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푸드
슬로푸드 SLOW FOOD는 음식을 생산하는 것부터 저장, 요리과정,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등 생활태도를 생각하게하는 단어입니다.

29년의 역사
슬로푸드는1986년이탈리아의작은 마을에서 언론인들을중심으로
패스트푸드에 반대하며 시작 되었으며 우리가 그간 잃어버린 지역의 토종 종자들과 전통식품,
농부들을찾아내서 농사의 뿌리를 지켜 그 뿌리와 연결되어있는
인간과 사회와 지구가 행복하게공존하자는운동입니다.

160여 개 국가의 네트워크/100,000여 명 이상의 회원
현재 전 세계 160여개 국가가 고유한 종자와 음식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슬로푸드네트워크로
농업지식, 미각교육, 조리법 등 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2015년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에서는 국내외 40개의 맛배움터 프로그램, 국제컨퍼런스,
미식과학대학교 단기코스가운영 됩니다.

세계적 음식문화 리더, 탑셰프, 요리연구가, 교육자, 장인생산자의 참여
슬로푸드운동에는 세계의 음식문화네트워크들이 함께 참여 하고 있으며
2015년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은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 슬로푸드운동의 창시자를
비롯한 40개국 180여명의 생산자, 음식문화 전문가, 요리사 등이 참여 합니다.

맛의 방주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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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생산자와셰프, 음식문

하는25인의음식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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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특별전

는 슬로푸드프로젝트

화전문가가모여 소통하

전문가가 추천하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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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 프로그램

기획관

참여관

부대행사

슬로푸드농가&슬로푸드마켓

해외네트워크

디너파티

슬로푸드농가 스토리 전시 및판매

슬로푸드 해외네트워크참여관

국내외 네트워크의 교류의장

맛의방주

국내네트워크

국내47종의 전통 먹거리 종자 전시

슬로푸드 업체 및 지자체참여관

슬로푸드스팟
25인의 음식문화전문가가
추천하는 슬로푸드명소

6차산업관
6차산업 관련 기업, 단체참여관

슬로차어워즈
슬로차경연대회

발효식문화관
발효 관련 기업, 단체, 생산자참여관

멋진농부전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멋진농부들을

슬로리빙

위한 농부 옷전시

리빙, 조리도구, 가전 관련 업체참여관
미식과학대학교 단기코스
음식의 역사, 문화, 사회 등 미식학교육

체험관

사전행사

맛배움터

맛있는토크콘서트

국제컨퍼런스
물, 불, 바람, 흙, 사람을 주제로 한

해외20명, 국내10명의 셰프맛워크숍

미래세대를 위한 음식문화 이야기공유

국제컨퍼런스

어린이체험관

느린농부장터

네트워킹라운지&세미나

아이들의 슬로푸드 체험공간

슬로푸드농가와 소비자 직거래장터

국내외 슬로푸드네트워크세미나

슬로식당
슬로푸드생산자, 레스토랑,브랜드 참

요리가무
슬로푸드청년네트워크행사

여관
슬로차

슬로푸드사진전
음식, 농부 등 슬로푸드 관련주제

아시아의 차 전시 , 판매 및 시음과 맛배움터

사진전시
제10회 고양송포 가와지볍씨 축제
고양송포에서 발견된 5천년 전의
가와지볍씨를 기념하는 홍보관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2호
고양송포호미걸이공연

맛배움터 Taste Workshop
아는 만큼맛있다!
요리사, 농부, 음식 전문가가 들려주는 ‘진짜 맛’이야기를 오감으로 맛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
맛배움터(Taste Workshop)는 단순한 음식시식회나 요리강좌가 아닙니다.
음식을 만든 생산자, 요리사의 생생한 이야기와 음식 전문가의 안내를 통하여 일상적으로 무심히
먹어오던 음식을 오감을 통해 주의 깊게 맛보며 그 음식의 실체에 대해 배워보는 슬로푸드의
음식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 2015년 11월 18일(수) ~22일 (일) 5일간

장

소 : KINTEX 제 2전시장 9홀 맛배움터 공간 2개 (각 50석 규모)

참 가 비 : 무료 ~ 30,000원 (프로그램 별 상이)
프 로 그 램 : 총 40개 ( 국제 19개, 국내 11개, 슬로차 맛배움터 10개)
주

최 : 슬로푸드국제협회,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주

관 : 디자인하우스,KINTEX

신 청 방 법 : http://slowfoodfestival.onoffmix.com/
문

의 : 02-2262-7120 terra@slowfoodfestival.org

주요 진행자 및 주요 프로그램
멋진 농부의천연식초와
봉화약소를이용해
신동민셰프가선보이는진짜맛
봉화한우농장,구관모식초 생산자
에게듣는슬로푸드 농가이야기와
신동민셰프가 요리하는육회소면
을맛보는시간

초콜릿 해부학:
프리미엄 빈투바 초콜릿을
통해 알아보는
초콜릿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100% 순수 베트남산 카카오을 사용해
어떠한 화학처리나첨가물을 넣지 않은
마루 초콜릿시식과공정무역 이야기

말레이시아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동남아시아의
향신료와코코넛밀크레시피
말레이시아페낭을방문하는 전세계

Asia’s Best 50 Restaurant 방콕 레스토랑
Bo.Lan의 셰프 Dylan이 선보이는
태국커리이야기
아시아대표태국레스토랑Bo.Lan의 셰
프가태국요리의매력과제대로 만든그
린커리를나누는시간

도쿄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L’Effe
rvescence의 셰프 나마에와 340
여년역사의양조장테라다본가 테
라다의발효이야기
프랑스음식을만드는셰프와일본전통
사케를만드는장인생산자가이야기하는
발효와누룩이야기

새로운 미식트렌드중동음식: 이스라
엘음식을통해배우는미식학

클래스를진행하는인기요리연구가

개인과나라의정체성을가장잘보여주는
것이음식이라고말하는요리사Nadav와함께

Nazilina와코코넛밀크를활용한

떠나는중동음식여행.

관광객들에게말레이시아요리 쿠킹

요리를배워보는시간

세계 곳곳의자연농농부들의삶의 지혜를 담
은다큐'자연농'상영과채소공방'달키친'의
곡물채소버거
자연의속도와흐름에맞추어농사짓는농부들의

맛의방주에등재된제주푸른콩장의
맛과숨은이야기

이야기를담은 다큐’자연농’상영과감독강수희,

오랜시간제주에서지켜져온푸른콩장의
역사와맛에대해들여다봄으로써맛의방주의가치와

Patrick 과의만남그리고‘꽃비원’농장의재료로

제주푸른콩장의미래를생각해보는시간

만들어진‘달키친’의달버거

싱글오리진커피생산자와함께하는
커피맛과향분석워크숍
태국의온연한기운을느낄있는 싱글오리진
(Single Origin)커피를 태국에서 온 소수민족
커피생산자와커피미각분석가와 함께커핑해
보는향기로운시간

요거트와중동의허브, 올리브를곁들인 쿠웨
이트의전통 빵 Rgaag과 샤프란, 카르다몸이
들어간차를곁들인쿠웨이트집밥
현장에서직접 구워지는쿠웨이트의바삭한빵과
함께곁들여지는쿠웨이트의집밥을
체험해볼수있는기회

일본의 감칠맛(旨味、うまみ)
가쓰오부시의맛- 발효의맛
일본의 감칠맛을책임지는 가쓰오부시그 중에서도
맛의 방주에 등재된 최상급 가쓰오부시를생산하는
세리자와씨와함께하는일본의감칠맛비교여행

도시양봉가박진과함께하는다양한꿀과 양
봉부산물로만들어진디저트맛보기
서울에서도시양봉가를양성하는어반비즈서울과
함께꿀맛나는도시만들기이야기.
꿀에도숙성이있다?다양한꿀비교시식과
달콤한디저트맛보기

맛배움터 날짜별 시간표
11.18. 수요일
한국

10:30~11:30 메주꽃으로 미리 알 수 있는 내년 우리집 장맛 - 메주 발효 세미나

인도네시아 10:30~12:00 맛의 방주에 등재된 인도네시아의 전통음식
아시아 베스트 50 레스토랑에 선정된 방콕의 레스토랑 Bo.Lan의 셰프가 선보이는
태국 커리이야기

태국

13:30~14:30

한국

13:30~14:30 맛의 방주에 등재된 제주 푸른콩장의 맛과 숨은 이야기

한국

16:30~18:00

한국

16:30~18:00 된장의 진짜맛 이야기

초콜릿 해부학: 프리미엄 빈투바 초콜릿을 통해 알아보는 초콜릿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15,000

30명

20,000

30명

30,000

30명

15,000

30명

15,000

50명

15,000

30명

15,000

30명

11.19. 목요일
키르기스스탄 10:30~11:30 키르기스스탄 유목민들의 혼이 깃든 음료 Sut Zharma
한국

10:30~11:30 맛의방주에 등재된 예산의 삭힌 김치 맛을 찾아서

15,000

30명

한국

13:30~14:30 우리술 주안상대회 대상 셰프가 선보이는 제주 맛의 방주 주안상

20,000

30명

한국

13:30~15:00 오감을 이용한 미각체험 : 조개해부학

20,000

30명

16:30~18:00 스리랑카 자연이 선물한 천연의 달콤함, Kitul

15,000

30명

아제르바이잔 16:30~17:30 아제르바이잔의 대표 향신료 Sumac을 활용한 양고기 바비큐

20,000

30명

스리랑카

11.20. 금요일
동티모르

10:30~12:00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맛이 담긴 동티모르의 음식

20,000

30명

이스라엘

10:30~12:00 새로운 미식트렌드 중동음식: 이스라엘 음식을 통해 배우는 미식학

30,000

50명

20,000

50명

말레이시아 13:30~15:00 말레이시아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동남아시아의 향신료와 코코넛밀크 레시피
일본

13:30~14:30 일본의 감칠맛(旨味、うまみ) - 가쓰오부시의 맛 - 발효의 맛

15,000

30명

태국

16:30~18:00 싱글 오리진 커피 생산자와 함께하는 커피 맛과 향 분석 워크숍

20,000

30명

한국

16:30~18:00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는 하미현 요리연구가의 전통 내림음식 이야기

15,000

50명

중국

10:30~12:00 중국의 전통두부 장인이 전하는 두부에 담긴 이야기와 다양한 맛

15,000

30명

태국

10:30~12:00 꿀과 향신료의 하모니 - 10가지 이상의 꿀과 향신료 테이스팅

20,000

30명

태국

13:30~15:00 태국 요리연구가와 함께 맛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태국 고추의 맛

15,000

30명

한국

13:30~15:00 이하연 김치명인의 해물포기김치와 다양한 김치 이야기 (체험)

30,000

30명

일본

16:30~17:30 일본의 3대 액젓, 숏스루는 왜 맛의 방주에 올랐나

20,000

30명

한국

16:30~18:00 도시양봉가 박진과 함께하는 다양한 꿀과 양봉부산물로 만들어진 디저트 맛보기

20,000

30명

한국

10:30~12:00 멋진 농부의 천연식초와 봉화약소를 이용해 신동민 셰프가 선보이는 진짜 맛

30,000

50명

일본

10:30~11:30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일본의 화과자

15,000

30명

20,000

30명

15,000

50명

15,000

30명

30,000

30명

11.21. 토요일

11.22.일요일

쿠웨이트

13:30~14:30

요거트와 중동의 허브, 올리브를 곁들인 쿠웨이트의 전통 빵 Rgaag과 샤프란,
카르다몸이 들어간 차를 곁들인 쿠웨이트 집밥
세계 곳곳의 자연농 농부들의 삶의 지혜를 담은 다큐'자연농' 상영과 채소공방

인터내셔널 13:30~15:00 ‘ 달키친'의 곡물채소버거
한국

16:30~17:30 Eating Designer 강은경이 이야기하는 디자이너처럼 생각하고 요리하고 먹기

일본

16:30~18:00

도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L’Effervescence의 셰프 나마에와 340여년 역사의
양조장 테라다본가 테라다의 발효이야기

슬로차 맛배움터 날짜별 시간표
11.18. 수요일
TIDA

11:00-12:00

TIDA의 소셜 티파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4:00-14:30

TIDA

네트워킹 라운지

20,000

30명

선차(禪茶) 시연과 차 명상

다실

무료

15명

15:00-16:00

TIDA의 소셜 티파티

다실

20,000

30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1:00-11:30

명원 다례 시연

다실

무료

15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4:00-14:30

선차(禪茶) 시연과 차 명상

다실

무료

15명

TIDA

14:00-15:00

‘하동 잭살차'와 겨울나기

네트워킹 라운지

15,000

30명

이도발효차

11:00~12:00

건강을 위한 맛, 약초를 발효하여 차로 마시다

다실

무료

15명

TIDA

11:00~12:00

유기농 녹차와 보이차를 활용한 베리에이션티 만들기 네트워킹 라운지

15,000

30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4:00~14:30

선차(禪茶) 시연과 차 명상

다실

무료

15명

꽃담청

15:00~16:00

꽃을 담은 차

다실

무료

15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4:00~14:30

선차(禪茶) 시연과 차 명상

다실

무료

15명

TIDA

14:00~15:00

2015 슬로차 어워즈 수상작 시연과 시음

네트워킹 라운지

10,000

30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5:00~16:00

선재스님의 '차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

다실

무료

15명

TIDA

16:00~17:00

2015 슬로차 어워즈 수상작 시연과 시음

네트워킹 라운지

10,000

30명

14:00~14:30

선차(禪茶) 시연과 차 명상

다실

무료

15명

11.19. 목요일

11.20. 금요일

11.21. 토요일

11.22.일요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시대의 변화를 거치며 사라져가던 ‘차 마시는 사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한국티인스트럭터협회TIDA와 함께 슬로차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차의 명맥을 이끌어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차 전문가를 양성하는 TIDA, 해외에서 더
유명한 이도한방발효차, 꽃청으로 만든 차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꽃담청과 같은 차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슬로차 맛배움터에서 잃어버린 미각을 깨우고, 차를 즐기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배워보세요.

선재스님의
'차를이용한음식만들기'

2015 슬로차 어워즈 수상작
시연과 시음

사찰음식의대가 선재스님이다실에서

창조적인티베리에이션레서피대방출!

선보이는 불교에서의‘차’의의미와 차를

차에대한열정으로뭉친젊은피의새로운차

이용한음식

마시는방법.차마시는사회를만들기위한
프로젝트인슬로차어워드즈수상작시연과
시음을동시에맛보는시간

꽃을 담은 차
차는녹색이다?

건강을 위한 맛, 약초를 발효하여
차로 마시다

계절마다어여쁘게핀꽃을

반하茶잘잔茶숨쉬茶달콤하茶

청으로담아꽃의색과향미를

오랜시간동안약으로음식으로마시던

그대로간직한꽃청과다양한

차.지역에서건강하게기른약초를발효

식재료의블렌딩을찻잔에담다

하고블렌딩한한방발효차로몸과마음
을정화하는10가지방법

미식과학대학교 단기코스
2015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에서
미식과학대학교의 석사 과정인 ‘음식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Food Culture & Communications’을
경험할 수 있는 단기코스를 진행합니다. 미식과학대학교의 핵심 내용 강의를 비롯하여 국내
슬로푸드 생산지 방문과 지역음식을 맛보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적 미식학에 대하여 제안해봅니다.
일

정 : 11월 20일(금) ~22일(일) 3일 과정

시

간 : 10시~18시

장

소 :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회의실 308호,우보농장, 논밭예술학교

수 강 료 : 100만원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마감)
모집대상 : 미식학, 슬로푸드, 미식과학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 학생 및 일반인
신청방법 : http://slowfoodfestival.onoffmix.com/
문

의 : 02-2262-7120 unisg.sfkorea@gmail.com

11. 20. 금요일

11. 21. 토요일

11. 21. 토요일

축사 : 한국 먹을거리의 현실과 기대
김종덕(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

미식과 슬로푸드

우보농장 방문 : 도시농부의 토종벼이야기

Carlo Petrini (슬로푸드창시자)

이근이(우보농장대표)

미식과학대학교 소개

새로운 미식 Eco-Gastronomy

한국적 미식의 제안

Paolo Ferrarini(미식과학대학교 행정총괄)

David Szanto(미식과학대학교 교수)

박미향(한겨레신문 음식전문 기자)

한그릇음식에담긴자연과인류의이야기

미각의분석과테이스팅(강의+시식)

수료식 및 책거리잔치

Andrea Pieroni (미식과학대학교교수)

Luisa Torri (미식과학대학교교수)

김원일(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사무총장)

미식과학대학교 University of Gastronomic Sciences
2004년 슬로푸드국제협회가 이탈리아에 설립한 미식과학대학교는 슬로푸드의 철학인 ‘Good, Clean, Fair’를
학문적으로 교육합니다. 요리하는 방법이 아닌 음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며, 이 음식이 식탁으로
오기까지 누가, 어떻게 생산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슬로푸드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음식을 프로모션하며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미식가Gastronome’를 양성합니다.

슬로푸드 국제컨퍼런스
2015 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에서
슬로푸드 운동의 창시자인 카를로 페트리니를 비롯한 전 세계 식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여러 지역의 다양한 먹을거리 생산방법을 소개하고, 자연과 농부, 음식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와
밥상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슬로푸드 국제컨퍼런스
를 개최합니다.
일

정 : 2015년 11월 18일(수) ~21일 (토) 4일간

장

소 : KINTEX 제 2전시장 9홀 컨퍼런스 룸, 회의실 등

신청방법 : http://slowfoodfestival.onoffmix.com/
문

날짜
11.18
수요일

11.19
목요일

11.20
금요일

11.21
토요일

의 : 02-2262-7120 terra@slowfoodfestival.org

시간

주제

장소

가격

10:00~12:00

[SLOW MEAT]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육식문화

컨퍼런스룸

20,000

14:00~17:00

밥상 나눔과 평화 - 밥을 나누어 평화를 실현하다

제2전시장 회의실
303-304호

무료

10:00~13:00

[미각교육] “음식을 탐(探)하다”

컨퍼런스룸

20,000

14:00~17:00

[SLOW FISH] 전통어업에서 미래를 찾다

컨퍼런스룸

20,000

14:00~17:00

[6차 산업] 6차산업 농촌브랜드 디자인 : 자기다움을 찾다

제2전시장 회의실
305호

무료

10:00~17:00

[대안농정대토론회] 農으로 도시를 디자인하다

서울시 교육연구원

20,000

14:00~19:00

[아태발효포럼] 술, 인류의 오랜 친구

제2전시장 회의실
302호

30,000

10:00~12:30

[생물다양성] 생명의 메신저 : 씨앗과 벌

컨퍼런스룸

20,000

14:00~17:00

[Terra Madre] 우리 함께 슬로푸드 하자!

컨퍼런스룸

20,000

카를로 페트리니 Carlo Petrini
[Terra Madre] 우리 함께 슬로푸드 하자!

바바라 마사드 Barbara Massaad
밥상 나눔과 평화 - 밥을 나누어 평화를 실현하다

슬로푸드 운동의 창시자.
2004년 미식과학대학교 설립
2004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영웅.
2008년 가디언이 뽑은
“지구를 구할 50인의 영웅”
2013년 유엔환경계획 '지구환경대상' 수상

레바논 출신 작가이자 사진가. Gourmand Cookbook
Award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베스트셀러 요리책 작가,
2015 출판된 “Soup for Syria”는 Alice Waters, Yotam
Ottolenghi, Anthony Bourdain 등 세계 유명 요리사들과
함께 중동의 요리법을 모아놓은 책으로, 수익금은 전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박록담
[아태발효포럼] 술, 인류의 오랜 친구

안완식
[생물다양성] 생명의 메신저 : 씨앗과 벌

한국 전통주연구소 소장
2015 대통령상 수상, 국내 전통주 연구의
대가로 수백여종의 전통 우리술 복원
쌀, 누룩, 물 세가지 재료로
맛과 향이 다 다른 전통주 복원과
교육에 힘쓰고 있다.

토종씨앗 박사
토종종자 수집과 연구를 위한 씨드림 운영
한국 맛의 방주 위원회 위원장
토종종자 채종포를 통한 종자 증식과 종자은행을
운영하며, 토종학교를 개설하여
토종종자 보존과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무대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라운지 프로그램
전 세계에서 온 슬로푸드 네트워크들의 교류의 장
각 지역의 슬로푸드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트워크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일부 프로그램 유료 및 사전신청)
일

정 : 2015년 11월 18일(수) ~22일 (일) 5일간

장

소 : KINTEX 제 2전시장 9홀 중앙무대, 네트워킹 라운지

참여방법 : 무료, 일부 프로그램 유료 및 사전 신청
문

장소

의 : 02-2262-7120 info@slowfoodfestival.org

11/18 수

11/19 목

슬로차 어워즈
10:00~15:00

제주 다금바리
맛의방주 등재기념
강창건 명인의
푸드 콘서트
11:00~13:00

11/20 금

11/21 토

11/22 일

청춘잇수다
10:00~12:00

셰프 네트워킹
DAY
10:00~12:00

탑셰프가
함께하는
김치 푸드콘서트
withCJ제일제당(안)
13:00~14:30

무대

슬로차
다실

개막 디너파티
18:00~21:00

2015 농부상
15:00~17:00

중앙아시아 DAY
13:00~16:00

아시아5개국
차 시음회(중국)
13:00~13:30

아시아5개국
차 시음회(베트남)
13:00~13:30

고양송포호미걸이
공연
18:00~20:00

-

아시아5개국
차 시음회(대만)
13:00~13:30

아시아5개국
차 시음회(일본)
13:00~13:30

아시아5개국
차 시음회(라오스)
13:00~13:30

들기름 Perilla Oil
컨퍼런스
10:00~12:00

-

with 농사펀드(유료)

차 마시는 사회
슬로차 네트워킹
16:00~18:00

아시아 슬로푸드
청년네트워크 미팅
13:00~16:30

미식과학대학교와
일본 토야마시 협력

네트
워킹
라운지

-

-

동남아시아 DAY
14:00~17:00

농부의 밥상
10:30~13:00
<야외 프로그램>
요리가무
14:00~17:00

어린이체험관
식습관 공개강의
11:00
13:00
15:00

제주다금바리맛의방주등재기념
강창건명인의푸드콘서트

탑셰프가 함께하는 김치 푸드콘서트
with CJ제일제당(안)

2006년 슬로푸드국제협회 Terra Madre
World Great Chef 100인에 선정된
대한민국 다금바리 명인 강창건 셰프가
선보이는 제주 다금바리 푸드 콘서트
유료 시식으로 이루어지며
수익금은 슬로푸드농가 프로젝트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2015 World Gourmet Summit
올해의 셰프상을 수상한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셰프
이반 브레흠 Ivan Brehm이
선보이는 김치의 재해석
CJ제일제당 ‘비비고 궁중김치’가
함께합니다.

요리가무 DISCO SOUP

농부의 밥상 with 농사펀드

놀 줄 아는 청춘들의 B급 농산물 구출
프로젝트 [요리가무 Vol.7]
먹을 수 있음에도 버려질 뻔한 B급
농산물을 신나는 DJ 음악, 그리고 청년
들과 함께 손질하고 양념하여 완성된
음식을 300분께 제공해드리는 디제잉
요리파티입니다.
장소 :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야외

농부의 밥상은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농사짓는 농부와 농부를 응원하는 사람들
이 모여 함께 밥을 지어먹는 자리입니다.
농사펀드와 함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농사짓는 농부들의 이야기, 농부와
투자자의 만남, 도농상생을 위한 유통을
통한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