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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영지버섯을 이용한 영지버섯 간장게장의 제조방법에 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간장게장에 영지버섯
을 달여 넣어서 맛과 향 그리고 영양을 우수하게 만든 영지버섯 간장게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꽃게 100중량부를 먼저 다듬어 놓고, 간장 60중량부, 생수 90중량부에 영지버섯 1.5중량부, 당귀 2중량부, 감초 
2중량부, 통생강 4중량부, 고추씨 2중량부를 넣어 중간불에서 5시간을 끓인 후 국물만 받쳐 내서 식힌 다음 상기 다듬
은 꽃게를 국물에 넣어 2일간 숙성시켜 제조함으로서 이룰 수 있는 발명이다.

색인어
게장, 영지버섯, 간장게장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지버섯을 이용한 영지버섯 간장게장의 제조방법에 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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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는 간장게장에 영지버섯을 달여 넣어서 맛과 향 그리고 영양을 우수하게 만든 영지버섯 간장게장의 제
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간장게장은 예로부터 게살의 담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짜지 않은 간장 맛과 어울려 먹을수 있어 입맛
을 돋구어 주었고, 맛이 신선하고 산뜻해 속을 개운하게 하는 요리로 사랑받아 왔다.

게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담백한 맛을 갖고 있고 성인병 예방 및 비만, 간, 고혈압 환자에 특효이며 맛이 뛰어
난 건강 식품이었다.

    
또한 영지버섯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지(靈芝) 또는 불로초(不老草)라 부르고 있으며, 영지의 성분으로는(일
본 북경의학원 분석) 아미노산균으로서는 리진, 스레오닌, 메지오닌, 이소로이닌, 페닐아라닌, 트리프트판, 바린, 로이
신외 10개 아미노산균을 함유하고 있고, 효소균으로서는 레시티나-제, 삿카라-제, 트레하라-제, 리파-제, 쟈스타-
제 외 32효소군을 함유하고 있으며, 미네랄로서는 게르마늄이 1g중 800- 2000ppm, 인, 칼슘, 칼륨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이외 폴리사카로이드, 인테페른인듀서, 렌테나신등이 함유되어 있다.
    

본초강목에서는 영지를 산삼과 더불어 상약중의 상약으로 취급하여 영지를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불로장생하
여 마침내 신선이 된다고 했을정도다.

상약이란 현대의학에서는 아다프트겐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다프트켄이란 부작용이 없고 약효가 특정 장기나 
기관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상화작용을 구비한 약을 의미한다.

본초강목에 기술된 영지의 구체적 효능은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며, 시력을 강화하고, 폐의 기능을 좋
게 하며 호흡을 원활히 하고 기력을 회복시키며 심장과 장기를 튼튼히 한다고 전한다.

종래의 게장 국물에 사용되는 한약재는 그동안 당귀, 감초등의 일반적인 것들이였을 뿐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탁월한 효능이 있는 영지버섯을 간장게장에 응용함으로서 맛이 훨씬 잘 조화되며, 깊은 맛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개발을 통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영지버섯 간장게
장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꽃게 100중량부를 먼저 다듬어 놓고, 간장 60중량부, 생수 90중량부에 영지버섯 1.5중량부, 당귀 2중량부, 감초 2중량
부, 통생강 4중량부, 고추씨 2중량부를 넣어 중간불에서 5시간을 끓인 후 국물만 받쳐 내서 식힌 다음 상기 다듬은 꽃
게를 국물에 넣어 2일간 숙성시켜 제조한다.

상기에서 꽃게는 5월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간장게장을 담을 때 영지버섯을 간장, 생수, 당귀, 감초, 통생강, 고추씨 등과 함께 ??여서 간장게
장용 국물을 만듦으로서 맛과 영양이 높은 영지버섯 간장게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5월산 꽃게 100중량부를 통상적인 꽃게 다듬는 방법으로 다듬어 놓고, 간장 60중량부, 생수 90중량부에 영지버섯 
1.5중량부, 당귀 2중량부, 감초 2중량부, 통생강 4중량부, 고추씨 2중량부를 넣어 중간불에서 5시간을 끓여서 조린 후 
조려진 국물만 받쳐 내서 상온으로 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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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다듬은 상기 꽃게를 상온으로 식혀진 국물에 넣어 2일간 숙성시키면 본 발명에의한 영지버섯이 첨가된 영지버
섯 간장게장이 만들어진다.

위의 실시예에 의해 만들어진 영지버섯 간장게장을 품평요원 남자 20명, 여자 20명을 상대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는 맛이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5명,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명이었고, 식감부분에서는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30명,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기와 같은 품평에 의한 종합기호도면에서는 좋다라는 응답자가 35명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5명으로 나타나 영
지버섯 간장게장은 일반 간장게장에 비해서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통식품은 우리 고유의 것이지만, 앞으로 문화의 국제화 현상은 더욱 급속히 진행되어서 이제 전통식품은 앞으로 세계
화 지향 및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인 바, 본 발명은 우리 식품의 다양한 개발을 통
해 맛을 우수하게 만들어 기호도를 높이고,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우수한 간
장게장이 제공되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기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 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내에서 다양한 변
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
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꽃게를 간장과 생수, 영지버섯, 당귀, 감초, 통생강, 고추씨를 넣고 끓여 식힌 것에 담궈 숙
성시킴으로서 영지버섯 간장게장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간장게장의 품질과 상품성을 높일 수 있어 우리 고유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외국으로의 수출증가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제공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꽃게를 간장과 생수, 영지버섯, 당귀, 감초, 통생강, 고추씨를 넣고 끓여 식힌 것에 담궈 숙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지버섯 간장게장 제조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꽃게는 100중량부를 씻어 다듬어 놓은 것이고, 간장 60중량부, 생수 90중량부, 영지버섯 1.5중량부, 당귀 2중량
부, 감초 2중량부, 통생강 4중량부, 고추씨 2중량부를 중간불에서 5시간을 끓인 후 국물만 받쳐내 식힌 후, 다듬은 꽃
게 중량부를 넣어 2일간 숙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지버섯 간장게장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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