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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디미방
복원사업

경북 영양군은 신사임당과 함께 칭송을 받았던 여중군자 장계향 선생의 업적을 기려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에 소개된 전통음식 가운데 70여 종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전통한정식 메뉴로 정착시키는 한편, 음식디미방에 소개된 술 51종 가운데 남성주, 두강주 등 14종의 술을 복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을 계속해 왔다.

복원한 음식

만두법,세면법,토장법녹두나화,탁면법,상화법,증편법,석이편법,섭산산법,전화법,빈자법,수교애법,잡과편법,밤설기법,연약과법,다식법,박산법,앵두편법,

어전법,어만두법,대합,모시조개,약게젓,붕어찜,대구껍질누르미,대구껍질채,꿩고기김치법,꿩고기잔짠지,꿩고기짠지,별미,탕법,양숙,양숙편,족탕,연계찜,

야제육,가제육,석류탕,숭어만두,수증계,해삼전복,연어알,청어젓갈법,닭굽는법,계란탕법,난면법,별착면법,차면법,약과법,빙사과,정법,동아누르미,동아선,

동아돈채,동아적,가지누르미,가지찜외찜,오이화채,연근채,쑥탕,순탕,산갓김치,잡채 등

복원한 술

감향주, 송화주, 유화주, 동양주, 남성주, 두강주, 행화춘주, 하향주, 황금주 등

음식디미방
명품화 사업

영양군은 세계속의 한국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맛'과 '멋'에 대한 한국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음식디미방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이미 음식디미방과 규곤시의방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다양한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여러 기관과 협조로 각종 세미나를 수차례 실시하였

고, 이론적 체계확립과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음식디미방 기본계획 및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음식디미방 책자를 3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인력 육성에도 힘을 써왔으며, 장계향 선생이 마지막까지 함께한 두들마을에 전통한옥체험관을

건립하고 정부인장씨예절관, 음식디미방교육관, 전시관을 오픈하였다.

음식디미방의
웰빙식단

'음식디미방'은 제철에 생산되는 재료를 써서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음식디미방'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우리 몸에 이로운 '웰빙식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디미방'은 재료 자체의 고유한 맛과 향, 미각을 돋우는 부드러움과 신선함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약식동원
����

우리의 음식은 '약식동원'(����) 또는 '식즉약'(���)이라 하여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음식디미방'은 재료 선정에서부터

우리 몸에 이로운 재료를 골라 썼다. 이뇨·완화, 진해·해동, 미용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동아를 비롯하여 풍한을 막는 웅장, 습한 기운

으로 다리가 약해질 때 주로 쓰는 청어, 가슴에 열이 몰린 것을 치료하는 게, 오장을 통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숭어, 이질과 냉증으로 오는 설사를 멎게 하

는 염교, 눈을 맑게하여 양기를 세게하는 가막조개나 파뿌리, 오미자 등은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먹은 음식들이라 할 수 있다.

저칼로리
기능성음식

육류 중심의 튀기는 조리법이 대부분인 고칼로리의 서양 음식에 비해 채소류나 해산물·어류를 주로 사용하는 저칼로리, 기능성 음식으로서 찌거나 굽는 것

이 더 많다. '음식디미방'은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우리의 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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