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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 및 소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곤드레 나물의 영양분 및 나

물내음의 향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연하고 부드러운 곤드레 나물의 특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나물밥을 제조하였을

때 씹히는 맛이 담백하고 고소한 곤드레 나물밥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고혈압, 당뇨병 등 다양한 성인병이 문제되고 있는 현대의 환경에서 사계절 녹색을 띠고 고칼로리이며, 소화가 잘되고, 특

히 피를 맑게 해 주며 지혈에도 효과가 있는 곤드레나물밥을 섭취할 수 있는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 및 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소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끓는 물에 데친 후 냉동보관된 곤드레 나물을 상온에서 적

어도 10시간 해동시키는, 해동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과 쌀을 이용하여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조리전단계와 상기 조리전단계를 거친 상기 곤드레 나물과 상기 쌀이 들어있는 솥의 뚜껑을 덮고 센불에서 27 내지 32분

정도 끓여 곤드레나물밥을 만드는, 조리단계와 상기 조리단계에서 사용된 상기 센불을 끈 후 8 내지 10분 정도 뜸을 들여

상기 곤드레나물밥을 완성하는, 조리후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색인어

곤드레 나물, 나물밥,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등록특허 10-0589649

- 1 -



본 발명은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 및 소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곤드레 나물의 영양분 및 나

물내음의 향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연하고 부드러운 곤드레 나물의 특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나물밥을 제조하였을

때 씹히는 맛이 담백하고 고소한 곤드레 나물밥을 제공할 수 있는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 및 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소

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물밥과 비빔밥은 우리고유의 음식으로써, 여러 가지 나물과 야채를 혼합하고 소스, 특히 고추장을 넣어 비

벼 먹는 음식이며, 그 종류만 해도 다양하다. 현재, 비빔밥은 한국의 고유음식으로서 기내식으로도 제공되고 있고, 외국인

들도 찬사를 보내고 있는 음식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빔밥을 개발하고자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고, 그 중 등록특허 제272742호(2000.08.29등록)는 밥을 지을 때 약

초 추출액을 사용하여 약초들의 고유향기와 보약성분의 약효를 비빔밥에 도입하는 발명을 하여 특허로 등록받은 것이다.

그러나 비빔밥은 그 자체로서 양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추장과 먹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빔밥

은 맵다라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소스를 이용하

는 비빔밥과 다양한 산채를 이용하는 나물밥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발명도 무기성분, 비타민, 탄수화물 및 섬유질의 함량이 높아 식사시에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소화가 잘 되는

곤드레 나물을 이용하여 비빔밥을 제조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곤드레 나물의 영양분 및 나물내음

의 향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연하고 부드러운 곤드레 나물의 특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나물밥을 제조하였을 때 씹히

는 맛이 담백하고 고소한 곤드레 나물밥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목적은, 위와 같이 제조되는 곤드레 나물밥과 함께 비벼먹음으로써 곤드레 나물밥의 향취, 맛 또

는 특성을 가일층 배가할 수 있는 곤드레 나물밥 소스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은 끓는 물에 데친 후 냉동보관된 곤드레 나물을 상

온에서 적어도 10시간 해동시키는, 해동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과 쌀을 이용하여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조리전단계와 상기 조리전단계를 거친 상기 곤드레 나물과 상기 쌀이 들어있는 솥의 뚜껑을 덮고 센불에서 27

내지 32분 정도 끓여 곤드레나물밥을 만드는, 조리단계와 상기 조리단계에서 사용된 상기 센불을 끈 후 8 내지 10분 정도

뜸을 들여 상기 곤드레나물밥을 완성하는, 조리후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상기 조리전단계는, 상기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한 솥에 적당량의 들기름과 식용유를 두르는, 제 1단계와 상기

솥에 1: 0.8~ 1.2 비율의 세척된 쌀과 물을 넣는, 제 2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을 소정의 길이로 썬 다음, 상기 썰

어진 곤드레 나물을 상기 제 2단계에서의 상기 쌀과 물 위에 고루 펼치는, 제 3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물에 들기름과 식용유

를 다시 두르는 제 4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물에 참깨를 고루 뿌리는 제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인 돌솥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은 끓는 물에 데친 후 냉동보관된 곤드레 나물을 상온

에서 적어도 10시간 해동시키는, 해동단계와 1 : 1.5~2.3의 찹쌀 : 맵쌀을 섞어 적어도 10시간 물에 불리는, 불림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과 쌀을 이용하여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조리전단계와 상기 조리전단계를 거

친 상기 곤드레 나물과 상기 쌀이 들어있는 돌솥의 뚜껑을 연 상태로 센불에서 10 내지 13분 정도 끓여 곤드레나물밥을 만

드는, 조리단계와 상기 돌솥의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4 내지 7분 정도 뜸을 들여 상기 곤드레나물밥을 완성하는, 조리후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조리전단계는, 상기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한 돌솥에 적당량의 들기름과 식용유를 두르는, 제 1단계와 상기 돌

솥에 1:2.3~2.6 비율의 불린 쌀과 물을 넣는, 제 2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을 소정의 길이로 썬 다음, 상기 썰어진

곤드레 나물을 상기 제 2단계에서의 상기 쌀과 물 위에 고루 펼치는, 제 3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물에 들기름과 식용유를 다

시 두르는 제 4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물에 참깨를 고루 뿌리는 제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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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또 따른 다른 실시예인 가마솥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은 끓는 물에 데친 후 냉동보관된 곤드레 나물을

상온에서 적어도 10시간 해동시키는, 해동단계와 1 : 1.5~2.3의 찹쌀 : 맵쌀을 섞어 적어도 10시간 물에 불리는, 불림단계

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과 쌀을 이용하여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조리전단계와 상기 조리전단계를

거친 상기 곤드레 나물과 상기 쌀이 들어있는 가마솥의 뚜껑을 덮고 센불에서 17 내지 22분 정도 끓여 곤드레나물밥을 만

드는, 조리단계와 약한 불에서 7 내지 9분 정도 뜸을 들여 상기 곤드레나물밥을 완성하는, 조리후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고,

상기 조리전단계는, 상기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한 돌솥에 적당량의 들기름과 식용유를 두르는, 제 1단계와 상기 가

마솥에 1:0.8~ 1.2 비율의 세척된 쌀과 물을 넣는, 제 2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을 소정의 길이로 썬 다음, 상기 썰

어진 곤드레 나물을 상기 제 2단계에서의 상기 쌀과 물 위에 고루 펼치는, 제 3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물에 들기름과 식용유

를 다시 두르는 제 4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물에 참깨를 고루 뿌리는 제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곤드레 나물밥 소스의 제조방법은 350~ 400cc의 조선간장과 200~250cc의 진간장을 혼합하는, 제

1혼합단계와 0.4~0.6㎝의 물기가 제거된 부추를 써는, 부추절단단계와 상기 혼합간장용액 150~180cc에 상기 썰어진 부

추를 넣은, 제 2 혼합단계와 상기 제 2혼합단계의 용액에 두 큰술의 들기름과 30~50cc의 참깨를 섞는, 제 3혼합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들 실시예는 오로지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

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요지에 따라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먼저 끓는 물에 데친 후 냉동보관된 곤드레 나물을 상온에서 적어도 10시간 해동시키는 해

동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곤드레 나물은 비교적 서늘하고 공중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는 다년초로서 자

생지의 분포는 넓지만 주로 정선, 영월, 평창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이다. 곤드레는 털이 많고 억센 취나물에 비해서 연

하고 부드러워 밥을 지어 먹었을 때 씹히는 맛이 담백하고 고소한 특징이 있다. 또한 곤드레 나물은 어린잎과 줄기를 식용

으로 하는데 데쳐서 우려내어 건나물, 국거리, 볶음용으로 이용하며 무기성분, 비타민, 탄수화물 및 섬유질의 함량이 높아

식사시에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곤드레 나물을 100℃이상의 끓는 물에서

데친 후, 데쳐진 곤드레 나물을 -6℃~ -4℃의 냉동고에서 냉동보관함으로써 곤드레 나물의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고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곤드레 나물밥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상기 냉동보관된 곤드레 나물을 상온에서 적어도 10시간

이상 해동시키는 해동단계를 거침으로써 데친 상태의 곤드레 나물로 복원시킨다.

다음으로, 곤드레 나물밥을 실질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조리전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상기 조리전단계는 상기 해동된 곤드

레 나물과 쌀을 이용하여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서, 상기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한 솥에

적당량의 들기름과 식용유를 두르는 제 1단계로서, 40인분을 기준으로 각각 80~120cc씩 고르게 두르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사용된 솥은 린나이(주)가 판매하는 상품번호 'RR-550' 가스자동밥솥을 이용하였다. 그 후 상

기 솥에 1: 0.8~ 1.2 비율의 세척된 쌀과 물을 넣는데, 이 비율은 쌀의 불림정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쌀을 많이 불린 경

우에는 들어가는 물을 적게 해도 되며, 불리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쌀의 1.2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상기 해

동된 곤드레 나물을 소정의 길이로 썰고 나서, 상기 썰어진 곤드레 나물을 상기 제 2단계에서의 상기 쌀과 물 위에 고루 펼

치는, 제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조리단계에서 증발되는 물이 곤드레 나물에 잘 흡수되어 나물이 익혀지도록 곤드레

나물을 쌀이 보이지 않게 고루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상기 곤드레 나물에 들기름과 식용유를 다시 두르는 제

4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물에 참깨를 고루 뿌리는 제 5단계를 거치는데, 40인분을 기준으로 들기름과 식용유는 각각

80~120cc씩 그리고 참깨는 180~220cc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조리전단계를 거친 다음 조리단계를 거치는데, 상기 조리단계는 곤드레 나물과 상기 쌀이 들어있는 솥의 뚜껑을 덮고

센불에서 27 내지 32분 정도 끓여 곤드레나물밥을 만드는 단계이다.

이러한 조리단계를 거친 다음, 곤드레나물밥을 완성하는 조리후단계를 거치는데, 상기 조리후단계는 상기 조리단계에서

사용된 상기 센불을 끈 후 8 내지 10분 정도 뜸을 들이는 단계이다. 이렇게 완성된 곤드레나물밥에 있는 곤드레 나물과 밥

을 비벼 먹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곤드레나물밥을 돌솥에서 완성하는 돌솥 곤드레나물밥을 제공하는데, 해동단계는

상기 곤드레나물밥의 과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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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동단계를 거친 후, 불림단계를 거치는데, 찹쌀 : 맵쌀을 1 : 1.5~2.3의 비율로 섞어 적어도 10시간 물에 불린다.

다음으로 조리전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상기 조리전단계는 상기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한 돌솥에 적당량의 들기름

과 식용유를 두르는, 제 1단계로서, 본 발명에 사용된 돌솥은 1인용 돌솥(두께 0.7~1.2㎝, 지름 11~12㎝, 높이 7~9㎝의

뚜껑이 있는 돌솥)을 사용하였고, 1인분을 기준으로 상기 들기름과 식용유는 각각 한 큰술(약 15cc)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상기 돌솥에 1:2.3~2.6 비율의 쌀과 물을 넣는, 제 2단계를 거치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390~420g의 쌀에

160~180g 정도의 물을 넣었다. 그 후 해동된 곤드레 나물을 소정의 길이로 썬 다음, 상기 썰어진 곤드레 나물을 상기 제 2

단계에서의 상기 쌀과 물 위에 고루 펼치는, 제 3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곤드레나물은 180~220g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상기 곤드레 나물에 들기름과 식용유를 다시 두르는 제 4단계를 거치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들기름과 식용유 각각 한 큰술

을 사용하였다. 그 후 상기 곤드레 나물에 참깨를 고루 뿌리는 제 5단계를 거치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참깨 한 큰술을 사용

하였다.

상기 조리전단계를 거친 다음 조리단계를 거치는데, 상기 조리단계는 곤드레 나물과 상기 쌀이 들어있는 돌솥의 뚜껑을 연

상태로 센불에서 10 내지 13분 정도 끓여 곤드레나물밥을 만드는 단계이다. 본 조리단계에서는 쌀알이 세로로 설 때 조리

가 다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리단계를 거친 다음, 곤드레나물밥을 완성하는 조리후단계를 거치는데, 상기 조리후단계는 상기 돌솥의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4 내지 7분 정도 뜸을 들여 돌솥 곤드레나물밥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상기 곤드레 나물밥에서는 뚜껑을

덮고 불을 끈 상태에서 조리후단계를 거치나 본 실시예에 따른 돌솥 곤드레 나물밥은 돌솥의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뜸

을 들이는 것이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돌솥 곤드레나물밥은 곤드레 나물과 밥을 다른 그릇에 덜어낸 다

음 그냥 비벼 먹거나 기호에 따라서는 후술하는 양념장과 같이 비벼 먹을 수 있다. 비워진 돌솥에는 끓인 숭늉을 적당량 부

어 눌러붙은 밥알을 불려 함께 먹으면 소화작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곤드레나물밥을 가마솥에서 완성하는 가마솥 곤드레나물밥을 제공하는데, 상기 돌

솥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과 마찬가지로 해동단계, 불림단계, 조리전단계, 조리단계 및 조리후단계를 거치며, 여기서는

상기 돌솥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과 다른 점을 위주로 설명한다. 사용된 가마솥은 납작하고 뚜껑이 있는 철제 솥을 사

용하였고, 4인분을 기준으로 상기 들기름과 식용유는 각각 두 큰술인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단계는 가마솥의 뚜껑을 덮고

센불에서 17 내지 22분 정도 끓이며 조리후단계는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약한 불에서 7 내지 9분 정도 뜸을 들인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시식자들의 기호에 맞게 상기 실시예들의 곤드레 나물밥에 함께 비벼먹는 곤드레 나물밥 소스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곤드레 나물밥 소스는 먼저, 350~ 400cc의 조선간장과 200~250cc의 진간장을 혼합하는, 제 1

혼합단계를 거치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부추를 0.4~0.6㎝ 간격으로 자르는 부추절단단계를 거친다. 그 후 상기 혼

합간장용액 150~180cc에 상기 썰어진 부추를 넣은, 제 2 혼합단계와 상기 제 2혼합단계의 용액에 두 큰술의 들기름과

30~50cc의 참깨를 섞는 제 3혼합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제조된 소스를 곤드레 나물밥과 함께 비벼 먹으면 고소한 기

름향과 나물내음을 느낄 수 있어, 진정한 곤드레나물밥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며, 아이들에게도 부담

없는 나물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실험예> 관능검사

상기 실시예들에서 곤드레 나물밥과 소스를 사용하여 비빈 곤드레나물밥과 종래의 고추장에 비빈 비빔밥에 대하여 관능검

사를 실시하였는데, 상기 관능검사는 맛, 향 및 기호도 구분하여 9점 평점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10대 ~ 60대 성인남

녀를 대상으로 각각 연령대별로 10명씩 총 60명을 선발하여 시식하게 한 후 관능검사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관능검

사는 아주 좋은 경우를 9로 하고 아주 나쁜 경우를 0으로 하여 수치화하였다.

[표 1]

 구분  맛  향  기호도  종합

 곤드레나물밥  8.5  8.6  8.3  8.47

 소스에 비빈 곤드레나물밥  8.8  8.4  8.7  8.63

 종래 비빔밥  7.8  7.5  8.0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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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곤드레 나물밥은 종래의 비빔밥에 비해 맛과 향이

증진되어 기호성이 좋으며,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소스를 같이 비벼서 섭취할 경우 맛은 배가되어 기호성이 더욱 좋아지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명세서에서는 본 발명자들이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에 따라 수행한 다양한 제조방법 가운데 몇 개를 예만을 들어 설

명하는 것이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변형되어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

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에 따르면, 곤드레 나물의 영양분 및 나물 내음의 향

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연하고 부드러운 곤드레 나물의 특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나물밥을 제조하였을 때 씹히는 맛

이 담백하고 고소한 곤드레 나물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곤드레나물밥은 다른 비빔밥처럼 맵거나 짜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어른들도 잘 먹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곤드레 나물밥은 콜레

스테롤이 함유된 식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고혈압, 당뇨병 등 다양한 성인병이 문제되고 있는 현대의 환경에서 사계절 녹

색을 띠고 고칼로리이며, 소화가 잘되고, 특히 피를 맑게 해 주며 지혈에도 효과가 있는 곤드레나물밥을 섭취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곤드레 나물밥은 무기성분, 비타민, 탄수화물 및 섬유질의 함량이 높아 건강식으

로 매우 좋고 식사시에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곤드레 나물밥의 소스를 곤드레 나물밥의 양념간장으로 비벼 먹으면 고소한 기름향과 나물내

음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진정한 곤드레나물밥의 맛을 즐기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편 상기 소스 외에 시식가들의 취향

에 따라 다른 소스를 사용하여 독특한 곤드레나물밥의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끓는 물에 데친 후 냉동보관된 곤드레 나물을 상온에서 적어도 10시간 해동시키는, 해동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과 쌀을 이용하여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조리전단계로서, 상기 곤드레 나물밥

을 조리하기 위한 솥에 적당량의 들기름과 식용유를 두르는, 제 1단계와; 상기 솥에 1: 0.8~ 1.2 비율의 세척된 쌀과 물을

넣는, 제 2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을 소정의 길이로 썬 다음, 상기 썰어진 곤드레 나물을 상기 제 2단계에서의 상

기 쌀과 물 위에 고루 펼치는, 제 3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물에 들기름과 식용유를 다시 두르는 제 4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

물에 참깨를 고루 뿌리는 제 5단계;로 이루어지는 조리전단계와;

상기 조리전단계를 거친 상기 곤드레 나물과 상기 쌀이 들어있는 솥의 뚜껑을 덮고 센불에서 27 내지 32분 정도 끓여 곤드

레나물밥을 만드는, 조리단계와;

상기 조리단계에서 사용된 상기 센불을 끈 후 8 내지 10분 정도 뜸을 들여 상기 곤드레나물밥을 완성하는, 조리후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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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에 데친 후 냉동보관된 곤드레 나물을 상온에서 적어도 10시간 해동시키는, 해동단계와;

1 : 1.5~2.3의 찹쌀 : 맵쌀을 섞어 적어도 10시간 물에 불리는, 불림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과 쌀을 이용하여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조리전단계로서, 상기 곤드레 나물밥

을 조리하기 위한 돌솥에 적당량의 들기름과 식용유를 두르는, 제 1단계와; 상기 돌솥에 1:2.3~2.6 비율의 불린 쌀과 물을

넣는, 제 2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을 소정의 길이로 썬 다음, 상기 썰어진 곤드레 나물을 상기 제 2단계에서의 상

기 쌀과 물 위에 고루 펼치는, 제 3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물에 들기름과 식용유를 다시 두르는 제 4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

물에 참깨를 고루 뿌리는 제 5단계;로 이루어지는 조리전단계와;

상기 조리전단계를 거친 상기 곤드레 나물과 상기 쌀이 들어있는 돌솥의 뚜껑을 연 상태로 센불에서 10 내지 13분 정도 끓

여 곤드레나물밥을 만드는, 조리단계와;

상기 돌솥의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4 내지 7분 정도 뜸을 들여 상기 곤드레나물밥을 완성하는, 조리후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돌솥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끓는 물에 데친 후 냉동보관된 곤드레 나물을 상온에서 적어도 10시간 해동시키는, 해동단계와;

1 : 1.5~2.3의 찹쌀 : 맵쌀을 섞어 10시간 물에 불리는, 불림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과 쌀을 이용하여 곤드레 나물밥을 조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조리전단계로서, 상기 곤드레 나물밥

을 조리하기 위한 돌솥에 적당량의 들기름과 식용유를 두르는, 제 1단계와; 상기 가마솥에 1:0.8~ 1.2 비율의 세척된 쌀과

물을 넣는, 제 2단계와; 상기 해동된 곤드레 나물을 소정의 길이로 썬 다음, 상기 썰어진 곤드레 나물을 상기 제 2단계에서

의 상기 쌀과 물 위에 고루 펼치는, 제 3단계와; 상기 곤드레 나물에 들기름과 식용유를 다시 두르는 제 4단계와; 상기 곤드

레 나물에 참깨를 고루 뿌리는 제 5단계;로 이루어지는 조리전단계와;

상기 조리전단계를 거친 상기 곤드레 나물과 상기 쌀이 들어있는 가마솥의 뚜껑을 덮고 센불에서 17 내지 22분 정도 끓여

곤드레나물밥을 만드는, 조리단계와;

약한 불에서 7 내지 9분 정도 뜸을 들여 상기 곤드레나물밥을 완성하는, 조리후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마

솥 곤드레 나물밥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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