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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밥상

화려한 색상만큼 다양한 영양
파프리카
특정한 시기나 계절에만 얻을 수 있는 채소, 과일, 해산물의 제철 식품은 가장 영양성분이 많고 맛이 좋은 식품입니다.
5~6월 따뜻한 봄철 소개해드리고 싶은 식품은 파프리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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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싱싱한 채소를 섭취하면 겨우 내 부족했던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여 더욱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가정식 뿐 아니라 외식 메뉴 선택 시에도 웰빙 메뉴, 건강식품을 성인 대부분이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듯이 이제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성향은 점차 강해질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파프리카, 마늘, 견과류, 토마토 등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화려한 색상으로 눈길을 끄는 봄철의 약이 되는 식품인 파프리카의 효능과 선택방법,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또한 섭취 시에
영양성분이 손실되거나 소화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아무리 좋은 식품도 내 몸에는 독이 되겠지요? 섭취 시에 유의할 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이정주 파트장(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양파트)
파프리카의 영양 성분

좋은 파프리카 고르는 법

파프리카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등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상 때

파프리카에 풍부한 비타민C가 수확 후 시일이 지날수록 소모되므

문에 각종 요리에 보는 즐거움도 주는 아름다운 채소입니다. 색상

로 가급적 표면이 탱탱하고 윤기 흐르는 것을 고르며, 꼭지가 마

에 따라 맛과 분위기와 쓰임새가 다르고 영양성분도 약간씩 차이

른 것은 피합니다. 색상이 짙고 살이 두툼한 것을 선택하면 맛도

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색상과 상관없이 항암, 항산화(항노

달고 항산화 성분 함량이 더욱 풍부합니다.

화) 기능이 풍부한 베타케로틴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
니다. 세부적으로 색상별로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붉은 색이 진한

영양을 살리는 조리방법

파프리카에는 체내의 산화작용을 막아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

파프리카에 풍부한 라이코펜과 베타케로틴은 기름에 흡수되는 지

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이코펜을 포함한 베타케로틴이 풍부한데

용성 영양소이므로 약간의 식물성 기름으로 살짝 볶거나 오일드

요. 초록색 파프리카에 비해 6배가량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열량,

레싱을 함께 곁들여 샐러드로, 기름이 들어간 식사와 함께 물김치

단백질, 당질과 섬유질 함량이 좀 더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초록

나 식후 먹는 주스로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를 살

색의 파프리카에는 철분, 칼슘과 비타민C 함량이 더 많습니다. 주

리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지 않는 조리 방법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

황 파프리카에는 당질 함량이 높아 단맛이 강하며 시력보호에 좋

다. 봄철 내 몸에 약이 되는 파프리카를 이용하여 맛과 영양을 살

은 레티놀 함량이 좀 더 많습니다.

리는 간편한 요리를 소개합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 닭가슴살에 올리브유 매실청 드레싱으로
봄철 입맛을 살리는 레시피

Tip. 내 몸에 독이 되지 않게 먹는 방법
파프리카에는 소량의 매운 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있습니다. 위장염이 있는 분들이 빈속에 많이 섭취하면 증상을 심하게 하거나
소화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질환에 따라 파프리카를 샐러드로 이용할 때는 식 전 에피타이저로 드시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재료(4인분)
붉은색, 노랑색, 주황색, 초록색 파프리카 600g(색상별로 1/2개씩),
토마토 600g(중간크기 2개), 닭가슴살 400g, 통마늘 60g, 모짜렐라 치즈 40g
※ 닭가슴살 손질 재료: 우유 100㏄, 맛술 1큰 술
※ 드레싱: 매실청 2큰 술, 간장 2큰 술, 올리브유 1큰 술,
레몬식초 1큰 술, 통후추 약간

만드는 법
➊ 닭가슴살은 우유와 맛술에 20분 담가 잡내를 제거한 후 삶아낸다.
파프리카는 씨를 깨끗이 제거하고 굵게 채를 썬다.
➋ 토마토는 잘 씻어 슬라이스로 썬다.
➌ 마늘은 편으로 썰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볶아서 식힌다.
➍ 모짜렐라 치즈는 곱게 다진다.
➎ 준비된 재료를 보기 좋게 담고 치즈를 올린 후 분량의 재료를 섞은
드레싱을 잘 끼얹어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