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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데우는 데만 쓸모가 있는 

줄 알았던 전자레인지. 하지만 전자레

인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매

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

개한다.

1. 감자칩이 눅눅해져 버릴 생각을 하

고 있다면 키친타월에 쌓아 전자레인

지에 넣고 10초만 돌려보자. 마치 방금 

뜯은 새 과자처럼 바삭해진다.

 

2. 딱딱하게 굳은 꿀을 뚜껑을 벗긴 

후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돌리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3. 단단해서 짜기 힘든 레몬과 라임

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0-20초 정도 

돌린 후 꺼내 짜면 과즙이 줄줄 흘러 

내린다. 

 

4. 파슬리 등의 허브를 초스피드로 

말리려면 키친타월로 허브를 감싼 뒤 

전자레인지에 넣고 2-4분 돌리면 바

스락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건조가 된다. 

눅눅해진 김도 전자레인지 안에 넣은 

후 30초 정도 돌려주면 기존의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5. 양파 썰 때 눈물 바람은 이제 그만! 

양파의 양쪽 끝을 자른 뒤 전자레인지

에 넣고 30초 가량 돌린다. 이제 요리

조리 아무리 썰어도 눈물, 콧물 날 일 

절대 없다!

 

6. 토마토나 호박 등 껍질이 두꺼운 

야채는 전자레인지에 넣고 살짝만 돌

리면 쉽게 손질할 수 있다. 단, 넣기 전 

포크로 구멍을 뚫어야 안에서 폭발하

지 않는다.

 

7. 수란 만들기는 꽤 어렵지만 전자레

인지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 전

자레인지용 컵에 물을 담고 소량의 식

초를 섞은 후 이 물에 달걀을 푼다. 이

때 물의 양은 달걀이 푹 잠길 만큼 충

분해야 한다. 혹시 있을 지 모를 터지는 

사태를 대비해 지퍼백이나 종이봉지에 

넣은 뒤 1분 30초 돌린다. 컵을 봉지에

서 꺼내 물을 따라 버리면 수란 완성!

8. 전자레인지에 마늘을 넣고 15초 

돌리면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다. 마늘 

알과 껍질 사이에 수분이 생겨 껍질이 

쉽게 떨어지는 원리다. 

 

9. 오래되고 마른 빵을 젖은 키친타월

에 싸 전자레인지에 넣고 10초만 돌려

보자. 마치 갓 구운 것처럼 신선한 빵을 

맛볼 수 있다. 필요하다면, 원하는 상태

가 될 때까지 10초 가열을 반복한다. 

 

10. 설탕이 습기를 먹어 딱딱하게 뭉

쳐버렸다면? 

먼저 굳은 설탕을 유리그릇에 붓는

다. 그런 후 키친타올을 물에 적셔 꼭 

짠 다음 유리그릇을 덮는다. 전자레인

지에 넣고 20-30초 정도 가열하면 원

래의 설탕처럼 가루 상태로 돌아온다. 

굳은 부분이 남아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돌려준다.

11. 식빵, 치즈, 햄, 마요네즈, 옥수수

콘 등의 재료를 준비하여 식빵 위에 토

핑을 올린 뒤,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2

분 30초에서 3분 정도 돌려주면 간단

하게 만들 수 있다.

 

12.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감자, 고

구마 쉽고 맛있게 삶을 수 있다. 감자

나 고구마를 삶기 전 물로 씻은 후 물

기를 제거하지 않고 지퍼백에 담는다. 

이때 지퍼백은 잠그지 않는다. 이것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정도 미리 가

열한 후 삶으면 전자레인지에서의 예

열 효과로 더 맛있는 삶은 고구마, 감

자가 된다.

13.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딸기잼을 

실패하지 않고 만들 수 있다. 속이 깊

마늘 쉽게 까기, 수란 만들기 … 전자레인지 활용 꿀팁

은 용기에 딸기 120g  꼭지를 떼어 넣고 

설탕 60g과 레몬즙을 넣어서 6분 정도 

가열한 후 꺼내 섞기만 하면 완성된다.

14. 통조림을 먹고 남은 내용물은 전

자레인인지에 가열해 두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내용물을 전자레인지

용 용기에 옮겨 담고 랩으로 싸서 가열

한다. 완전히 식힌 뒤 랩을 씌운채로 냉

장고에 두면 보다 오래 보관할수 있다.

15.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시금치나 

콩나물을 데칠 수도 있다. 시금치를 씻

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용 용기에 담아 1분 정도 가열해 찬물

로 헹구어 주면 된다. 

콩나물도 씻어 그릇에 담아 소금을 

살짝 뿌린 후 1분 정도 돌려주면 된다.

16. 주방용 스펀지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만 돌려보자. 악취가 말끔하

게 제거된다. 살균 효과도 있어 일거양

득을 누릴수 있다.

 

17. 전자레인지 용기로 적합한 그릇

은? 그릇에 찬 물을 담고 전자레인지

에 1분간 돌려보자. 물이 따뜻한데 용

기는 아직 차갑다면, 해당 그릇은 전자

레인지 요리에도 끄덕 없다. 하지만 그

릇도 물처럼 따뜻해졌다면 전자레인

지 용기로 적합하지 않다.

 

18. 음식물 대폭발로 전자레인지 내

부가 더러워졌다면? 물에 식초를 한 방

울 넣고 흔든 뒤 5분간 기다린다. 이 용

액을 마른 수건에 적셔 전자레인지 내

부를 닦아 주면 새 것처럼 반짝반짝 윤

기가 난다. 오염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

라면,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전자레인

지 안에 넣고 3-5분 돌리면, 수증기가 

내부의 오염물질을 불리는 역할을 한

다. 타월의 열기가 식으면 이걸로 내부

를 꼼꼼히 닦아주자. 

생활·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