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의 홈차이나ㅣ퉐
팫 유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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꿉꿉한 날씨 겉바속촉한 ‘유린기’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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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의 준말>

유린기 요리법
퉐 닭가슴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소금, 후추로 간을
팦
합니다.
퉐 고구마전분, 감자전분, 옥수수전분을 7:2:1 비율로 배
팧
합해 튀김옷을 만듭니다.
팪 반죽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퉐
팫 콴쒸이 특제간장 소스를 만듭니다.
퉐
팭 닭가슴살에 튀김옷을 입힌 뒤 기름을 넣고 튀깁니다.
퉐
퉐 양상추를 수북이 깔고 그 위에 튀긴 닭고기, 청고추, 홍
팮
고추, 비법소스를 듬뿍 올려주면 유린기가 완성됩니다.

에듀윌

장마가 깊어지면서 비 볼 날이 많아
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비가 오는 날
이면 늘 어머니께서 김치전, 호박부추
전, 감자전 등을 만들어 주곤 하셨는
데요.
오늘은 부침개 대신 후덥지근한 장마
철에 제법 어울리는 중식요리 ‘유린기’
를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까
합니다.
유린기(油淋鷄)는 상하이, 쓰촨, 베이
징요리와 함께 중국의 4대 요리로 불리
는 광둥요리입니다. 아열대 지역에 속하
는 광둥지방에서 닭 요리는 보양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유린기는 녹말 튀김옷을 입혀 튀긴 닭
고기에 새콤달콤한 소스와 송송 썰어 넣
은 홍고추,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가 알
싸한 맛이 일품인 요리로, ‘油淋(유린·
기름을 뿌림)’이란 요리법을 사용하여
겉은 바삭, 속은 연한 고기를 느낄 수 있
습니다.
튀김 맛집들은 대부분 그 집만의 특
별한 비율을 갖고 있답니다. 아래 요리
법의 설명과 같이 콴쒸이의 유린기는
특제 간장 비법과 튀김옷의 적절한 비
율로 바삭함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삭하고 매콤한 유린기는 비 오는 날에 특히 생각 나는 요리다. 튀김옷을 입혀 튀긴 닭고기에 특제소스와 고추를 듬뿍 올린 유린기와 목구멍이 얼어
버릴 듯 시원한 맥주 한 잔이라면 긴 장마도 두려울 게 없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유린기와는 역시 시원한 맥주도 잘 어
울립니다. 요즘은 동네 편의점에서도 세
계맥주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데요. 이번 비 오는 날에는 시원한 맥주
와 갓 튀겨 만든 매콤한 유린기로 여름
의 무더위와 장마의 눅눅함을 날려 보내
시는 건 어떨까요.

밀레니얼 취준생들이 좋아하는 복지는?

‘주 4일 근무제’ 이어 ‘시차 출·퇴근제’ 도입한 에듀윌
코로나19 사태가 경제를 강타한지 반년 만
에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을 더 늘리
는 등 업종 간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뷰티, 관광 등
서비스 업종의 고용률은 크게 감소했으나, 코
로나 여파로 늘어난 언택트의 수요로 IT(정보
통신) 등 4차산업 중심으로 채용은 되살아나

고 있다. 일부 IT업종에서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채용이 늘어나면서 우수 인재
영입에 애쓰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인재를 영
입하기 위해 재택근무, 샤이닝보너스 등 다양
한 혜택을 선보이며 인재들 ‘모셔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런 우수한 인재들은 소위
밀레니얼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연령으

로 이들은 회사를 선택할 때 조직문화와 복지
를 연봉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업들도 밀레니얼 인재가 원하는 방향
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꾀하고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은 업계

뀫콴쒸이만의 특제간장비법
팦 다시마, 껍질째 통마늘, 1/2자른 껍
퉍
질째 통양파, 파뿌리째 대파, 사태육수
를 넣어 은근히 끓입니다.
팧 고구마전분, 감자전분, 옥수수전분
퉍
을 7:2:1로 섞습니다. 가정에서는 시중
에 판매되는 튀김가루와 물을 1:2로 배

합해 바삭한 튀김옷을 만들 수 있습니
다.
조미경(광화문 콴쒸이 대표)

●재료
닭가슴살, 양상추, 무순, 고구마전
분, 감자전분, 옥수수전분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벌써 1년이
지나 안정적으로 안착되었으며 최근에는 ‘시
차 출·퇴근제’까지 신설하면서 근무제도를 개
선하고 있다.
또한 에듀윌은 전사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
이기 위한 새로운 소통 방식을 내놓았다. 업무
에 필수적인 회의와 보고에 대한 방식을 바꿔
수평적인 조직구조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워라밸이 좋아질수록 임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도 향상되었다”며 “임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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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
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 낱말문제

■ 스도쿠정답

■가로열쇠
02.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함. 04.남
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
끄러움. 06.소리를 내어 크게 웃음.

09.춤추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11.창고에서 물품을 꺼냄. 13.건장
하고 씩씩한 사내. 14.비행 중인 항
공기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안전하게
땅 위에 내리도록 하는 데 쓰는 기구.
15.법률·예술 등 문화의 산물.
17.인재를 어떤 자리에 추천하는 일.
19.크고 넓은 바다. 21.손으로 흔들
어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 22.목공
들이 먹줄을 치는 데 쓰는 그릇.
■세로열쇠
01.마음속에 남아 있는 개운치 않은
감정. 03.이성에 대한 사랑을 나타
낸 노래. 05.음악에 맞는 춤을 만드
는 일. 07.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
을 적는 장부. 08.논밭에서 나는 곡
식. 10.매우 드물어 좀처럼 듣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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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12.고국의 산과 물이라는 뜻.
14.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
는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 16.여러
사람이 우러러보는 명망. 18.요구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음. 20.기둥
사이에 달아 침상으로 쓰는 그물.
23.몹시 억울해 한스럽게 여김.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
기: 낱말을
모두 푼 다
음 ☆칸의
글자를 이어
놓으면 여러
분이 잘 아
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