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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론Ⅳ

한국전통음식의 상품화 

김 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국내외적으로 한류열풍과 웰빙에 대한 관심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한국전통식품이 지닌 우수성과 가치를 더욱 살릴 수 있다면 이의 상품화가 가속화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전통식품’의 ‘상품화’가 활발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 측면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전통식품의 문화 상품화입니다. 전통식품의 상품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면보다는 ‘전통 문화의 가치 

및 얼’이 부여된 가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특히, 전통 

식문화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상품화와 연계 짓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 한국전통식품 조리법(제조법)의 표준화입니다. 물론, 한국전통식품의 조리법에 대한 많은 참고서나 참고

문헌을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식자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 조리방법에 대한 정량적 수치화,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 등에 대해 좀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은 한국전

통식품 및 이의 조리법이 갖고 있는 특성 상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비교적 손쉽게 재

현성 있는 한국전통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은 한국전통식품의 상품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러한 점은 앞으로 한국전통식품이 (대량으로) 상품화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 시 제품의 ‘quality control’ 

유지를 위해 필수부가결한 요소입니다.

(3) 한국전통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입니다. 한국전통식품에는 양학적 및 식품과학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국제저명 학술대회나 학회지에는 다양한 ethnic foods의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선진문화권의 전통식품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도, 남아메리

카 등 제 3세계들에서도 우수한 연구논문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 및 이를 통한 국제적인 홍보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4) 한국전통식품의 ‘globalization’ 및 ‘localization’ 입니다. 최근 많이 듣고있는 화두입니다만, 한국전통식품

도 앞으로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전 세계인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다학제간 공동 연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한국전통식품의 상품화가 국내를 

넘어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문입니다.

앞으로 관련 산,학,연 기관들의 일치된 노력 및 식문화, 식품과학, 양학, 외식학, 조리과학 등의 다학제간 

공동 연구를 통해 전통식품의 상품화를 위한 기반이 더욱 굳건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