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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양파고추장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양파를 스팀기계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달이는 방법으로 양파액을 추출하거나 생 양파를 아주 곱게 분쇄한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양파액을 추출한 후, 양파추출액, 고추가루, 찹쌀, 물엿, 꿀, 소금 등을 혼합, 숙성하는 방법으로 양파

고추장을 제조하는 발명으로서 기존의 방식에 의한 양파추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양파에서 추출할 수 있는 유용성분을 훼

손됨이 없이 추출하여 보다 표준화되고 균질의 제품을 생산가능하게 하였고 기존고추장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발명된 양파고추장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양파, 고추장, 양파추출액, 양파액의 추출방법. 양파고추장.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양파고추장 제조공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양파를 증기 스팀의 방식 또는 자연상태에서 그 액을 추출하여 그 액으로 고추장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

로서, 고춧가루, 양파추출액, 찹쌀, 물엿, 꿀, 소금 등을 혼합 숙성하는 방법으로 특히 양파추출액과 꿀이 첨가되어 양파의

영양성분들이 포함되어 장기간 보존은 물론 양파의 성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발명된 양파고추장의 제조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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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종래의 고추장은 민족고유의 발효식품으로서 밀가루, 찹쌀과 엿기름을 섞어 발효를 시킨 다음 메주가루와 고춧

가루, 식염 등을 섞어 만들어 보관한다. 또한 양파액을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양파에 일정량의 물을 넣고 끓여 달이는 방

법으로 양파액을 추출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양파액은 양파의 유용성분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고추장의

제조에 있어 제품의 표준화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에 비해 본 발명은 양파액을 추출함에 있어서 양파의 유용성분을 충분

히 보전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표준화와 균질화를 달성할 수 있어 양파고추장의 제조에 있어서 맛의 표준화 문제와 양파의

유용성분의 훼손문제를 해결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양파에서 그 유용한 성분을 추출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양파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성분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양파의 액을 추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준비한 재료들을 적당한 배합 비율에 따라 혼합, 숙성시키는 방법

으로 양파고추장을 제조함으로써, 기존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조된 고추장의 맛의 불균질화 문제와 양파의 유용성분에

대한 훼손을 막아 고추장 제조의 표준화와 제품의 균질화를 달성할 수 있어 고추장의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양파액의 추출함에 있어 발생하는 양파의 유용성분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게 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1)양파 36.5중량%, 고춧가루 25.2중량%, 찹쌀 1.8중량%, 꿀2.2중량%, 물엿

25.6중량 %, 설탕5.7중량%, 식염3.0중량%를 준비하여 준비한 양파를 스팀을 이용한 기구에 일정한 물을 넣어 달여 양파

의 액을 추출하는 공정 또는 양파를 통째로 곱게 간 이후에 짜서 양파의 즙을 추출하는 공정과 (2)상기와 같이 추출한 양파

의 액에 물엿과 찹쌀가루를 넣고 약 2시간 정도 달이는 공정 또는 물엿과 찹쌀가루를 넣고 끓인 물에 양파즙을 첨가하는

공정과 (3)상기와 같이 달인 원료에 준비한 고춧가루, 꿀, 물엿, 식염, 설탕을 적당한 배율대로 넣어 배합시키는 공정과 (4)

상기 배합시킨 고추장을 영하 1℃의 저온창고에서 20일간 숙성시켜 양파고추장을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의 고추장은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특히 양파와 찹쌀가루를 섞어 고추장을 제조함으로써 양

파가 가지고 있는 인체에 유익한 성분에 의하여 맛과영양성분을 향상시켰으며 꿀을 첨가하여 장기 저장에 따라 고추장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의 고추장에서 나타나는 2차 발효를 억제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장기간 보존을

물론 소비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양파 36.5중량%, 고춧가루 25.2중량%, 찹쌀1.8중량%. 꿀2.2중량%, 물엿 25.6중량%, 설탕5.6중량%, 식염3.0중량%를

준비하고, 준비된 양파에 일정한 양의 물을 넣어 스팀 증류기계를 이용하여 양파즙을 추출하여 추출액에 준비된 찹쌀가루

를 넣어 양파액을 2시간 달이는 공정과 상기추출액과 찹쌀가루를 달인 원료를 이용하여 준비된 고춧가루, 꿀, 물엿, 식염,

설탕을 적당량의 비율대로 넣어 배합시키는 공정과 상기 배합시킨 고추장을 영하 1℃의 저온창고에서 20일간 숙성시켜 양

파고추장을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파고추장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양파 36.5중량%, 고춧가루 25.2중량%, 참쌀1.8중량%. 꿀2.2중량%, 물엿 25.6중량%, 식염3.0중량%, 식염3.0중량%를

준비하여, 준비된 양파를 통째로 아주 곱게 갈아서 양파즙을 만드는 공정과 일정한 물에 상기와 같이 추출한 양파즙과 준

비한 찹쌀가루를 함께 섞어 3시간 달이는 공정과 상기 끓인 원료에 준비된 고춧가루, 꿀, 물엿, 식염, 설탕을 적당량의 비율

대로 넣어 배합시키는 공정과 상기 배합시킨 고추장을 영하 1℃의 저온창고에서 20일간 숙성시켜 양파고추장을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파고추장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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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항, 제2항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양파고추장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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