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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사랑을 고백할 때는 화려한 이벤트보다‘진심’이 중요해

요. 진심은 따뜻한 말 한 마디에도, 소박한 선물에도 담길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정성이 담긴 선물과 함께라

면 금상첨화! 그리고 나란히 앉아 함께 숨은 그림을 찾다 

보면 애정도 급상승! (정답은 P57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 쌀은 영양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제습 효과도 탁월해 밥을 지어 먹는 것 말

고도 쓰임새가 다양하다. 다음은 쌀을 색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1. 설익은 과일을 익힐 때  

생쌀을 담은 지퍼백에 덜 익은 과일을 넣어두면 

과일이 금방 익는다. 과일이 익으며 방출하는 가

스를 쌀이 잡아주기 때문이다. 단, 자칫하면 푹 익

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루 정도만 넣

어두어도 충분하다. 

2. 식칼 꽂이 

유리병에 쌀을 채우고 식칼을 꽂아두면 원목 블

록 못지않게 세련된 주방 소품으로 다시 태어난

다. 칼날이 유리병의 바닥에 닿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를 깔아두면 더 좋다. 

3. 입구가 좁은 용기를 청소할 때 

더러워진 커피주전자나 좁다란 꽃병은 청소하

기가 쉽지 않다. 스펀지나 솔이 들어가기에 입구

가 너무 좁아서 난감하다. 이럴 대 용기 안에 물

과 비누, 생쌀 한 움큼을 넣고 가볍게 흔들어준

다. 입구를 막고 힘차게 흔들어도 좋다. 먼지는 물

론 묵은 때도 깔끔하게 사라진다. 이후 물로 가볍

게 헹궈준다. 

4. 휴대폰 살리기 

스마트폰 침수, 아찔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방수폰이 아닌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처럼 보이지만, 쌀 한 봉지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배터리와 심카드를 분리하고 휴대폰의 물기

를 최대한 제거한 뒤 생쌀을 담은 지퍼백에 넣어

두세요. 24시간 이상 기다리면, 죽어가던 휴대폰

이 살아나는 기적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이다. 

5. 천연 방향제  

실내에 은은한 향기를 더하고 싶다면, 쌀을 컵에 

1/4에서 1/2 가량 담고 원하는 향의 에센스 오일 

10~20방울을 섞은 후 방 한 구석에 놓아둔다. 작

은 방이나 욕실에서 특히 효과가 좋다. 향기가 시

들해지면, 쌀을 살살 저어주기만 하면 된다.   

6. 기름 온도 측정 

튀김용 기름 온도가 적당한지 알아보려면, 쌀알

을 몇 개 넣어보자. 쌀알이 그대로 가라앉으면 기

름이 아직 충분히 달궈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적

정 온도가 되면 쌀이 둥둥 떠오르며 탁탁 소리를 

낸다. 체나 구멍 뚫린 국자로 쌀알을 건져내고 요

리하면 된다.

7. 녹슴 방지 

쌀을 채운 통에 공구를 꽂아둔다. 각종 공구를 

습한 곳에 보관할 때 특히 유용하다. 쌀이 습기를 

빨아들여 녹스는 것을 방지한다. 

8. 커피 분쇄기 청소 

커피 분쇄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기

름기가 많은 원두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산패하기 

쉽다. 이럴 때 원두 대신 쌀을 넣고 분쇄기를 돌린 

뒤 붓으로 싹싹 털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 양념

분쇄기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9. 핫백 만들기  

작은 천 주머니에 쌀을 채워넣으면 DIY 핫백을 

만들 수 있다. 집에 남는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주

머니를 만드는 것도 좋고, 깨끗한 양말을 써도 좋

다. 이렇게 만든 핫백을 전자레인지에 30초정도 

돌리면 근사한 핫백이 만들어진다.  

쌀,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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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아래의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