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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집쿡 우리집 레시피 콘텐츠 공모전 후기

밥심으로 극복하는 코로나19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입니다. 햇볕 한 번 제대로 못 쬐고 집 안에만 

갇혀 지내려니 누구든 힘들고 지치기 마련이죠. 이럴 때 ‘나를 위한’ 혹은 ‘가족을 위한’ 쉽고 

맛있는 요리로 우울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교육>과 NS홈쇼핑이 함께한 

‘집콕집쿡 우리집 레시피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레시피를 공유합니다!

정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아빠표 영양 간편식 ‘전복건강볶음밥’. 

아빠의 사랑이라는 조미료가 더해져 그 맛은 상상 이상. 

홈 파티 음식으로 추천하는 ‘파삼겹 크림파스타’. 
꽤 그럴듯한 비주얼이지만 알고 보면 난도 하의 
정말 쉬운 요리라는 게 수상자의 설명이다. 

소화도 잘되고 건강에 좋은 동충하초밥, 김치찌개, 
햄구이, 어묵볶음, 고구마 맛탕, 딸기에다 눈에 좋은 
결명자차까지.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든 
정성 가득한 수능 도시락.

지난 연말 <내일교육>과 NS홈쇼핑이 함께하는 ‘집콕집쿡 우

리집 레시피 콘텐츠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정간편식 혹은 수능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을 SNS

에 올려 자신의 요리 실력을 뽐내는 행사였습니다. 서울관광

고, 경기 인덕원고, 서울 신정고에서 홍보에 도움을 주신 덕

분인지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레시피 콘텐츠

가 경쟁을 벌였죠. 

영예의 1등은 ‘이 시국에 딱! 집콕집쿡, 파삼겹 크림파스타 레

시피’입니다. 크림파스타와 대패삼겹살, 파채 무침의 만남이

라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요린이’도 따라 할 수 있는 쉽고 자

세한 레시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권을 획득했죠. 

2등은 ‘집에만 있는 아이를 위한 아빠의 특별 영양식, 전복건

강볶음밥’이 수상했습니다. 집콕으로 입맛을 잃은 자녀를 위

해 특별히 아빠가 발 벗고 나섰답니다. 각종 채소는 물론 전

복과 강황 가루까지 더해진 영양 가득한 레시피네요. 

수능 도시락 레시피 특별상에는 ‘딸 입맛대로, 엄마 손맛으로 

♥수능 도시락’ 이 뽑혔습니다. 지난해 수험생들은 코로나19

로 인해 유독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음식 하나하나에 엄마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도시락이

었습니다. 수상자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정성이 담긴 음식 하나에 큰 위로를 

받기도 하죠. 코로나19는 올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

다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나만의 특별한 요리로 건강하고 활

기찬 2021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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