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6817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7

A23L 1/315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01월24일
10-0368174
2003년01월03일

(21) 출원번호 10-2000-0028243 (65) 공개번호 특2000-0054171
(22) 출원일자 2000년05월25일 (43) 공개일자 2000년09월05일

(73) 특허권자 이철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53-10번지 16통 6반

(72) 발명자 이철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53-10번지 16통 6반

(74) 대리인 김덕태

심사관 : 최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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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보양 삼계탕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도계한 삼계용 닭을 주재료로 하고 인체에 매우 유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종류의 한방재를 부재료로 하여 삼계탕의 본래 맛과 풍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인체의 원기
를 돋우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보양식품으로서 효과를 가지는 보양 삼계탕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삼계닭과 쌀, 인삼, 생강, 마늘, 파, 후추 등을 주재로 하고 이에 백출, 감인, 황기, 당귀, 복령, 백합, 
하수오, 율무, 대추, 생지황, 연자욱, 맥아, 구기자, 천궁, 백작약 등의 한방재를 부재료로 혼합하여 장시간 끓여 영양이 
풍부하고 한약성분이 가미된 보양 삼계탕이 제조된다.

색인어
닭, 부재료, 초탕 육수, 재탕 육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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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보양 삼계탕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도계한 삼계용 닭을 주재료로 하고 인체에 매우 유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종류의 한방재를 부재료로 하여 삼계탕의 본래 맛과 풍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인체의 원기
를 돋우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보양식품으로서 효과를 가지는 보양 삼계탕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옛부터 삼계탕은 우리 입맛에 잘맞고 영양분이 많은 영양력 강화를 위한 식품으로서 널리 취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삼계탕의 조리는 도계한 닭의 머리, 꼬리, 날개와 털 및 복강내의 불가식 부위를 모두 제거하고 깨끗이 세척
한 내부에 쌀과 인삼, 대추, 밤 등을 넣어 일정시간 동안 고온에서 끓이게 되는 데 종래의 이러한 삼계탕은 주로 닭을 
오랜 시간 자숙하여 연화시킨 육질과 죽과 같이 된 쌀 및 인삼과 대추 밤의 성분이함유된 국물을 주요 맛으로 먹게 되므
로 닭이 가지는 영양소를 주로 섭취하고 인삼과 대추등의 성분은 그 섭취량이 극소량으로서 인체에 큰 보양 효과를 주
지 못하는 일반적인 음식에 불과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전기한 일반적인 삼계탕과 같은 맛과 풍미를 가지면서 다양한 한방재에 의한 보양효과를 주는 보양 
삼계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인 삼계닭과 쌀, 인삼, 생강, 마늘, 파, 후추 등을 주재로 하고 이에 
백출, 감인, 황기, 당귀, 복령, 백합, 하수오, 율무, 대추, 생지황, 연자욱, 맥아, 구기자, 천궁, 백작약 등의 한방재를 부
재료로 혼합하여 장시간 끓여 영양이 풍부하고 한약성분이 가미된 보양 삼계탕을제조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제조공정〕

영양소 유지와 맛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보양 삼계탕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하기에 설명한 재료와 조리 조건 등은 많은 제조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이를 재료 준비과정과 제조공정으로 분리하
여 설명한다.

◎ 주재료의 준비과정

ㅇ 도계 : 삼계용 영계를 구입하여 털, 목, 복강내의 불가식 부위를 제거하고 깨끗히 세척하여 닭 몸체와 머리, 발을 준
비한다.

ㅇ 첨가물 : 쌀, 인삼, 생강, 마늘, 파 등을 구입하여 깨끗히 세척하고 껍질을 제거하여 적정크기로 절단하여 준비한다.

◎부재료의 준비과정

ㅇ 부재료로서 백출, 감인, 황기, 당귀, 복령, 백합, 하수오, 율무, 대추, 생지황, 연자욱, 맥아, 구기자, 천궁, 백작약 등
의 한방재를 준비한다.

이상과 같이 보양 삼계탕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준비공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공 처리하는 과정을 공정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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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와 발을 넣은 닭 1마리에 물 약 54 ℓ와 부재료에 해당하는 백출, 감인, 황기, 당귀, 복령, 백합, 하수오, 율무, 대
추, 생지황, 연자욱, 맥아, 구기자, 천궁, 백작약 등의 한방재를 넣어 90∼100℃의 온도분위기에서 약 10시간 동안 가
열하여 다리고 이때 부상하는 기름을 제거하여 약 9~10 ℓ의 초탕 육수를 추출한다.

(제2공정)

제1공정에서 추출한 초탕 육수에 삼계닭 25마리를 넣어 약 30∼40분간 삶는다.

(제3공정)

제1공정에서 초탕 육수를 1차 추출하고 남은 혼합물에 다시 물 54 ℓ를 넣어 기름을 제거하면서 약 20시간 열탕조리하
여 재탕 육수를 약 9∼10 ℓ추출한다.

(제4공정)

제2공정에서 삶은 닭을 그릇에 담아 이에 대추, 인삼, 마늘과 함께 열이 식어 묵상태로 된 초탕 육수를 적정량 담고 이
에 제3공정의 재탕 육수를 초탕 육수와 동일량을 넣어 약 20분간 열탕 조리하면서 기름을 제거하면 삼계탕의 맛과 풍미
가 유지되는 한방재의 보양 삼계탕이 제조된다.

이와같은 제조공정을 거쳐 제조된 삼계탕은 부재료인 각종 한방재의 성분이 충분히 함유된 보양 및 건강식품으로 취식
할 수 있게 되는 데 초탕 육수는 통닭 1마리에 각종 한방재를 넣어 54 ℓ의 물을 9~10 ℓ가 되도록 장시간 동안 열탕
으로 농축시킨 것이므로 그 농도는 매우 진하고 특히 한방재의 성분이 대량 함유되어 매우 걸죽한 상태로 추출되고 이
를 식히면 묵과 같은 상태로 굳어있게 된다.

따라서 삼계탕을 끓일 때 상기한 초탕 육수는 그 농도가 매우 진하므로 초탕 육수를 추출하고 난 재료를 재탕하여 추출
한 재탕 육수를 혼합하여 끓이게 되면 적당한 농도를 가지는 보양 삼계탕이 제조된다.

    
본 발명에 사용된 부재료의 효능을 간단히 요약하면, 백출은 성분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비장과 위장을 강하
게 하고, 감인은 정기를 더해주고 뜻을 강하게 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해주고 수명을 길게 해주며, 황기는 맛이 달며 독이 
없고 허손과 이수를 낫게 하고 기를 더하여 살을 길러주고 한열을 멎게하는 효과가 있고, 당귀는 빈혈치료, 보혈, 복통, 
월경통성분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며 일체의 풍, 혈, 노를 낫게 하며, 백복령은 위를 열어주고 구역을 멎게하
며 심신을 편하게 하고 폐위와 담옹을 치료하고, 백합은 맛이 달고 독이 없고 상한의 백합병을 낫게 하고 대소변을 이롭
게 하며, 하수오는 성분이 고르고 따뜻하며 맛이 쓰고 깔깔하며 독이 없으며 골수를 메우고 머리털을 검게하며, 맥아는 
비타민 B가 풍부하여 각기병을 예방하고 위, 간, 신장, 폐,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으며, 구기자는 고혈압, 당뇨, 학질, 허약체질 등에 좋고, 천궁은 독이 없고 일체의 풍기와 노손 및 일체의 혈과와 숙혈
을 낫게하고 신혈을 기르며 토혈, 노혈, 변혈을 그치게 하며, 백작약은 혈비를 없애주고 통순혈맥하며 속을 온화하게 하
고, 생지황은 해열, 해독, 강심, 지혈, 타박상 등에 좋으며, 연자육은 부인병, 강장약, 조루증, 피부미용에 좋고 오장을 
보하며 갈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능이 있는 한방재를 부재료로하여 주재료와 제조한 본 발명의 보양 삼계탕은 맛과 풍미는 통상의 삼계
탕을 유지하면서 보양과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건강식품이다.

〔실시예〕

불가식 부위를 제거하고, 머리와 발을 넣은 10kg의 닭1마리와 백출, 감인, 황기, 당귀, 복령, 백합, 하수오, 율무, 대추, 
생지황, 연자욱, 맥아, 구기자, 천궁, 백작약을 각 100g, 생강 200g, 대파, 후추200g, 인삼 1뿌리, 마늘 1개를 물 54 
ℓ에 넣어 90∼100℃의 열로서 약 10시간 가열하면서 기름을 제거하여 9~10 ℓ의 초탕 육수를 추출하고 이에 닭 25
마리를 넣어 30∼40분간 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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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초탕 육수를 추출하고 난 재료에 다시 물 54 ℓ를 부어 약 20시간 끓여 초탕 육수보다 농도가 연한 재탕 육수를 
추출한다.

초탕 육수에 삶은 닭 1마리를 그릇에 담아 대추 2개, 인삼 1뿌리, 마늘 1개를 넣고 이에 초탕 육수와 재탕 육수를 각 절
반씩 그릇의 2/3이 되도록 담고 약 20분 끓이면서 기름을 제거하였더니 밤색을 띠는 보양 삼계탕을 제조할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맛과 풍미는 통상의 삼계탕을 유지하면서 한방성분을 대량 함유한 보양 삼계탕이므로 취식시 풍
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보양 및 건강식품으로 효능을 주는 우수한 발명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머리와 발을 넣은 닭 1마리에 물 약 54 ℓ와 부재료에 해당하는 백출, 감인, 황기, 당귀, 복령, 백합, 하수오, 율무, 대
추, 생지황, 연자욱, 맥아, 구기자, 천궁, 백작약 등의 한방재를 넣어 90∼100℃의 온도분위기에서 약 10시간 동안 가
열하여 다리고 이때 부상하는 기름을 제거하여 약 9~10 ℓ의 초탕 육수를 추출하는 제1공정과; 초탕 육수에 삼계닭 2
5마리를 넣어 약 30∼40분간 삶는 제2공정과; 제1공정에서 초탕 육수를 1차 추출하고 남은 혼합물에 다시 물 54 ℓ를 
넣어 기름을 제거하면서 약 20시간 열탕조리하여 재탕 육수를 약 9∼10 ℓ 추출하는 제3공정과; 제2공정에서 삶은 닭
을 그릇에 담아 이에 대추, 인삼, 마늘과 함께 열이 식어 묵상태로 된 초탕 육수와 재탕 육수를 동일량 넣어 약 20분간 
열탕 조리하면서 기름을 제거하는 제4공정으로 이루어진 보양 삼계탕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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