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 약 먹으면 일주일…
좋은 음식 먹으면 7일이면 낫는다

겨울이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기다. 감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옮

길까 신경을 쓰다 보면 사회활동까지 위축되기 때문이다.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음식을 골

고루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 약 대신 좋은 음

식으로 감기를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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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숙은 목감기 예방에 아주 좋기 때문에 목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 마시면 목감기를 예방할 수 있어 좋다. 

배즙에 기관지에 좋다는 도라지를 첨가한 도라지배즙도 아주 좋다. 또한 배즙에 유자차를 섞어 마시면 맛도 좋고 감기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

① 배를 뚜껑을 만들 만큼만 잘라내고 속을 판다.

② 씨를 따로 빼서 썰어 놓은 대추와 은행 2~3알, 생강 1조각, 꿀 2숟가락을 넣는다.

③ 배 뚜껑을 닫고 20분 정도 찜통에서 찐다.

감잎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감잎차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아이들에게도 보리차보다 

감잎차가 더 좋으니 미리 끓여 놓고 아예 엽차나 생수처럼 마시게 하면 좋다. 감잎차를 엽차나 생수처럼 먹고자 한다면 

물 1리터당 10g 정도 타는 것이 적당하다. 

① 물을 팔팔 끓여 80~90℃ 정도로 식힌다.

② 물 1컵에 감잎 적당량을 넣어 2~3분 우려내어 마시면 된다.

③ 2~3번 재탕해 마신다(감잎은 재탕하면 비타민C 함량이 높아진다).

매실에는 구연산, 사과산과 같은 유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을 돕고 소화와 해열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매실청은 물과 5:1로 희석해서 수시로 먹으면 좋은데,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이용해도 아주 좋다.

① 항아리나 병을 소독하고 나서 완전히 말린 뒤 매실과 설탕을 1:1로 넣고 뚜껑을 닫는다.

② 설탕이 녹기 시작하면 한 번씩 휘저어 설탕이 녹아내려 굳지 않게 한다.

③ ②번의 과정을 2~3번 정도 해주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매실과 청을 분리해 먹는다. 

모과차와 유자차는 맛과 향이 좋기 때문에 감기 예방뿐 아니라 평소에 자주 마시는 차다. 10월 말에서 11월에 수확하는 

유자나 모과를 구입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① 유자는 씨를 빼고 껍질째 채 썰어 소독한 유리병에 설탕과 1:1로 섞어 밀봉한다.

② 3개월 이상 숙성시킨다. 3개월 이전에 개봉하여 먹으면 쓴맛이 난다.

③ 모과는 얇게 나박 썰기를 하고, 차를 담그는 방법은 유자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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