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문화관이 개최하는 전세계 음식문화교류전 시리즈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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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류전
초록아 초록아!
봄을 맞이하며
일시

2017년 3월 14일(화) — 19일(일)

장소

4층 한식문화관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Tel: 02-6053-7177, 7179
E-mail: hansikculture@hansik.org
Website: www.hansik.org

주최

한식재단,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일랜드식품위원회,
호텔항공관광교육재단

인사말

프로그램

“한국인들은 동양의 아일랜드인이다”란 말이 있듯이

한식재단과 함께 ‘한·아일랜드 음식문화교류전’을

양 국민은 모두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잘 웃고 울며,

주최하게 된 것을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3월 14일 화요일

쿠킹클래스(오전 11시 — 오후1시)
‘춘분’과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주제로 한국의

노래를 즐겨 부르는 등 정서적인 공감대가 넓습니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일랜드와

감정과 흥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므로 양국이

한국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로 아일랜드의

그런 의미에서 파릇한 새봄을 맞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국경일인 ‘St. Patrick’s Day’를 맞이하여 아일랜드

널리 기념하는 아일랜드 대표 명절 중 하나인

음식과 술의 진미를 느끼고 아일랜드 문화를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와 한국의 아름다운 절기인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신선한

‘춘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일랜드의

훈제 연어, 좋은 풀을 먹고 자란 소와 양 고기, 그리고

중요한 성인을 기억하는 날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양질의 유제품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에 사람들이 초록색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근래에는 치즈와 빵, 건어물, 잼, 초콜릿이 많이

춤과 음악을 즐긴다면, 한국인들은 ‘춘분’을 맞이하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존 저장 방식,

● 3월 17일 금요일

농부들이 보리를 갈고 들판에 돋아나는 각종 나물을

잊혀져 가던 농가 기술,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의 주막문화와 아이리쉬 펍의 만남

먹으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봄을 맞이합니다.

명가의 조리법 등이 최근의 트랜드에 맞게 되살아나고

한식의 진흥 및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있습니다. 본 행사는 요리 시연, 문화 공연과 시식으로

노력해온 한식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식문화관에서

구성된 흥겨운 개막식, 아일랜드 펍과 주막의 밤

양국의 이러한 풍습과 음식문화를 교류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이라이트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대표적인 아일랜드 요리 시연과 아일랜드 음식과

금번 음식문화교류전으로 한국과 아일랜드가 더

전통, 역사와 관련 있는 소설, 시, 노래를 들려 줄 셰프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겸 음식 사학자이자 스토리텔러인 Máirtín Mac Con
Iomaire 씨의 공연입니다. 모두 오셔서 즐겨주시기

한식재단 이사 장 윤 숙자

바랍니다.

나물과 꽃을 활용한 봄맞이 음식과 신선한 아일랜드
훈제연어와 치즈를 활용한 아일랜드 전통음식 만들기
*1인 체험료: 55,000원
셰프: 한국 한윤주 한식 레스토랑 콩두 대표
아일랜드 Máirtín Mac Con Iomaire 요리사 겸 음식사학자

개막식(저녁 6시 30분 — 8시 30분)
양국의 정서를 대변하는 예술공연과 전통 음식·주류·
음청류 시식 및 시음
*초청장 소지자

(저녁6시 — 9시)
음악과 춤과 연희 그리고 시와 문학이 곁들어진
양국의 주류문화 체험
*1인 입장료: 2만원
● 3월 14일 화요일 — 3월 19일 일요일

전시 일정(오전10시 — 저녁8시) 무료 관람
도자기 전시: 양국의 식기 전시
(우리나라 옹기·질그릇과 아일랜드 도자기)
문학과 음식 전시: 양국의 소설, 시, 수필 등
문학작품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발췌하여 책과 함께 전시

주한 아일랜드 대사 앙 엘 오 도 노휴

(박경리의 토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등)
그림 및 사진 전시: 양국의 풍경, 일상,
음식문화 그림·사진 전시
한국·아일랜드 음식문화 관련 영상 상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