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맛있는 제안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 구내식당

◆

맛있는 매콤칼칼함으로 임직원의 취향저격

소고기 마파두부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이원재 bomb 스튜디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두부요리. 특히나 사천식 마파두

부의 경우 매콤달콤하면서도 짭짜름한 맛이 한국인의 입맛에도 

익숙하고, 임직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일품요리이다. 특히 현장

에서 땀을 흘리거나 작업량이 많은 생산직, 기술직, 전문직 직원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의 경우 20-50대 

사이의 남성 임직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령대를 막

론하고 모두가 맛있게 한그릇을 뚝딱 비우는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오늘 선보이는 ‘소고기 마파두부’ 이다.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은 특히 현장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임

직원들을 생각하여 음식의 염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

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메뉴를 선정하기 위해 애쓴다. 건강을 

생각한 한끼 식사를 위해 중식과 석식에는 주로 생야채모듬쌈, 새

싹샐러드, 수제뿌리 채소피클, 제철과일, 유제품 등 다양한 곁들

임 메뉴 혹은 후식류를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놓치기 쉬운 영

양소를 음식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편이다. 

특히, 이번에 소개하는 소고기 마파두부의 주인공 ‘두부’는 어느 요

리에나 응용이 가능하고 어떤 음식에 들어가도 궁합이 잘 맞으며 

식품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점점 더워지는 날

씨에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어 힘들어하는 위장

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6월의 주말 점심은 가

족을 위한 일품요리인 마파두부로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보들보들한 두부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
기름에 지지면 고소하고
매콤한 양념과 함께하면
부드러움에 반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두부요리는

직원들에게 언제나 
환영받는다고 한다.

1.  대파, 홍고추, 파프리카, 양파는 송송 썰어주고, 마늘, 생강은 
다져서 준비한다. 두부는 물기를 빼고 으깨지지 않도록 하며 가로 
세로 1.5cm 정방향으로 썰어주고, 끓는물에 살짝 데쳐 건진다.

2.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뜨거워지면 파, 마늘, 생강과 
다진 고기를 볶다가 간장, 청주로 향을 낸다.

*  센 불에서 조리하면 연기가 날 수 있는데, 
   이때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 타지 않아요.

4.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약간 둘러 접시에 잘 담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가미하기 위해 생크림을 살짝 올려준다

3.  두반장을 넣어 볶은 다음 사골 육수와 굴소스, 
후추, 설탕을 넣는다. 이것이 끓으면 데쳐 둔 
두부를 소스에 넣어 약간 끓이다가 물녹말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걸쭉하게 농도를 맞춘다.

 * 두부가 으깨지지 않도록 최대한 살살 저어요!

세종사업장 박경민 조리실장이 
추천하는 우리 식당 이 메뉴!
목살 허브구이와 벌집 삼겹살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은 목살이나 삼겹살에 칼집을 내어서 
허브가루, 소금, 후추 등을 가미해 오븐에 굽거나 구이용 팬에 구워서 
소스를 곁들어 제공함으로써 구내식당의 식상함도 뛰어넘고, 
메뉴의 신선함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식당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의 마음에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소고기 마파두부 재료
두부, 소고기 다진것, 파프리카, 대파, 양파, 마늘, 생강, 간장, 두반장, 
굴소스, 후추, 설탕, 청주(소주로 대체가능), 사골육수, 물녹말, 참기름, 
고추기름, 쪽파

박경민 조리실장 셰프의 팁!!
집에서 요리를 할때 중식당과 같은 불맛을 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비슷한 맛을 
위해서는 가스 불을 최대한 세게 올리고 청주를 프라이팬 가장자리 쪽으로 
동그랗게 부어가며 볶아주면 중국음식 특유의 ‘불맛’도 살리고 마파두부에 함께 
넣어준 소고기의 누린내도 잡아주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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