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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무안산 황토랑 불로초 자색양파, 자색양파즙 생산지 전남 무안

판매자 이름 연형흠 판매자 연락처 010-4681-5264

안녕하세요

양파의 고장 황토골 무안에서 연형흠 인사 올립니다

항상 무안산 황토랑(청정황토갯벌) 우수농수산물을 애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9년도에 양파 값 폭락시 많은 성원과 격려 및 홍보 주문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무어라 표현해야 할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품질과 착한 가격에 판매하오니 많은 홍보(공유) 및 주문 부탁드립니다.

국내산(전남 무안) 불로초 빨간(자색)양파즙 100%

전남 무안의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자색양파를 수확해서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우수한 품질의 양파만을 엄

선하여 위생적인 세척과 제조과정을 장인 정신으로 물 없이 통째로 껍질과 뿌리째 달여서 황산화 물질 케르세틴이 다량 함

유되고 일체 첨가물을 넣지 않은 순수 양파즙 원액 100%

♡ 무안산 황토랑 불로초 자색양파즙 120ml×140포 1박스 55,000원 > 년중 판매 합니다

무안산 황토랑 불로초 자색양파

♡ 5kg 16,000원 (kg 당 3,200원)

♡ 10kg 25,000원 (kg 당 2,500원)

♡ 20kg 38,000원 (kg 당 1,900원)에 판매합니다

☆ 시중 자색양파 가격은 kg당 4,000~6,000원 정도 입니다

※ 각 택배비 무료

단, 제주도등 도서지방은 도선비 3,000원 추가

♡ 계좌이체(송금)

은행 : 우체국

계좌번호 : 501940-02-035984

예금주 : 연형흠
(http://www.muan.go.kr)



내용

예금주 : 연형흠

☆현금결제시

◇개인- 국세청 소득 공제용

◇사업자,법인- 국세청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할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법인)번호를 보내 주세요

◎신용카드 결제 환영

- 페이콕 체크(금융결제원 승인업체) 휴대폰으로 비대면 원격(sms 문자발송) 신용(체크)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카드 결제시 전화(문자) 주세요

☆ 카카오페이 받습니다

카카오톡 ID : hhyean

입금후 010－4681－5264 번호로 문자(카카오톡)로

입금자/ 품목 / 수량 / 받는분 / 연락처 / 주소 / 보내주세요

☆ 대량 구매시 먼저 꼭 전화(문자) 주세요

☆자색양파의 여러 겹으로 이뤄진 껍질에는 루틴, 유화아릴, 퀘르세틴 등의 여러 영양분이 있습니다. 

- 항암

대표효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암효과입니다.

알리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주고 

암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심장병 예방

양파보다 껍질에 퀘르세틴 성분이 300배 많이 함유되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 동맥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좋습니다.

덕분에 순환기 계통 질환, 심장병 등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노화예방

퀘르세틴성분은 또한 항산화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작용은 노화

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어 노화예방에 도움이 되는 양파껍질차 효능이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쌓이면 혈관벽이 두꺼워져 막히거나 혈액순환장애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동맥

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파껍질차 효능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듯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어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해주고 성인병을 예방해줄 

수 있어요

-당뇨 개선

껍질을 달인 차를 꾸준히 마셔주게 되면 인슐린 분비 촉진과 혈당 저하에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 아래의 모두 보기를 눌러 전체 문자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불면증 개선

혹시 요즘 잠이 잘 안오고 잠들기 힘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불면증이 오는 이유가 스트레스, 신경예민 때문인데요 양파

껍질을 우려낸 물은 스트레스해소, 신경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예방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주는 양파껍질차 효능 덕택에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단, 평소 항응혈제 처방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간이 약할 때는 주의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6.11 기사 참조]

무안 양파는 품질이 좋기로도 유명하다. 
(http://www.muan.go.kr)



무안 양파는 품질이 좋기로도 유명하다. 

무안 땅은 황토로 덮여 있어 "황토골"이라고 부른다. 

무안 양파의 80%가 재배되는 현경·망운·해제·운남면 등 해안 지역은 70% 이상이 황토이고 이 황토 성분이 양파 생

육에 영향을 줘 품질 좋은 양파가 생산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바다에서 불어오는 염기가 있는 해풍이 병해충을 예방한다. 여기에 양파 재배에 사용하는 지하수

는 깨끗하고 풍부하다. 

무안 양파는 단단하고 아삭하며 즙이 풍부하고 단맛이 강하다. 익히거나 끓여도 그 효능에 큰 차이가 없다. 생으로 먹을 수 

없는 양파의 겉껍질에는 맨 안쪽 겹보다 퀘르세틴 함유량이 무려 300배나 많다. 다이어트, 심혈관 질환, 당뇨, 항암, 변비, 

해독에 효과적이다. 

또 무안 황토에는 사람의 몸속 기관에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해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르마늄 성분이 ㎏당 1.43㎎ 

들어 있다. 일반 양파의 ㎏당 0.96~0.30㎎보다 많다. 

※ 양파 및 양파 껍질의 성분의 효과는 많은데 양파 껍질 차를 만들어 마시기에 너무 불편 하시 다구요 그럼 아래를 주문해 

드시면 간단 합니다.

♡국내산(전남 무안) 불로초 빨간(자색)양파즙 100%

전남 무안의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양파를 수확해서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우수한 품질의 양파만을 엄선하

여 위생적인 세척과 제조과정을 장인 정신으로 물 없이 통째로 껍질과 뿌리째 달여서 황산화 물질 케르세틴이 다량 함유되

고 일체 첨가물 넣지 않은 순수 양파즙 원액 100%

☆ 무안산 황토랑 불로초 자색양파(자색양파즙) 드시고 건강하세요 ~^~

- 양파의 고장 황토골 무안에서 연형흠 올림 -

목록 실명인증글쓰기

COPYRIGHT ⓒ MUAN-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muan.go.kr)

/www/openmuan/participation/regional
https://www.muan.go.kr/www/operation_guide/member_login?return_url=



	목차
	특산물직거래
	특산물 직거래 장터
	첨부파일(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