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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and Inherit :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김치, 장, 막걸리, 떡은 한국인의 식생활에 빠지지 않는 음식들이며 일상부터 각종 의례까지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친숙한 음식입니다. 이번 전시는 긴 역사를 가진 전통 식생활 관습의 공동체성과 전승성을 
살펴보는 특별전입니다. 우리의 전통 식생활에는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김치와 
장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 음식이며, 막걸리와 떡은 의례나 명절 등의 행사 때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공동체 음식입니다.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는 최근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생활 관습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식으로 누리고 이어 가고 있는 식문화입니다. 세대를 
거치며 이어져 온 살아 있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이번 전시에서 살펴보고 새롭게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Kimchi, soy sauces and pastes, makgeolli, and tteok are common yet indispensable items in 

Korean food today, consumed everywhere and every day of our lives from ordinary meals to 

special events. This special exhibition highlights the communality and heritage of the enduring 

tradition of Korean food. The culture of traditional food-making is the foundation and root of 

Korean food today and one of the identifying features of the Korean people, which is invariably 

engrained in their communal culture. Making kimchi, soy sauces and pastes required that all 

members of the household work together, and the purpose of making makgeolli and tteok was 

that they be shared with food and drink for all members of the social community at ceremonies 

or during holidays. 

The traditional custom of making this food and drink was recently designated 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yet so real to our senses and enjoyed in many different ways in 

everyday life. We hope this exhibition will help you to rediscover the value of this living heritage, 

which has endured for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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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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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od Culture 
in Records

침채김치, 장, 주술, 병떡은 한국 음식의 중요한 요소로 옛 
조리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음식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지고 
이어진 생활 관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896-1)
Tel. 063-280-1571 / www.nihc.go.kr

관람 안내	 전시기간 : 2022.12.07.WED ~ 2023.05.14.SUN

	 전시장소 :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
	 관람시간 : 오전 9:30 ~ 오후 5:30 ※1월 1일, 매주 월요일 휴관
	 관 람 료 : 무료

증보산림경제
Augmented Governance and Relief 

in Rural Life

유중림 | 1766년
세로 30.6 가로 2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중앙도서관 소장

규합총서
Encyclopedia for the 

Women’s Quarters

빙허각 이씨 | 1809년(1881년)
세로 24.3 가로 16.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중앙도서관 소장

동국세시기
Seasonal Customs of the 

Eastern Kingdom

홍석모 | 1849년(1911년)
세로 22.0 가로 15.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중앙도서관 소장

오시는 길	 전주역에서 오실 때

대중교통	 버스	 전주역 첫마중길 정류장에서 119, 508, 536, 542, 545, 999번
	 	 서학동예술마을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16분
	 택시	 약 20분 소요

	 전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실 때

	 버스	 국민은행 금암지점 정류장에서 430, 752번
	 	 국립무형유산원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1분
	 	 국민은행 금암지점 정류장에서 350번
	 	 좁은목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2분
	 택시	 약 15분 소요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동전주 IC, 호남고속도로 전주 IC 이용

	 주차	 전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 좌회전(전주천 방면은 출구입니다)
	 	 교대 방면 주차장 | 50대
	 	 공연장 방면 주차장 | 100대 
	 	 *주차요금은 무료입니다.

전주한옥마을



2
시간을 
나누다 
Spending 
Time 
Together

김치 담그기와 장 담그기는 예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함께 
만들어 온 공동체 음식 문화입니다. 김치와 장은 가족 또는 
공동체 구성원이 모여 만드는 음식이며, 시간을 두고 발효의 
과정을 거치면 영양과 맛이 배가 되는 음식입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만드는 

공동체 음식, 김치

마음을 나누는
음식,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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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과 확돌 

Grinding Pot and Grinder

광복이후
(확) 지름 43.5 높이 15.0
(확돌) 지름 8.0 높이 8.5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소장

안반과 떡메
Rice Cake Pounding Board and Mallet 

(안반) 세로 54.0 가로 131.5 높이 14.0
(떡메) 길이 55.0 폭 26.0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소장

떡살
Rice Cake Pattern Stamps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소장

나무 김칫독
Wooden Storage Pot for Kimchi

입지름 52.0 밑지름 66.0 높이 108.5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소장

지름 6.8 높이 3.0

지름 6.0 높이 4.0

지름 5.5 높이 5.0

지름 6.0 높이 5.0

길이 30.3 높이 6.0

길이 41.0 폭 4.9 높이 3.2

길이 41.0 폭 5.0 높이 2.7

길이 55.5 폭 5.3 높이 1.5

오가는 술과 
오가는 마음

체·쳇다리·체판
Sieve, Support, and Drain 

(체) 지름 55.0 높이 16.0 
(쳇다리) 세로 59.0 가로 56.0
(체판) 지름 45.0 높이 8.5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소장

3
마음을 
나누다 
Sharing Food, 
Sharing Hearts

음식을 함께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염원할 때, 그 순간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술, 떡 등을 나누어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술과 떡은 일상 음식이자 
의례 음식 그리고 시절時節 음식이었으며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체 
음식입니다. 

세로 32.0 가로 36.0 높이 9.5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소장

세로 22.0 가로 22.0  높이 9.0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소장

지름 27.0 높이 10.0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소장

누룩틀
Nuruk Mould

광복이후

풍속화 <강상회음>
Genre Painting-

Drinking together by the River 

김득신 | 18세기
세로 22.4 가로 27.0
간송미술관 소장 | 복제

한식의 중심,
장맛

메주틀
Mould for Soybean Block

광복이후
세로 34.5 가로 38.0 높이 14.0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소장

<동궐도> 부분
The Eastern Palaces

19세기
세로 273.0 가로 576.0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 복제

고추장 단지
Red Chili Paste Pot

광복이후
지름 23.0 높이 27.0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소장

장병
Soy Sauce Bottle

광복이후
지름 17.0 높이 19.5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