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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과 휴먼정책기획원은 23일(토) 대구 엑스코 전시실에서“2018 전국 음식디미방 요리경연대회 및 예술대전”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00여명의 

전체 입장객들이 대회관람도 하고, 현장청중평가단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전 예선을 통과한 13팀의 요리경연대회 출전자가 2인1조로 구성되어 면병류와 어육

류 2가지 요리를 재현했고, 예술대전 역시 예선을 통과한 상차림팀과 복원전시팀이 67가지 요리와 음식디미방 잔칫상 그리고 생일상, 회갑상 등을 출품했다.

○ 이날 전체 대상은‘디미방 음식으로 차린 생일상’이라는 상차림을 재현한 ‘감향팀’이위숙(60,대구)씨와 정정희(63,대구)씨가 수상했고, 예술대전 대상은‘여중군자 회갑상’을 재현한‘디미

방미학팀’인 최정민(63,경산), 최정희(49,대구)씨가 차지했다. 그리고 요리경연대회에서는 대상에는‘이&채팀 이향원(56,대구)채지나(48,대구)씨가 차지했고, 금상에는‘늘솜팀’강태희(68,광

주), 오미자(65,광주)씨와‘앵두나무아가씨팀’인 박성희(55,대구), 김수양(45,부산)이 수상했다.

○ 음식디미방은 영양군 한 종가의 음식 고서로 존재하다가 12년 전 권영택 영양군수가 복원화를 시도했고, 이를 계기로 영양군에서 음식디미방의 대중화와 상품화를 기획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전국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푸드스쿨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1,600여명의 푸드스쿨 수강생을 배출하여 음식디미방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영양군은 300여명의

음식디미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서울․부산․광주․대구 등 전국에서 음식디미방 관련 교육 및 여중군자 장계향 선생의 선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활용하여 음식디미방 상품

화도 이끌어 내어 세면법, 빈자법 등 상품 출시도 기획하고 있다.

○ 권영택 영양군수는 이 날 대회에서“12년 전 떠먹는 술인 감향주 하나로 찾아 낸 음식디미방이 세상과 공유되고,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로운 음식문화로 자리 잡는 

대회로 승화된 것은 ”음식디미방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대회가 앞으로 음식디미방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웰빙 음식문화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 한식브랜드로 자리매

김하게 될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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