.3    보글보글 부대찌개면을 1분 삶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

6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공심채, 양파, 

당근을 볶다가 3의 면을 넣고 볶다가 

5의 소고기와 숙주를 넣고 볶아 완성

한다.

5    달군 팬에 고추기름, 다진마늘을  

넣고 볶다가, 소고기를 넣고 어느  

정도 익으면 접시에 꺼내 놓는다.

2    소고기에 베트남 액젓, 설탕, 미림, 

후추, 다진마늘을 넣고 20분 정도  

재워놓는다.

1     당근, 양파, 쪽파, 공심채는 5cm  

길이로 썬다.

보글보글 부대찌개면 1개, 

소고기 불고기용 200g, 

공심채 200g, 숙주나물 100g, 

양파1/2개, 당근 100g, 쪽파 50g, 

베트남 매운 고추 2개, 

고추기름 1t, 다진마늘 1T, 

올리브유 1T 

[소스] 

보글보글 부대찌개면 스프 1t, 

베트남 간장 1.5T, 

베트남 액젓 1T, 굴소스 1.5T, 

올리고당 1T, 미림 1t, 참기름 1t, 

후추 약간

준비재료 요리법

27동상 •달달 볶고

조리팁

베트남 간장과 액젓은 

한국 간장과 액젓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재료 볶을 때는 

센 불에서 빨리 볶는 것이 

좋습니다.

달달 볶고 
안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도수연(베트남), 노티아(베트남)

베트남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영양만점 공심채와 부대찌개 면의 절묘한 만남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74&categoryCode=

동 상



양념치킨면 1개, 

당근 1/2개(70g), 

양파 1/2개(80g), 

그린빈 6개(20g), 

대파 1/4개(20g), 

숙주나물 한 줌(30g), 

레몬그라스 1개(20g), 

쪽파 2대(10g), 카놀라유 2T, 

닭다리살 2개(100g),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미림 약간, 

녹말가루 2T(30g) 

[닭 구이 재료] 레몬그라스 1개

(10g), 베트남 건고추 4개, 

대파 ¼개(20g) 

[닭 시즈닝 재료] 쿠민가루 1/3t, 

생강가루 1/3t, 고춧가루 1/3t, 

땅콩버터 1T, 간장 1t, 올리고당 1t 

[소스재료] 

양념치킨면 매콤한 비빔소스 1개, 

땅콩버터 1T, 간장 1T, 올리고당 

1T, 코코넛밀크 1T, 

피시소스 1T, 라임즙 1T, 

다진마늘 1T, 다진생강 1t, 

베트남건고추 1개

준비재료 요리법

29동상 •매콤달콤 사떼 볶음면

조리팁

레몬그라스를 구하기 

어렵다면 껍질을 벗기지 

않은 레몬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닭 구이재료>를 
넣어 향을 낸 후 꼬치에 끼운 닭에 녹
말가루를 묻힌 후 기름에 굽는다.

3    <소스재료>를 한데 섞어서 준비한다.

6    양념치킨면을 1분간 삶고, 찬물에 씻
어 놓는다.

8    레몬그라스를 넣어 향을 내준다.

8    그릇에 완성된 사떼 볶음면과 닭꼬치
를 담고 고명용 쪽파를 올린 후 양념
치킨면의 후첨토핑을 뿌려 완성한다.

5    닭이 완전히 익으면 <닭 시즈닝 재료>
를 섞어 뿌린다.

7    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를 넣어 향을 낸 
후 닭고기, 당근, 양파, 그린빈 순서로 
넣어 볶다가 소금, 후추로 간을 해준다.

7    3의 만들어 둔 소스를 넣고 면 삶은 물
을 넣어 농도를 조절하며 볶다가 숙주
와 면을 넣고 1분 30초간 볶아준다.

2    썰어놓은 닭다리의 반은 꼬치에  
끼우고 소금, 후추, 미림으로 밑간을 
한다.

1     당근은 편 썰기, 양파는 채 썰고, 그린빈
은 5cm로 대파와 함께 어슷썰기를 하며, 
숙주는 거두절미 하고 레몬그라스는 반
으로 갈라 준비해 놓고, 닭다리살은 2cm
×2cm로 깍둑썰기하고, 고명용 쪽파는 
4cm로 썰어 소금에 절여 놓는다.

매콤달콤 사떼 볶음면 
성신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정기준, 이채정

한 입으로 즐기는 인도네시아 여행~ 인도네시아 꼬치요리 사떼와 양념치킨면의 만남, 

매콤달콤 사떼 볶음면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73&category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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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달궈지면 3의 
소스을 부어 1분간 볶는다.

3    홍고추, 마른고추, 마늘, 생강,  
양파를 블렌더에 모두 넣고 갈아  
칠리소스를 만든다.

6    5에 농심 굴소스 볶음면의 후레이크
와 굴소스를 넣고 잘 섞는다. 

8    면을 끓는 물에 3분 삶고 체에 받쳐
둔다.

10    대파, 홍고추, 고수를 올리고  
마무리한다.

5   4에 fermented yellow soybean 
sauce, 케찹, 설탕, 소금, 물을 넣고 
잘 섞는다. 

7    냄비에 식용유를 자작하게 붓고  
달궈지면 꽃게를 넣어 튀겨준다.

9    8의 면을 6의 칠리크랩 소스에  
버무린 후 그릇에 담는다.

2    꽃게는 물기를 제거하고 녹말가루를 
묻혀둔다.

1     꽃게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등껍질을  
분리하여 깨끗이 손질하고, 대파는 
송송 썰고 홍고추는 어슷썬다.

준비재료 요리법

31동상 •칠리 크랩 CLAP면

조리팁

fermented yellow 

soybean paste(Tauco)를 

구하기 어렵다면 된장이나 

쌈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고수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굴소스볶음면 1개, 꽃게 1마리, 

계란 1개, 홍고추(소스) 75g, 

홍고추(고명) 10g, 건고추 10g, 

마늘 35g, 양파 75g, 생강 7g, 

케찹 60g, fermented yellow 

soybean paste(Tauco) 18g, 

설탕 30g, 소금 4g, 

녹말(소스) 13g, 녹말(튀김) 50g, 

물 450ml, 고수 10g, 파 15g, 

식용유(소스) 10ml, 

식용유(튀김) 200~300ml

칠리 크랩 CLAP면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선아 /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총 유 헹(싱가포르)

먹자 마자 박수가 나오는 환상적인 바로 그 맛! 

굴소스 볶음면으로 간단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만드는 싱가포르 칠리크랩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72&categoryCode=

동 상



4    냄비에 우유 100ml를 넣고 우유가 

끓으면 스프를 넣어준다.
3    소금을 뿌린 소고기와 새우를 마늘과 

함께 식용유에 볶다가 소고기와  

새우가 익으면 나머지 채소를 넣고  

함께 볶는다.

6    땅콩가루를 뿌려 완성한다.5    2의 면에 4의 우유를 넣고 3의 볶은 

재료를 넣어 비벼준다.

2    면을 삶아 건진 후 날달걀과 섞어  

준다.
1     소고기는 잡채용으로 길게 자르고,  

표고버섯과 나머지 채소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땅콩은 잘게 빻아준다.

준비재료 요리법

33동상 •베트남을 담은 사리곰탕

조리팁

채소 등 재료가 없는 경우 

스프 양을 줄이고 우유와 

달걀만 넣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사리곰탕면 1개, 우유 100ml, 

다진마늘 50g, 표고버섯 1개, 

새우 2개, 자른당근 30g, 

달걀 1개, 소고기 50g, 소금 10g, 

식용유 20g, 땅콩 50g

베트남을 담은 사리곰탕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학과 박찬해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응우웬 티 홍(베트남)

베트남 음식 미쫀( )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한 

‘베트남을 담은 사리곰탕’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71&categoryCode=

동 상



4    라면은 잘게 부셔서 끓는 물에 1분 
동안 삶고 물로 헹군 후 식용유 1T
를 넣어 잘 섞는다.

3    숙주는 살짝 데친 후 헹궈 물기를 제
거한다.

6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다진 레몬그라스 순서대로 노릇하게 
볶은 후 풀어놓은 라면스프물, 설탕
을 넣고 살짝 끓인다.

8    센 불에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새
우, 오징어를 넣어 볶다가 삶은 라면
을 넣고 1분 더 볶는다.

10    반죽 위에 숙주를 올린뒤 약한 불에 
뚜껑을 덮어 1분 정도 익히고, 겉면
이 노릇노릇하게 굳어지면, 뒤집개
로 반을 접은 후 접시에 담는다.

5   그릇에 라면스프, 물을 넣고 풀어 
준다.

7    불을 끄고 소스가 한 김 식으면 레몬
즙을 넣는다.

9    8에 반세오 반죽을 부침개 부치듯 
얇게 부어 팬을 돌리면서 넓게  
펴준다.

2    새우는 머리, 껍질, 내장을 제거한 
후 잘게 썰고, 오징어는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한다.

1     볼에 반세오가루, 우유, 신라면  
건더기 스프, 소금을 넣고 잘 섞은 
후 15분 동안 불린다.

준비재료 요리법

35동상 •신라면과 함께라면 반세오

조리팁

향이 좋은 쌈 채소에 

반세오 조각을 잘라 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이 좋아요. 반세오 가루 

대신 쌀가루나 강황가루를 

반죽으로 사용해도 좋아요.

신라면 1개, 반세오가루 100g, 

우유 200ml, 숙주 100g, 

오징어 몸통 50g, 새우 4마리, 

식용유 적당히, 소금 1/2t, 

쌈채소 적당히(상추, 깻잎) 

[칠리소스] 물 7T, 

신라면 스프 1봉지, 

다진 레몬그라스 1T, 다진마늘 1T, 

다진 베트남고추 1개, 설탕 2t, 

레몬즙 1.5T

신라면과 함께라면 반세오 
홍티검로안 (베트남) / 김예진 (베트남)

녹두 대신 신라면을 넣어 바삭함과 쫄깃함을 살린 이국적인 베트남식 부침개 

‘신라면과 함께라면 반세오!’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70&categoryCode=

동 상



4    체를 이용하여 육수만 따로 냄비에 

옮겨 우육탕면 스프를 넣고 끓인다.
3    2의 재료가 한번 끓어오르면 콜라를 

넣어주고 위에 떠오르는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6    불을 끄기 전 라임즙을 넣고 그릇에 

담아준다.
5    면을 넣어 5분간 익힌다.

7    다진 고수와 고추기름을 곁들여  

마무리한다.

2    냄비에 찬물을 넣고 1의 손질된  

재료와 돼지고기, 향신료(정향,  

타임, 통후추)를 넣고 끓인다.

1     대파, 마늘, 쪽파, 고추를 손질하여  

준비한다.

준비재료 요리법

37동상 •꾸에티엔무 무볼래?

조리팁

육수가 한번 확 끓고 난 

이후에 콜라를 넣어 다시 

한번 은근히 끓여주어야 

합니다. 고수는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우육탕면 1개, 스프 1t, 

돼지고기 앞다리살 100g, 

대파 30g, 마늘 20g, 쪽파 20g, 

고추 20g, 콜라 200ml, 

라임즙 1T, 정향 5개, 타임 1T, 

통후추 10개, 소금 2t, 설탕 3T, 

간장 6T, 고추기름 1t, 

고수 약간

꾸에티엔무 무볼래?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 홍진용, 나한울

태국식 돼지고기육수 라면 '꾸에띠엔무'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69

동 상



4    면이 다 삶아지면 찬물로 한번 헹궈 

준다.
3    냄비에 물(500ml)을 끓이고 면과 

후레이크를 4분 30초동안 삶아 

준다.

6    소스를 제외한 재료를 그릇에 담고 

소스와 함께 먹는다.
5    삼겹살(or양념고기)을 구워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2    물 50ml, 설탕 1T, 칠리소스 2T,  

신라면 스프 1/3봉, 레몬즙 4T,  

잘게 썰은 마늘 4쪽을 넣고 섞어  

분짜 소스를 만든다.

1     어린잎과 양상추를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하고, 소스에 들어갈  

마늘은 잘게 썬다.

신라면 1개, 물 500ml, 

어린잎 및 양상추 70g, 

삼겹살 100g, 

[소스] 물 50ml, 설탕 1T, 

스위트칠리소스 2T, 

신라면 스프 1/3봉, 레몬즙 4T, 

마늘 4쪽

준비재료 요리법

39동상 •여러분짜

조리팁

신라면 이외에 다른 

라면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짜 
경기대학교 외식조리학과 유성욱 /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명공학과 조현익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신라면으로 만든 베트남 음식 분짜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68&categoryCode=&page=2

동 상



전문가 레시피

4



4       냄비에 물을 넣고 끓으면 면,  

분말스프, 레몬그라스, 설탕,  

피시소스, 새우, 고추, 방울토마토를 

넣고 5분간 끓인다.

3     새우는 등에 칼집을 넣는다.

6     국물을 붓고 그 위에 라임즙을 짠다.5     면을 그릇에 담고 새우와 고수를  

올린다.

2     방울토마토를 씻어 1/2로 자른다.1     고수를 씻어 0.5cm로 썬다.

너구리 1개, 물 550ml, 고수 5g, 

라임 반쪽, 레몬그라스 6g, 

설탕 약간, 새우 50g, 

방울토마토 3개, 청양고추 8g, 

피시소스 4g

준비재료 요리법

43너구리 똠얌쿵

조리팁

코코넛밀크를 넣어도 

좋습니다.

너구리 똠얌쿵 
 

새우를 넣은 매콤, 새콤한 맛이 특징인 태국 대표음식 톰얌쿵을 너구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레몬그라스, 새우, 고수를 넣으니 톰얌쿵과 똑같은 맛이 납니다.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699



4    프라이팬에 약불로 날치알을 1분  
볶으면서 수분기를 날려주고 덜어 
낸 후 새우탕 양념 분말스프(4g)를 
섞는다.

3    냄비에 물을 넣고 끓으면 면과 새우
야채 건더기를 넣고 4분간 삶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뺀다.

6    그릇에 담고 날치알을 올린다.5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건고추를 
넣은 후 약불로 10초 볶아 향을 낸 
후 면을 중불로 30초 볶고 간장,  
새우탕 양념 분말스프(4g)를 넣고 
30초 더 볶고 불을 끈 후 새우  
조미유를 첨가해 잘 섞는다.

7    쪽파를 뿌린다.

2    쪽파는 송송 썬다.1     건고추는 두께 0.2cm로 얇게 썬다.

새우탕면 1개, 

새우탕 양념 분말스프 8g, 

날치알 65g, 쪽파 5g, 건고추 3g, 

간장 2g, 식용유 15g

준비재료 요리법

45마카오식 알비빔면

조리팁

날치알을 볶을 때 팬에 

붙을 수 있으니 잘 

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마카오식 알비빔면 
 

마카오 유명 맛집의 메뉴인 새우알비빔면을 모티브로 만든 레시피입니다. 

새우알 대신 날치알을 사용했는데,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재미있습니다.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50 



4    무, 당근, 오이는 씻어 5cm 길이로 
자르고 방울 토마토는 반으로 잘라 
놓는다. 

3    피쉬소스,설탕, 물(50ml), 식초를 
섞어 2를 넣은 후 냉장고에 10분간 
보관한다. 

6    2,3,4의 재료를 모두 섞어 소스가 

채소와 면에 베어들수 있도록 5분간 

재워둔다. 

5    끓는 물에 면을 5분간 삶아 찬물에 
씻은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7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1의 새우를 

약한 불에 앞뒤로 뒤집어 가며 5분

간 구워준다.

8    준비된 솜탐 샐러드와 새우 사테를 

그릇에 담는다.

2    마늘, 청양고추, 고수를 씻어 잘게 

다지고 실파는 0.2cm 두께로 썬다.
1     새우탕면 양념분말스프에 새우야채 

건더기, 코코넛 밀크를 넣어 섞고  

새우를 넣어 버무린 후 냉장고에  

10분간 보관해 둔다. 

새우탕면 1개, 새우(6개) 80g, 오

이(1/3개) 60g, 

당근(1/5개) 25g, 무 50g, 

방울토마토 3개, 마늘(1쪽) 8g, 

청양고추(1개) 8g, 고수 4g, 

실파 10g, 물 550ml, 

피시소스 30ml, 설탕 30g, 

식초 3ml, 코코넛밀크 80ml, 

식용유 10ml 

준비재료 요리법

47라면 솜탐 & 새우 사테

조리팁

캐슈넛이나 땅콩을 넣어도 

좋습니다.

라면 솜탐 & 새우 사테 
 

상큼한 태국의 솜탐과 인도네시아 꼬치요리인 사테를 모티브로 만든 메뉴입니다. 

건면새우탕 분말스프의 맛이 새우와 어우러져서 동남아의 맛이 제대로 나네요.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42



새우탕면 락사 
 

건면새우탕에 코코넛 밀크를 넣어 

동남아풍으로 만든 레시피입니다. 

 http://www.noodlefoodle.com/noodlebook/show_noodle_cook?recipeId=40833

4    그릇에 담고 숙주와 고수를 올린다. 3    분량의 물이 끓으면 면, 새우탕면  

양념분말스프, 새우야채 건더기,  

토마토, 코코넛밀크를 넣어  

4분 30초간 끓인다.

2    숙주, 고수는 씻어 물기를 뺀다.1     방울 토마토는 씻어 반으로 썬다.

새우탕면 1개, 

방울 토마토 40g, 

코코넛 밀크 50g, 숙주 30g, 

물 500ml, 고수 약간 

준비재료 요리법

49새우탕면 락사

조리팁

기호에 따라 코코넛 밀크의 

양을 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