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혁 

<2007년도>  

2007.12.07 창립(이사장:안종운, 부이사장:김종덕∙이숙연)  

 

<2008년도>  

2008.04.04 민법 제32조 법인 설립허가, 허가번호 369호, 농림수산식품부  

2008.10.23 이탈리아 테라마드레 옵서버 참석  

 

<2009년도>  

2009.04.09 남양주시(시장:이석우)와 슬로푸드운동 공동추진 협약  

2009.05.12 출판사 신고, 허가번호 제399-2009-8호, 남양주시청  

2009.07.10 평생교육기관 설립 신고(허가번호 23호)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2009.10.24 일본 테라마드레 옵서버 참석  

2009.11.20 2009 슬로푸드/테라마드레 컨퍼런스 개최(실학박물관)  

2009.11.20 ‘슬로푸드’ 창간호 발간, 116페이지, 1,000부  

 

<2010년도>  

2010.02.25 사단법인 슬로푸드문화원 제2차 정기총회  

2010.04.06 한국 슬로푸드대회 준비위원회 조직  

2010.06.04 남양주시청 연구용역 ‘슬로푸드 기본계획’ 발표  

2010.09.09~11 2010 슬로푸드대회 개최(카를로 국제본부 회장 초청)  

2010.10.21~26 이탈리아 테라마드레 참가 및 살롱델구스토 한국관 운영  

 

<2011년도>  

2011.02.01 농림수산식품부 식생활교육전문기관 지정(제17호)  

2011.02.18 사단법인 슬로푸드문화원 제3차 정기총회  

2011.04.20~06.22 제6기 슬로푸드 매니저 양성과정(27명 수료)  

2011.05.31~06.09 미식학대학원생 Food Trip 한국최초방문  

2011.06.10 슬로푸드국제본부 이사회 참관(모로코)  

2011.09.21 제1회 절기음식 워크숍(가을음식, 30명 수료)  

2011.09.28 ‘슬로푸드’ 잡지 2호 발간, 112쪽, 1000부  

2011.09.28~10.02 2011 슬로푸드대회 개최 /5만명 방문  

2011.09.29 Slow Food International과 한국슬로푸드운동 협약  

2011.09.29 슬로푸드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1.10.02 제1회 청소년포럼 개최  

2011.09.14~10.07 제1기 슬로푸드 지역리더 양성과정(완주군청, 22명 수료)  

2011.10.06~12.08 제7기 슬로푸드 매니저 양성과정(17명 수료)  

2011.11.14~11.23 2011 유럽슬로푸드연수(유로구스토 참관) /25명  

2011.11.25 마이클 폴란 김치체험 및 특강  

2011.12.10 2011 Terra Madre Day 개최  

2011.12.28 제2회 절기음식 워크숍(겨울음식, 24명 수료)  

 

 



<2012년도>  

2012.01.28~02.26 제8기 슬로푸드 매니저 양성과정(창녕)  

2012.02. 슬로푸드국제대회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표  

2012.02.28 제3회 절기음식 워크숍(봄음식)  

2012.02.29 사단법인 슬로푸드문화원 이사회 및 제4차 정기총회  

2012.04.04 어린이 식생활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발표  

2012.04.05~04.26 제9기 슬로푸드 매니저 양성과정(부산 우리음식연구회)  

2012.04.14 봄 테라마드레 목포  

2012.04.30 1회 슬로푸드 청년학생 모임(느린마을 양조장)  

2012.04.28~09.22 제10기 슬로푸드 매니저 양성과정(부산 자경재)  

2012.05.03~05.31 제11기 슬로푸드 매니저 양성과정(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2012.05.15 봄 테라마드레 천안  

2012.05.21 제4회 절기음식 워크숍(여름음식)  

2012.06.01 봄 테라마드레 제주  

2012.06.15 남양주 청소년 요리교실 합동수료식  

2012.06.22 2012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 미각체험관 운영  

2012.06.24~06.27 제10기 대학생 농식품탐방  

2012.07.06 협동조합 한마당 미각체험관 운영  

2012.07.12 2회 슬로푸드 청년학생 모임(청미래)  

2012.07.23~26 남양주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2012.08.08~11 1기 식생활교육 전문가과정(어린이재단)  

2012.09.14~16 2012 슬로푸드대회 개최(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2012.09.14 한중일 발효음식 컨퍼런스 개최  

2012.09.16 제1회 청소년 슬로푸드 요리경연대회 개최  

2012.10.02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  

2012.10.04~11.15 2기 식생활교육 전문가과정(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2012.10.23~31 이탈리아 테라마드레 참가 및 살롱델구스토 한국관 운영  

2012.10.23~31 2012 유럽슬로푸드연수(테라마드레 참관) /20명  

2012.10.26 2013 AsiO Gusto 개최에 관한 MOU 체결(국제본부,남양주시와)  

2012.10.27 김병수 정책위원장, 국제본부 이사로 피선  

2012.11.08~12.06 제12기 슬로푸드 매니저 양성과정(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2.11.12 둔덕체험마을 슬로푸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발표  

2012.12.10 슬로푸드문화원 창립5주년 기념 및 슬로푸드총서 출판기념회  

 

<2013년도>  

2013.01.24 제5차 정기총회 개최(김종덕 이사장 선출)  

2013.03.29 서울시식생활시민학교 운영방안 연구용역 개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3.04.01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2013.04.04 울릉군과 슬로푸드 협력 MOU 체결  

2013.04.12 슬로푸드 교육농장 1호 농장 “양주 꿈담농원” 컨설팅  

2013.04.20 맛의방주 조사사업 개시(논산군 오유공 위령제 참석)  

2013.04.26 1기 지미교육전문가 과정 수료식  

2013.05.03 제주 슬로푸드 여행(모루농장 첫 차 축제)  

2013.05.03 슬로청춘-요리가무 시범행사  

2013.05.08 슬로푸드한국(Slow Food Korea) 결성을 위한 1차 대화모임(용산역)  



2013.10.01. 2013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2013 AsiO Gusto) 개최  

 

<2014년도>  

2014.02.11. 슬로푸드코리아 발기인회 및 추진위원회 결성(양곡도매시장)  

2014.03.06.~11. 사찰음식대축제 <미각체험관> 운영  

2014.03.28. 제3회 슬로푸드미각교육 전국워크숍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014.05.12.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창립총회 개최  

2014.05.12. 슬로푸드 서울연합 출범식  

2014.05.22.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출범식  

2014.05.22. ‘가족농과 생명다양성’ 세미나 개최  

2014.05.22. 슬로푸드 국제협회와 한국슬로푸드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4.05.31.~06.01 슬로푸드코리아 출범 기념 발효한마당 장터 (파주 헤이리)  

2014.05.31.~06.01 일본 Food Consciousness 3급 Instructor 1기 과정  

2014.07.26.~07.31. 아시아오세아니아 권역별 컨퍼런스 #1 (비슈케크, 키르기스스탄)  

2014.09.10.~09.16. 아시아오세아니아 권역별 컨퍼런스 #2 (이즈미르, 터키)  

2014.10.14. 슬로푸드 생물다양성 미디어데이  

2014.10.14. 동북아 슬로피쉬 국제 컨퍼런스  

2014.10.17. 슬로푸드 완도지부 출범식  

2014.10.23.~10.27. 이탈리아 테라마드레 참가 및 살로네델구스토 한국관 운영  

- 82명의 한국대표단 파견(Delegate)  

- 한국관 운영(사찰음식관) : 사찰음식 판매, 발우공양체험, 사찰음식만들기 체험 운영  

- 테라마드레 컨퍼런스 및 워크숍 기획 및 운영  

2014.11.10.~11.20. 미식과학대학교 한국식문화 탐방(Food Study Trip)  

2014.12.12.~12.14. 2014 슬로푸드위크 (SLOW FOOD WEEK)개최 (aT센터 제1전시장)  

2014.12.12 한국티인스트럭터협회와 ‘차 마시는 사회 문화운동’ 협약 체결  

 

<2015년도>  

2015.01.12~02.06 슬로푸드아동지도사과정 1기  

2015.0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달리는 쿠킹버스 위탁 운영  

2015.07.26.~07.29 일본 Food Consciousness 3급 Instructor 2기 과정  

2015.10.02 강원도민회중앙회와 맛의방주 발굴 협력 MOU 체결  

2015.12.19 슬로푸드전북연합회 발기인 대회  

2015.11.18.~22 2015슬로푸드국제페스티벌 개최 (킨텍스) 

 

<2016년도> 

2016. 4.26-27 지부장 워크숍  

2016. 4.3 “2016 리빙트렌드” 맛의방주 공개 세미나  

2016. 4.12 맛의방주 워크숍(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6. 5.12. 슬로푸드 회원의날  

2016. 5.14. 얼굴있는 농부시장(DDP) 

2016. 5.22. 몬산토반대 시민행진(서울 광화문) 

2016. 6.8. 슬로푸드국제협회 이사회 참가(김병수, 이태리 우젠토) 

2016. 6.10-11. 슬로피쉬 바다맛 기행(여수 소리도) 

2016. 7.16. 여름술 세미나  

2016. 8.5-7. 대만 미식전 참가 



2016. 8.10-16. 미각교육지도자 과정 

2016. 8.27. 참좋은 간장 맛 워크숍(월드컬처오픈코리아) 

2016. 9.1-2. 제6차 간장포럼 (태평염전) 

2016. 9.6. 불교문화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2016. 9.21-29. 이탈리아 살로네델구스토 테라마드레 행사 참여 (22명) 

2016. 10. 9. 슬로푸드국제협회 파올로총장, 카롤레타 내한 업무협의. 

2016. 10.14. 부산 벡스코디자인페스티벌 디자인세미나 

2016. 10.21. 전국미각교육워크숍(월드컬처오픈 스테이지) 

2016. 10.28. 국회 토론회 “맛의방주와 소농 그리고 농업의 미래) (국회의원회관) 

2016. 11.2-6. 코엑스 푸드위크 슬로푸드 특별관 운영 

2016. 11.3. 코엑스 푸드위크 맛의 방주 미디어데이 

2016. 11.22. 강원도농식품발전과 슬로푸드 맛의방주 발굴 세미나 

2016. 11. 25. 제7차 간장포럼(장보 저자 이한창 특강) 

2016. 12. 2. 고랑이랑 함께하는 슬로푸드의 이해 

2016.10.24.~2017.1.23 슬로푸드아동요리지도사과정 2기 

 

<2017년도> 

2017. 2. 12. 송파지부, 전남 영광 최윤자 고문 지도로 장담그기 행사 

2017. 2. 20. 한국식문화디자인협회와 업무협약체결 

2017. 2. 25 – 26. 슬로피쉬 바다맛기행 (통영 추도).2017. 3. 2.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와 

업무협약체결.2017. 3. 11-12. 슬로피쉬 바다맛기행 (통영 매물도) 

2017. 4. 7. 내포지부 한국토종씨앗박물관 개관 

2017. 4. 15. 내포지부 토종씨앗과 모종 나눔  

2017. 4. 18. 고문자문위원회 개최 (안국동 안국빌딩)  

2017. 4. 29-30. 슬로피쉬 바다맛기행 (여수 안도) 

2017. 4. 30. 세계요리가무의 날 행사(광화문 농부의 시장. 시민150명 청년 20명 참가) 

2017. 3~5월 조리하는대한민국 캠페인 “슬로푸드 남성이사 조리실습”  

2017. 5. 16. 국민카드 VVIP 맛의방주 갈라디너 

2017. 5. 18 ~ 27. 이탈리아슬로피쉬 여행. 

2017. 5. 21. 성북지부,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참가  

2017. 5. 22. 집밥활동가 워크숍 

2017. 5. 27. 제8차 간장포럼 

2017. 6. 3. 내포지부 슬로장터 “우리끼리 장날” 개최 

2017. 6. 16. 조리하는대한민국 문성희 선생님과 함께 하는 “모여라 밥해먹자”(맛동) 

2017. 6. 24-25 슬로피쉬 바다맛기행 (신안 비금도) . 

2017. 7. 12. 은평지부 지부 승인2017. 7. 18. 조리하는대한민국 국회생생텃밭 조리체험  

(국회의장, 김현권 임종성 손혜원 진선미 의원 참가) 

2017.7.26. 보도자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농정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발표 
2017. 7. 3 1- 8. 1. 울릉지부 오징어축제 참가  
2017. 9. 16. 내포지부 슬로장터 “우리끼리 장날” 개최 

2017. 9. 16-17. 슬로피쉬 바다맛 기행 (강화 주문도) 

2017. 9. 28 – 10. 2. 슬로푸드국제총회 참가(중국 청두. 대표단 7명 옵저버 8명). 

2017. 9. 29. 제1회 김병수상 시상 (수상자 니콜라스 무쿠무)  

2017. 10. 19. 슬로푸드협력기관 업무협약 (7개 협력업체) 2017. 10. 20. 재단법인 첫거름과 업무협약  

2017. 10. 26 – 11. 5. 제15회 국제농업박람회 슬로푸드특별관 운영(전남 나주)2017. 10. 26. 



지부워크숍(나주 불회사) 

2017. 11. 27-30. 동아시아청년 제주식문화 탐방 

2017. 12. 9. 슬로푸드한국 10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맛동) 

 

<2018년도> 

2018.01.10.~12 전남연합회 남도의 숨 

2018.02.20. 강원도 맛의방주 미디어데이 

2018.02.28. 한국협회 사무국 이전 

2018.03.07. 슬로푸드한국협회 총회 

2018.03.20.~21 전남 진역연합회 남도의 순-나주 

2018.04.04. 문성희 부회장님의 밥과숨 북 콘서트 

2018.04.12. 파주 슬로푸드지부 준비모임 

2018.04.13.~14 지부장 워크숍(청주) 

2018.04. GMO완전표시 청와대 청원 참여 

2018.04.18. 서울경기지부모임 –봄바람 맞은 봄나물밥상 -맛동 

2018.04.28.~29 전남연합회 남도의 움 -곡성 

2018.05.19. 몬산토 반대 시민 행진의 날 참여 

2018.05.23. 김준 이사님의 슬로피시 바다맛 기행 북 콘서트 

2018.05.29. 정읍지부 엉겅퀴 축제 

2018.06.13.~18 2018슬로푸드국제협회 이사회 참석 –제주 김민수 국제이사님 참석 

2018.06.22.~23 대한민국식초문화대전  

2018.06.23.~24 슬로피시 기행 여수 여자도 

2018.06.25. 팔당지부 개편 남양주지부 양평지부로 분리 

2018.07.06.~7 슬로피시 기행 인천 주문도 

2018.07.17.~18 전남연합회 남도의 염 -신안 

2018.07.30.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간담회 

2018.08.22.~24 아시아 태평양 연안 슬로피시 컨퍼런스 –일본 도쿄 김준이사님 참석 

2018.08.29. 서울 경기지부 모임-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가있는 날 소금행사 주최 

2018.09.16~25 2018 세계슬로푸드페스티벌 참가 

2018.10.02. 슬로푸드회원 만남의 날 

2018.10.08. 지부장 워크숍 

2018.10.11. 맛의방주 100번째 등재 기념식(울진 해방풍) 

2018.10.12.~13 전남연합회 남도의 육 

2018.10.15.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팔순기념잔치 및 출판기념회 

2018.11.11. 2018.슬로푸드전국 회원의날 

2018.11.11. 2018슬로푸드 청년 네트워크 요리가무 

2018.11.29. 전남연합회 남도의 발효 – 여수  

 

<2019년도> 



2019.01.8.~9 슬로푸드 리더 워크숍 

2019.01.26.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와 업무협약 

2019.02.01. 정책위원회 회의(김유신 정책위원장 선출) 

2019.03.15. 전남연합회 “남도의 숨 – 유”, 전남 고흥 

2019.04.04. 광주지역슬로푸드간담회 “슬로푸드 광주에 오다” 

2019.04.19. 부산지역슬로푸드간담회 “슬로푸드 부산에 오다” 

2019.05.03. 전남연합회 총회 

2019.06.01. 도시락워크숍, 조리하는대한민국UCC공모전 시상 

2019.08.02 성명서 발표 조리하는 대한민국 CJ 햇반광고를 중단하라 

2019.08.22 집밥리더 1기 교육 

2019.08.28 콩의나라 대한민국 강연회 

2019.08.31 양평 양수리 두물뭍시장 

2019.08.31 파주지부 천천히 예술제 

2019.09.05 슬로푸드 입문교육 

2019.09.16~15. 슬로피시국제대회 참가 

2019.09.21 파주지부 음악회가 있는 슬로푸드 팜파티 

2019.09.25~27 2019국제 섬포럼 in Yeosu 

2019.09.28 슬로푸드축제한마당 

2019.09.28 조리하는 대한민국 동영상 시상  

2019.09.29 파주지부 그림수다 전시 및 팜파티 

2019.10.09 고 김병수 이사 추모제 

2019.10.12~14 6차산업제주국제박람회 

2019.10.13 숲에서의 식사 강원도 평창군 산너미 목장 

2019.10.15 로컬여행의 재발견 홍천 

2019.10.21~22 로컬여행의 재발견 안동 

2019.10.26 슬로청춘 “요리가무”  

2019.11.01 차마시는 사회 

2019.11.01~03 서울식문화 교육관 사라져 가는 우리음식 

2019.11.22~24 2019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맛의방주관 진행 

2019.11.25 집밥리더2기 교육 

2019.11.29 이탈리아 쿠네오 시장과 이탈리아상공회의소장 일행 협회사무국 방문 

2019.11.30 전남연합회 남도의 숨_酒 행사 

2019.12.04 슬로푸드 입문교육 

2019.12.20 파주지부 송년회 

2019.12.30 슬로푸드후원송년음악회 

 

<2020년도> 

2020.01.07~08 2020리더워크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