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안내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보는 한식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보는 한식 -

한식, 문화로 이해하다
 동작동

잠원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한식의 인문학심포지엄 은

고속버스터미널역
➎번 출구

그동안 조리, 영양, 가공, 농업 등 자연과학 영역에
집중되어왔던 한식에 대한 학술 활동의 범위를

3 7 9

 방배동

신사동 

음식의 역사,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등

서울성모병원
서울지방조달청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 토론함으로써
한식 연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융합연구를 통한

국립중앙
도서관

유용화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수준 높은 연구와 유용화 방안 탐색을 통해

자료 보존관

한식문화발전과 세계화에 기여코자합니다.

편의점/ 국제
식당 회의장

•기

간 : 2019년 9월 10일(화)~10월 10일(목)

•방

법 :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

			

또는
			

서초역 ➏번 출구

2

2

International Humanities Symposium
on Korean Traditional Foods

일시

서초역 ➐번 출구

 방배역

교대역 

장소

예약

［한식의 인문학 2019］를 통해 등록
예술의 전당

※사전등록 시 점심식사권 증정(일자별 선착순 200명)

현장등록

서울중앙지방검찰정

대법원

www.ktcc.or.kr

人文學

주제

서초경찰서

사전등록

한식 의
인문학
심포지엄
韓食

반포대교

Korean traditional foo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derstanding Korean traditional food and culture

• 첫째날 : 2019년 10월 16일(수) 09:00~
• 둘째날 : 2019년 10월 17일(목) 09:00~
학술대회장 입구 접수대에서 등록

• 주차장이 협소하고 유료이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지하철 이용 시
- 3·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➎번 출구에서 약 10분
- 2호선 서초역 ➏번출구에서 약 7~8분
•버스 이용 시

문

의

구분

•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 : www.ktcc.or.kr
•(사)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
블로그 : blog.naver.com/khif0706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식의인문학2019를 검색하세요!

지선버스
(초록)

노선

405

염곡동구룡사 ⇨ 양재역 ⇨ 서초역 ⇨
서울성모병원(하차) ⇨ 시청앞

740

고양시 덕은동종점 ⇨ 서울성모병원(하차) ⇨
서초역 ⇨ 무역센터삼성역

5413

범일운수종점 ⇨ 서초역 ⇨ 서울성모병원(하차)
⇨ 고속터미널

간선버스
(파랑)

   Tel : 063-281-1580

		
한식의 인문학심포지엄에

버스번호

서초13번

이수역 2번출구 ⇨ 서울성모병원 ⇨
국립중앙도서관(하차) ⇨ 방배역

서초21번

양재역 4번출구 ⇨ 서초역2번출구 ⇨
국립중앙도서관(하차) ⇨ 서초1동주민센터

마을버스

※ 학술대회장은 국립중앙도서관 정문 쪽 국제회의장 1층 대강당입니다.

주최 :
주관 :
후원 :

한식, 문화로 이해하다

2019·10·16(수)~10·17 (목)
10:00~17:0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Korean traditional foo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derstanding Korean traditional food and culture

초대의 글

프로그램 안내

Program
First Day / 2019.10.16(Wed)

첫째날 / 2019.10.16(수)

한식과 한식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저희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019년 가을의 한 가운데에서
두 번째 『한식韓食의 인문학人文學』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식에 대하여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본 학술대회는
작년 첫 번째 대회에서 받은 큰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심도 깊은 주제와 다양한 콘텐츠들로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한식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며
그 가치를 통해 한식문화가
세계로 전파되는 길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식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Opening ceremony

10:40
~
12:00

■기조발표 : 한식의 문화적 독특성과 보편성, 그리고 세계화
■Session 1 :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한식문화史
▷발표 1. 조선시대 사회 계층별 음식문화의 특징과 구조
            -궁중음식, 반가음식, 민중음식
▷발표 2. 죠지포크가 경험한 19세기 조선의 음식문화

50분

중식

구내식당

50분

Launch

Launchroom

13:10

■한식문화 퍼포먼스-김치사랑歌 외

김미나 명창(국립창극단)

13:10

■Korean Food Culture Performance ‘Kimchi Love Song’etc.

Kim, Mi Na(National Theater of Korea)

■Session 2 : 한식, 세계와 통(通)하다
▷발표 1. 유럽 음식문화권에서 한식문화의 인지 및 수용성 연구

좌  장 : 함한희(전북대 명예교수)
발표 1 : Marlena Spieler(영국)
토론 1 : 이욱정PD(KBS)
발표 2 : Ned P. Forney(미국)
토론 2 : Suzanna Oh(미국)
진행팀
좌  장 : 유철인(제주대)
발표 1 : 김태희(경희대)
토론 1 : 최경은(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n food, communicate with the world
1. A Study on the Cognition and Acceptance of
Korean Food Culture in Europe
2. How do foreigners living in Korea encounter Korean food
and Korean food culture in their lives?
Coffee break
■How to use Korean food culture
1. Activation Strategies of Korean Food Culture Tourism
for foreign tourists

Hahm, Han Hee(Jeonbuk National Univ.)
Marlena Spieler(U.K.)
Lee, Wook Jung(KBS)
Ned P. Forney(USA)
Suzanna Oh(USA)
Progress team
Yoo, Chul In(Jeju National Univ.)

13:10
~
14:30
14:40
14:40
~
16:00

1. 개회사 및 환영사
2. 축 사
3. 참여 인사 및 일정 소개

▷발표 2.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일상 속 한식, 한식문화
Coffee break
■Session 3 : 한식문화 유용화
▷발표 1. 외국인을 위한 한식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김선태(한국전통문화전당)
VIP
사  회 : 김홍렬(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
한경구(서울대)
좌  장 : 임재해(안동대 명예교수)
발표 1 : 정혜경(호서대)
토론 1 : 조숙정(서울대)
발표 2 : 박채린(세계김치연구소)
토론 2 : 권혁희(서울시립대)

▷발표 2. 한식문화 Global communication 사례 및 대안 발표 2 : 고정민(홍익대)
토론 2 : 남상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6:10

1일 차 총평 및 폐회

17:00

VIP Reception

한경구(서울대)

둘째날 / 2019.10.17(목)
시간

10:00
~
10:20

■인사 및 소개
1. 환영사
2. 참여 인사 및 일정 소개

13:00
~
14:20
14:30

국가적인 한문화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14:30
~
15:50

우리고유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융복합형태로

▷시연 1(10:20~11:10) : 사찰음식 시연 및 체험
▷발표 2(11:10~11:40) : 유교와 한식문화
                            –접빈객 봉제사의 철학과 실천
▷시연 2(11:10~12:00) : 반가 상차림–선비의 밥상

발표자

강정원(한국민속학회장)
사  회 : 김홍렬(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
좌  장 : 박상미(한국외대)
발표 1 : 공만식(동국대)
토론 1 : Marlena Spieler(U.K Food columnist)
시연 1 : 정관 스님(천진암)
발표 2 : 김미영(한국국학진흥원)
토론 2 : 오창현(국립민속박물관)

■Session 2 : 한식의 맛과 멋
▷발표 1 : 한식에서 발효식품의 기능적, 문화적 속성 이해
            –장, 식초를 중심으로

좌  장 : 조미숙(이화여대)

▷발표 2 : 현대 한국 음식문화의 사회학적 고찰

16:00

■ 2일 차 총평
■ 폐회

17:00

VIP Reception

10:40
~
12:00

13:10
~
14:30
14:40
14:40
~
16:00

2. Global Communication Cases and
Alternatives in Korean Food Culture

16:10

Overview and closing

17:00

VIP Reception

Time

Kim, Tae Hee(Kyung Hee Univ.)
Choi, Kyung Eun(KCTI)
Ko, Jeong Min(Hongik Univ.)
Nam, Sang Hyun(KOFICE)
Han, Kyung Koo(Seoul National Univ.)

Content

10:00 ■introduce
~
1. Greeting
10:20
2.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and schedule

10:20
~
12:00

발표 1 : 신동화(전북대 명예교수)
토론 1 : 한귀정(농촌진흥청)
발표 2 : 김승유(국립민속박물관)
토론 2 : 노무라 미찌요(일본, 장안대)
진행팀
좌  장 : 강정원(서울대)
발표 1 : 송영애(전주대)
토론 1 : 서해숙(전남대)
발표 2 : 김철규(고려대)
토론 2 :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강정원(서울대)

※ 심포지엄 기간 중 대회장 로비에서 ‘한식문화 특별 사진전’이 열립니다(사진작가 이동춘).

■Korean Food Culture and Religion
1. 10:20~10:50 : The Relationship of vegan, Korean food
and Buddhist monastic cuisine.
▷10:20~11:10 : Temple food demonstration
2. 11:10~11:40 : Confucianism and Korean Food Culture
▷11:10~12:00 : Confucian food demonstration

시연 2 : 최정숙 종부(안동 노송정종가)
구내식당

Coffee break
■Session 3 : 한식문화의 현대적 해석
▷발표 1 :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음식문화와
               전라 관찰사의 진지상

10:40

Kim, Sun Tae(KTCC)
VIP
CP : Kim, Hong Ryul(KHIF)
■Keynote Speech : What is unique and/or universal about Korean cuisine? Han, Kyung Koo(Seoul National Univ.)
■History of Korean Food Culture from a New Perspective
Lim, Jae Hae(Andong National Univ.)
1.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food culture by social class
Chung, Hae Kyung(Hoseo Univ.)
in the Joseon Dynasty - royal food, noble food, common food
Jo, Sook Jeong(Seoul National Univ.)
2. Joseon Dynasty’s food culture Experienced
Park, Chae Lin(WiKim)
by George Foulk in the 19th Century
Kwon, Hyeok Hui(Univ. of Seoul)
1. Opening and Welcome Address
2. Congratulations
3.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and schedule

Presenter

09:00 Registration

중식

▷발표 2 : 근현대 양조장을 통해 본 우리 술 문화의 문화변용

10:00
~
10:20

Second Day / 2019.10.17(Thur)

행사 내용

09:00 Registration

60분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를 대중화·산업화·세계화

Presenter

10:40

10:20
~
12:00

총괄하고 견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Content

■개회식

■Session 1 : 한식문화와 종교(발표와 실연)
▷발표 1(10:20~10:50) : 비건과 한식, 사찰음식의 관계성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에 설립돼 이를 지역적 차원에서

Time

09:00 Registration

10:00
~
10:20

김선태

은

발표자

09:00 등록 접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

60분

Kang, Jeong Won(KOFOS)
CP : Kim, Hong Ryul(KHIF)
Bak, Sang Mee(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ng, Man Shik(Dongguk Univ.)
Marlena Spieler(U.K Food columnist)
Jeong-Kwan(Buddhist food expert. monk)
Kim, Mi Young(The Korean Studies Institute)
OH, Chang Hyun(NFMK)
Choi, Jeong Sook(Confucian food expert)

Launch
■The taste and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food
1. Understanding function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fermented foods in Korean traditional foods
2. Acculturation of Korean drinking culture examined
with modern breweries

Launchroom

Coffee break
■Modern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1. The food culture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dinner table of the governor of Cholla Province.
2.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Korean Food Culture

Progress team

16:00

Overall evaluation
Closing

Kang, Jeong Won(Seoul National Univ.)

17:00

VIP Reception

13:00
~
14:20
14:30
14:30
~
15:50

Cho, Mi Sook(Ewha Womans Univ.)
Shin, Dong Hwa(Chonbuk National University)
Han, Gwi Jeong(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im, Seung Yoo(NFMK)
Nomura Michiyo(Japan. JangAn Univ.)
Kang, Jeong Won(Seoul National Univ.)
Song, Young Ae(Jeonju University)
Seo, Hae Sug(Chon Nam National Univ.)
KIM, Chul-Kyoo(Korea Univ.)
Do Hyun HAN(A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