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영양 조리 정보
▍ 마늘 소비에 동참해주세요. ▍

올해 국산 마늘인 ‘남도종’의 생산량 급증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마늘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우리 농가와 농업인을 돕고, 마늘 수급 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내산 마늘 사용 확대에 동
참을 부탁드리며,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함
께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보는 것
은 어떨까요?

▍면역에 최고, 마늘 이야기 ▍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인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
외하고 100가지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하여 ‘일해백리(一
害白利)’로 불리기도 합니다. 각종 양념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로 최근에는 생리활성을 조절하는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확인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면역력 강화
에 도움이 되는 마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의 영양성분과 효능 ▍
▪ 마늘에는 수분, 칼륨, 비타민 B, 비타민 C, 알리신
(allicin), 셀레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 천연 항생제 식품인 마늘의 특유의 냄새와 톡 쏘는 맛
은 함황화합물 성분에 의한 것입니다. 마늘을 갈거나
다지면 알리인(alliin)이 분해돼 냄새가 강한 알리신이
되며, 이 성분은 강력한 살균작용을 하여 면역력 강화
및 감염과 염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암 예방 및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 마늘의 칼륨은 혈중 나트륨을 제거해 혈압을 정상화
시키고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의 구입요령과 보관방법을 알아볼까요? ▍
▪ 통마늘은 들었을 때 묵직하고 마늘의 쪽수가 적은 것
이 좋으며, 짜임새가 단단하고 알차 보이는 것이 좋습
니다. 깐 마늘은 변색이나 긁힌 자국이 없고 고유의
매운맛과 향이 강한 것이 좋으며, 통통하고 맑은 연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 통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망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
관하고, 깐마늘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장아찌 레시피
• 재료 및 분량 : 통마늘 500g, 식초 2컵(400mL), 물 2
컵(400mL), 소금 5큰술(50g), 간장 1컵(200mL), 설탕
1컵(150g)
• 만드는 방법
① 통마늘은 뿌리 부분을 제거하고 줄기는 1cm 정도
만 남기고 자른 후 겉껍질만 벗겨 물에 깨끗이 세
척한다.
② 식초, 물, 소금을 잘 섞어 ①의 통마늘에 부어 일주
일간 실온에 둔다.
③ ②를 체에 걸러 따라낸 식초물에 간장과 설탕을 섞어 냄
비에 붓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여 건져둔 통마늘에 붓
는다.
④ ③을 한 김 식혀 뚜껑을 닫고 10일간 숙성한 후 체
에 걸러 따라낸 간장물을 끓여 차게 식힌 후 건져
둔 통마늘에 붓고 한달간 숙성하여 완성한다.

마늘볶음밥 레시피
• 재료 및 분량 : 마늘 5쪽, 베이컨 2장, 달걀 1개, 식용
유 약간, 밥 1공기, 굴소스 약간, 참기름 약간
• 만드는 방법
① 마늘은 편썰기하고, 베이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
고, 달걀은 풀어둔다.
② 팬에 식용유를 두른 후 ①의 달걀을 넣고 스크램블
드에그를 만든다.
③ 팬에 ①의 마늘과 베이컨을 넣고 볶다가 밥과 ②의
스크램블드에그를 넣고 함께 볶다가 굴소스와 참기
름을 넣고 볶아 완성한다.

구운마늘 돼지고기떡갈비 레시피
• 재료 및 분량 : 돼지고기(갈비살) 400g, 마늘 10쪽
• 양념 : 국간장 30g, 다진 마늘·생강·파 각각 10g, 소금,
후춧가루, 통깨, 참기름
• 데리야키소스 : 간장·조청·물 각각 100g, 설탕 30g, 생
강즙 10g, 전분물 15g
• 만드는 방법
① 돼지고기는 곱게 다진다.
② 마늘은 오븐에 구워 으깬 후 ①의 돼지고기와 잘 섞
어 분량의 재료로 만든 양념을 넣고 잘 치대어 반
죽을 만든다.
③ ②의 반죽이 끈기가 생기면 떡갈비 모양으로 빚는다.
④ 예열된 오븐에 넣고 180℃에서 15분간 굽고 뒤집어
서 15분간 더 구워 떡갈비를 만든다.
⑤ 분량의 재료로 만든 데리야키소스를 냄비에 끓여 조
린 후 완성된 ④의 떡갈비에 끼얹어서 완성한다.

구운마늘 연근조림 레시피
• 재료 및 분량 : 마늘 200g, 식용유 약간, 연근 100g,
전분 g
• 소스 : 간장 100g, 조청 50g, 물 50g, 설탕 10g, 생강
즙 5g
• 만드는 방법
① 마늘은 식용유를 두른 팬에 노릇해지게 굽는다.
② 연근은 0.5cm 두께로 썰어 물기를 제거한 상태로
전분을 묻혀 식용유를 두른 팬에 굽는다.
③ 분량의 재료로 만든 소스를 냄비에 넣고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①의 마늘과 ②의 연근을 넣고 윤기가
날 정도로 조린다.
※ 자료출처 : 대한영양사협회, 농촌진흥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