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의 왕

양 파
무안양파는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1. 특 성

○ 겉껍질의 황색색소( 퀘르세친) - 혈관계 질환 예방 및 치료
○ 양파 속의 세레늄 - 암의 예방 및 치료
○ 황화아릴류 - 신진대사 촉진, 살균․해독작용

2. 효 능

○ 스테미너 강화 - 생양파를 먹으면 피로회복이 빠르다.
○ 고혈압․동맥경화 - 양파껍질을 달여 매일 마신다.
○ 불면증 - 생양파를 머리맡에 놓고 자거나 생으로 먹는다.
○ 살균과 해독 – 간의 해독작용 강화 및 체내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해독

3. 선 택

○ 공같이 둥근 것이 맛과 저장성이 좋다.
○ 겉껍질이 잘 말라서 윤택이 나는 것
○ 육질이 단단하고 탄력있는 것

4. 보관 법

○ 밀봉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보관한다.
○ 헌 스타킹속에 양파를 1～3개 넣고 매듭을 묶어 보관한다.

5. 먹는 법

○ 말려서 가루 또는 환으로 만들어 매일 5g 정도 먹거나, 생양파를 50g정도
먹으면 약용 효과를 볼수 있다.
※양파의 약용 성분은 삶거나 말려도 변하지 않는다.

양파를 이용한 간단 요리법
무안 양파속에는 세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의 예방 및 치료 효
과가 있으며, 겉껍질의 황색색소(퀘르세친)는 혈관을 강화하여 고혈
압․동맥경화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므로
양파를 젊음의 식품이라 부른다.
1. 양파김치

□재료

양파(중) 20개, 찹쌀가루 2TS, 고춧가루 100g, 굵은소금 200g, 멸치액젓 50g,
새우액젓 50g

□ 만드는 법

① 양파는 껍질을 벗겨 4등분하여 소금물에 5시간 정도 절인 후 물에 씻어 바구
니에 건져 물기를 뺀다.
② 찹쌀가루를 찬물에 푼 다음 냄비에 넣어 죽을 쑨다.
③ 고춧가루, 찹쌀 죽, 액젓을 넣어 잘 섞은다음 절인 양파를 넣고 버무린다.
④ 1～2일 정도 실온에서 익혔다가 냉장보관하여 먹는다.
※마늘, 생강은 넣지 않음.
2. 양파링 튀김

□재료

양파(중) 2개, 전분 ½컵, 계란 1개, 밀가루 ½컵, 빵가루 1컵, 소금 약간

□ 만드는 법

① 양파를 옆으로 1㎝두께로 썰어 낱개로 한개씩 빼내어 고리 모양으로 만든다.
② 튀김옷 : 계란에 밀가루․소금을 넣어 잘 섞어 준다.
③ 양파를 전분 → 튀김옷 → 빵가루 순으로 묻혀 고온의 기름에 연한 갈색이
돌도록 2번 바싹 튀겨낸다.

3. 양파샌드위치

□재료

양파(중) 2개, 식빵 8쪽, 오이 1개, 당근 1개, 마요네즈, 소금 약간

□ 만드는 법

① 양파, 오이, 당근을 가늘게 채썰어 소금에 약간 절여 물기를 뺀후 마요네즈로
버므린다.
② 식빵 켜켜이 당근→양파→오이순으로 얹어 식빵으로 덮은 후 무거운 것으로
눌러 놓는다.
③ 30분후 빵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모양있게 썰어 접시에 담아낸다.
4. 양파와인

□재료

양파(중) 2개, 적포도주(750㎖) 1병

□ 만드는 법

①양파를 굵게 썰어 와인을 부은 후 뚜껑을 덮는다.
②2일후 양파만 건져내고, 냉장보관하여 마신다.
5. 양파즙

□재료

양파(중) 30㎏, 감초 50g

□ 만드는 법

①양파의 뿌리와 껍질은 그대로 두고 흐르는 물에 먼지와 흙만을 씻어낸다.
②솥에 양파, 감초를 넣고 3시간 이상 삶는다.
③바구니에 받혀 물만을 냉장보관하여 마신다
6. 양파장아찌

□재료

양파 3㎏, 소금 0.3㎏, 간장 3컵, 설탕 2컵, 식초 2컵

□ 만드는 법

① 양파는 작은 것을 골라 통째로 소금물에 하루쯤 절인다.
② 양파의 물기를 뺀후 항아리에 담아 양파가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돌을 올려
놓고, 간장․식초․설탕을 끓여 항아리에 붓는다.
③ 1주일후 조미액을 따라내어 끓여서 식힌다음 다시 붓는다.
(3회 반복). 3～4주후 먹으면 된다.
7. 양파죽

□재료

양파(중) 5개, 팥 50g, 녹두 50g, 쌀가루 2컵, 소금·설탕 약간

□ 만드는 법

① 양파는 껍질을 벗긴 후 솥에 넣고 푹 삶은 다음, 바구니에 으깬다.
(또는 믹서기 사용)
② 팥과 녹두는 냄비에 각각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팥알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삶는다.
③ 쌀은 씻어 물에 1시간 동안 불렸다가 물기를 뺀 후 가루 낸다.
④ 솥에 양파 삶은 즙과 물을 1:3비율로 넣고 여기에 팥, 녹두를 넣어 끓으면 쌀
가루를 넣고 다시 한번 푹 끓인다.
[양 파 링 부 침 ]

◆ 준비물 양파 개 두부반모 다진파 한큰술 참치반통 소금약간 계란 개 밀가루
◆ 만드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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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파를 가로로 잘라서 링을 하나하나 떼어내 주세요.

2.

링 안쪽에

3.

남은 양파는 다져서 속으로 만들어주세요.

4.

야채를 송송 썰어 속을 만들고 두부는 면보에 싸고 물기를 빼서

밀가루를 발라주세요.

야채와 으깨주세요. 소금 약간 뿌려주시구요~
5.

링 안에 사진처럼 담아서 밀가루

→ 계란 입혀서 부쳐주세요

.

[ 양 파 찜 ]

1.

양파를 까서

2.

청, 홍피망을 잘라 다져 굴소스를 넣고 볶다가 다진 파, 다진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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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라 속을 파내고 용기를 만든다.

참기름을 넣고 살짝 볶는다.
두부는 물기를 짜고 으깨서 쇠고기, 청홍피망 다진것, 다진마늘,

3.

다진파, 맛술, 간장, 설탕, 참기름, 후추를 넣고 양념하여 볶는다.
양파용기 안쪽에 밀가루를 뿌리고 볶은 쇠고기를 넣고 김 오른

4.

찜기에 넣고

분간 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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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색양파물김치 ]
1.

양파를 반 가른 후 또 반으로 가른다.(6~8절)

2.

무도 반 가른 다음 다시 부채꼴로 양파 두께만큼 잘라주세요.

4.

그리고 소금과 설탕 약간 넣고 조물 조물 밑간을 해주세요.
양파와 밑간을 한 무와 썰어 놓은 야채를 통에 담아줍니다.

5.

그리고 찹쌀풀 국물을 만들어 미리 식혀둡니다.

6.

차게 식힌 찹쌀풀물을 간을 잘 한 뒤 통에 부어주면 끝!!!

3.

무의 시원함과 자주색 양파의 맛있는
색감이 어울려 숙취 해결에도 좋습니다.

[ 양 파 튀 김 ]

◆ 준비물

:

양파(중) 2개, 달걀

개, 밀가루

튀김옷

:

튀김가루 4큰술, 소금, 후추 약간씩,

초간장

:

간장 2큰술,식초 1큰술, 레몬즙 1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파 1큰술

1

컵, 튀김기름 적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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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법

양파는 뿌리부분을 잘라내고 윗부분을 반듯하게

1.

뒤

등분으로 칼집을 낸다

6~8

1cm

정도로 자른

* 이때 아랫부분까지 완전히 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양파에 밀가루를 충분히 바르고 한번 털어낸 뒤 달걀을 골고루 풀어 입힌다

3.

튀김가루에 소금, 후추 약간으로 간을 한 다음 달걀 입힌 양파에

골고루 묻혀 준다.
4. 170도로 예열된 기름에 넣고 노릇하게 튀겨낸다
*
5.

이때 모양이 퍼지지 않도록 양파를 작은 기름망에 받혀 기름에 튀긴다

아랫 부분이 잘 안익을 수가 있으니 아랫부분을 기름에 먼저 튀기고...
어느 정도 색이나면 푹 담궈 튀기면 될 것 같아요
초간장을 곁들여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