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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없음

(54)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추출물 및 분말 제조방법과 이를 첨가하는 식품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추출물 및 분말 제조방법과 이를 첨가하는 식품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참죽나무 줄기, 참죽나뭇잎, 참죽나무순, 참죽나뭇잎 줄기, 가죽나무 줄기, 가죽나뭇잎, 가죽나무순, 가죽나뭇잎 줄기 등을

이용한 제조방법으로 참죽나무 및 가죽나무를 추출 용매에 의해 추출하여 액상의 비농축물 또는 농축물 또는 고농축물화

하거나, 상기 액상의 추출물을 동결건조 하여 분말화 한다. 또한 참죽나무 및 가죽나무를 이용하여 수세, 절개, 건조, 볶음

(또는 데치기, 찜), 분쇄 또는 파쇄 등의 공정을 포함하여 분말상의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과, 상기

와 같이 제조된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추출물 및 분말을 이용하여 고기 맛 나는 식품 및 식품첨가제로 사용하여 단백한

고기 맛을 내거나, 고기의 단백한 맛을 향상시키는 식품조성물로서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추출물 및 분말 제조방법과 이

를 첨가하는 식품조성물이 제공된다.

색인어

참죽나무, 가죽나무, 추출물, 분말,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추출물 및 분말 제조방법과 이를 첨가하는 식품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참죽나무 줄기, 참죽나뭇잎, 참죽나무순, 참죽나뭇잎 줄기, 가죽나무 줄기, 가죽나뭇잎, 가죽나무순, 가죽나뭇잎 줄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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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의 제조방법과 이것을 이용하여 고기 맛 나는 식

품 및 식품첨가제로 사용하여 단백한 고기 맛을 내거나, 고기의 단백한 맛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참죽나무

와 가죽나무의 추출물 및 분말 제조방법과 이를 첨가하는 식품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참죽나무 학명은 Cedrela sinensis이며, 쌍떡잎식물 이판화군 쥐손이풀목 멀구슬나무과의 낙엽교목으로 성장이 빠르며

높이 20m에 달하고 독특한 냄새가 난다. 줄기는 얕게 갈라지며 붉은색이고 가지는 굵고 적갈색이다. 잎은 어긋나고 깃꼴

겹잎이다. 작은잎은 10∼20개이고 바소꼴 또는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는 것도 있다. 꽃은 6월에 피고 흰색

이며 종처럼 생기고 양성화로 원추꽃차례에 달린다. 꽃받침조각 ·꽃잎 ·수술 및 헛수술은 5개씩이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삭과(殼果)로 긴 타원형이고 길이 2.5cm이며 5개로 갈라지고 밑부분은 합쳐진다. 종자는 타원형으로 10월에 익으

며 윗부분에 긴 날개가 있어 열매가 벌어짐과 동시에 사방으로 흩어진다. 새순은 붉은빛이 돌기 때문에 아름답고, 식용으

로 한다. 중국이 원산지로 한국·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하며, 목재는 흑갈색이며 무늬가 아름다워 가구재로 이용한다. 가로

수로 심기도 한다.

또한, 봄이나 여름철에 연한 줄기와 잎으로 이루진 참죽나무순은 일반적인 채소로처럼 생무침으로 식용하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식용하기도 하며, 한방에서는 봄과 가을에 뿌리의 껍질을 채취하여 겉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려서 지사제,

수렴제(收斂劑)로 사용한다.

가죽나무(假僧木, Tree of Heaven) 학명은 Ailanthus altissima이며, 쌍떡잎식물 쥐손이풀목 소태나무과의 낙엽 교목으

로 성장이 빠르며 줄기 지름 50 cm, 높이 20~25m에 이르고 나무껍질은 회갈색이다. 잎은 어긋나고 홀수 1회 깃꼴겹잎이

며 길이 45∼80cm이다. 작은 잎은 13∼25개로 길이 7~12cm, 나비 2~5cm이다. 넓은 바소꼴로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해

지고 털이 난다. 잎 표면은 녹색이 짙고 뒷면은 연한 녹색으로 털이 없다. 꽃은 집성화로 원추꽃차례를 이루며 6~7월에 녹

색이 도는 흰색의 작은 꽃이 핀다. 열매는 시과로 긴 타원형이며 길이 3~5cm, 나비 8~12mm이다. 프로펠러처럼 생긴 날

개 가운데 1개의 씨가 들어 있다. 중국이 원산지로 한국·일본·중국·사할린섬·몽골·유럽 등지에 분포하며, 가죽나무로도 불

리기도 한다. 목재를 가구재·기구재·농기구재로 쓰고, 잎은 가죽나무누에의 사료로 쓴다. 가로수로 심기도 한다.

또한, 봄이나 여름철에 연한 줄기와 잎으로 이루진 가죽나무순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식용하기도 하며, 한방에서는 봄

과 가을에 뿌리의 껍질을 채취하여 겉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려서 이질(적리)·치질·장풍·지혈·부인대하증 치료에 처방한

다. 민간에서는 복통·설사·이질·혈변·위궤양에 뿌리를 진하게 달여 먹는다.

한편,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질을 높여 식품류와 기호식품에 첨가한 상품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자들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성분을 추출하여 액화 또는 분말 화하거나,

참죽나무와 가죽나무를 건조 및 분쇄하여 분말 화하여, 이를 각종 식품류에 첨가하여 단백한 고기 맛을 내게 하거나, 고기

의 단백한 맛을 향상시키는 식품첨가물로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아내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참죽나무와 가죽나무를 추출 용매에 의해 추출하여 액상의 비농축 또는 농축 또는 고농축화 하거

나, 상기 액상의 추출물을 동결건조 하여 분말 화하는 제조방법 및 참죽나무와 가죽나무를 채취, 절개, 수세, 건조, 볶음(또

는 데치기, 찜), 분쇄 또는 파쇄 등의 공정을 포함하여 분말상의 참죽나무분말과 가죽나무분말을 제조하는 방법과 상기 참

죽나무추출물(보다 구체적으로로는 참죽나무비농축추출물, 참죽나무농축추출물, 참죽나무고농축추출물, 참죽나무분말추

출물 등을 일컫는다), 가죽나무추출물(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죽나무비농축추출물, 가죽나무농축추출물, 가죽나무고농축추

출물, 가죽나무분말추출물 등을 일컫는다),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을 이용하여 고기 맛을 내게 하거나, 고기의 단

백한 맛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에 첨가되는 식품조성물로서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추출물 및 분말 제조방법과 이를

첨가하는 식품조성물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본 발명의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추출물 및 분말 제조방법과 이를 첨가하는 식품조성물의 바람직한 구현 예를 상세

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구현상의 특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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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기재된 특별한 세부사항에 적용되는데 한정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특수 구현 예와 관련한 내용물은

제한이 의도되지 않거나 추론되지 않는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을지라도, 다양한 변형과 변

화는 그 기술의 하나임이 분명하며, 그 결과는 본 발명의 영역 내에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묘사를 목적으로 할 뿐 제한되지 않는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추출물 및 분말 제조방법과 이를 첨가하는 식품조성물의 바람직한 구현에 관

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추출물 및 분말 제조방법에 있어서, 참죽나무추출물과 가죽나무추출물 및 참죽나

무분말과 가죽나무분말의 제조방법은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이용하여 고기 맛을 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기 참죽나무추출물과 가죽나무추출물은 액상 및 분말상의 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데 먼저, 액상의 참죽나무추출물과 가

죽나무추출물 제조방법의 구현 예를 살펴본다.

본 발명의 액상의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추출물제조방법에 있어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채취하여 깨끗한 물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세하는 제1공정; 및 상기 제1공정의

수세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지에서 건조하는 제 2공정; 및 상기 제 2공정의 건조된 참죽

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스팀 솥에 충분한 량의 추출용매와 함께 넣어 적정온도 80~170℃로 가열하여 고기 맛이 날 때까지

중탕하는 제 3공정; 및 상기 제 3공정의 중탕 물을 여과하여 찌꺼기와 액상을 분리하여 액상의 추출물을 얻는 제 4공정; 및

상기 제 4공정의 액상의 추출물을 살균기에서 19∼150℃ 온도 및 1.6기압을 유지시켜 10~15분간 정체시킨 후 40~20℃

까지 완전히 냉각 후 압력을 0까지 내려 살균시키는 제 5공정; 및 상기 제 5공정의 살균 처리된 액상의 추출물을 선택된 용

기에 진공 포장하는 제 6공정; 및 상기 제 6공정의 포장된 추출물을 5℃이하의 냉장고에 냉동 보관하는 제 7공정으로 제조

된 추출물은 그 색깔과 냄새(향기) 및 맛이 마치, 소뼈를 우려낸 국물과도 유사한 액상의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

출물을 얻을 수 있다.

상기 제 1공정 및 본 발명에 사용되는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는 참죽나무 줄기(연한부분), 참죽나뭇잎, 참죽나무순, 참죽

나뭇잎 줄기, 가죽나무 줄기(연한부분), 가죽나뭇잎, 가죽나무순, 가죽나뭇잎 줄기 등의 부분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참죽나

무 또는 가죽나무를 채취하고, 채취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 표면에 붙여있는 먼지나 흙 등의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수

세한 것이 사용되며, 필요에 따라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작은 크기로 절개하여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 중 고기의 단백한 맛과 구수한 냄새를 내는 대부분은 참죽나뭇잎의 가운데 줄기가 차지한다. 따라서 고기 맛을

내기 위해서는 참죽나뭇잎 줄기 또는 가죽나뭇잎 줄기를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참죽나무 줄기, 참죽나뭇잎, 참죽나무순, 가

죽나무 줄기, 가죽나뭇잎, 가죽나무순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부분과 함께 혼합으로 사용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참

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는 봄과 여름철 사이에 쓴맛이 나지 않을 정도의 기간에 자라는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취 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의 쓴맛이 강하면, 고기 맛을 내거나 고기의 단백한 맛을 향상시키는 용

도로 사용이 어렵다. 그러나 향후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쓴맛이 나지 않으며 고기 맛을 낼 수 있도록 개량기술에 의해

개량된 참죽나무, 참죽나무 껍질, 참죽나무 줄기, 참죽나뭇잎, 참죽나무 순, 가죽나무, 가죽나무 껍질, 가죽나무 줄기, 가죽

나뭇잎, 가죽나무 순 중 선택되는 어느 것 하나 이상이라면 그 또한, 본 발명의 참죽나무 및 가죽나무의 범주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

상기 제 2공정의 건조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는 음지에서 자연건조방법 이외에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의 수분을 제거

하기 위한 다양한 건조방법으로 건조할 수 있는데 열풍기를 이용하여 적정온도 85℃이하에서 열풍 건조하거나, 적정온도

85℃이하의 가마솥에서 살짝 볶는 볶음건조방법 등 일반적으로 식물이나 곡물을 건조하는 공지된 건조방법에 의해 수분

함량 5~ 30％, w.b 보다 바람직하게는 14~20％, w.b 건조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가 사용된다. 상기 볶음건조방법은

너무 오랜 시간동안 볶거나, 너무 강한 열을 가하여 볶아 고기 맛을 낼 수 없는 정도의 볶음은 자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건

조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사용하는 이유는 채취 후 건조되지 않는 식물 그대로를 사용할 경우 보다 질 좋은 고기 맛

을 내는 추출물의 량이 현저하게 많이 추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 제 3공정의 추출용매(抽出溶媒)는 본 발병의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의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적합한 용매라면 제한

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식물추출용매로 사용되는 물, 에탄올 또는 물과 에탄올을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 추출용매로 사

용되며, 이때 용매의 량은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충분히 추출될 수 있도록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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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3~9배정도 범위가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 2공정의 추출용매 과정에서 80~170℃의 적정온도에서 수분 또는 한

시간이상으로 가열하여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용매에 의해서 충분히 추출되어(우려 나와) 담백한

고기 맛이 날 때까지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 찌꺼기와 추출물이 혼합된 상태인 중탕이 되어야한다.

또한, 상기 제 3공정의 가열체로서 스팀 솥 이외에 가마솥, 찜통, 압력솥 등을 본 발명의 실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제

한되지 않고 사용된다.

또한, 상기 제 3공정은 제 3공정의 필요에 의해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와 함께 다른 첨가물을 첨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

면, 건조된 채소(산나물 포함)류, 건조된 곡물류, 건조된 해초류, 건조된 버섯류, 각종 약제류 및 이들의 가공식품을 첨가하

여 다양한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기호에 맞는 맛, 약리작용 등을 일컫는다. 이들, 첨가물은 반드

시 본 발명이 원하는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의 맛이나 제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바람직한 방법 및 함량으로 첨가되는데

상기 첨가물 제형의 예시 내용을 알아본다.

상기 첨가물로서 채소(菜蔬, vegetables)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배추ㆍ양배추ㆍ상추ㆍ시금치ㆍ양파ㆍ파ㆍ쪽파ㆍ고추

ㆍ마늘ㆍ순무ㆍ무ㆍ아스파라거스ㆍ죽순ㆍ셀러리ㆍ당근ㆍ우엉ㆍ고구마ㆍ마ㆍ연근ㆍ감자ㆍ생강ㆍ피망ㆍ오이ㆍ호박ㆍ참

외ㆍ고추ㆍ토마토ㆍ보리순ㆍ쑥ㆍ도라지 및 백합과ㆍ명아주과ㆍ겨자과ㆍ콩과ㆍ미나리과ㆍ가지과ㆍ박과ㆍ국화과 등 신

선한 상태로 부식(副食) 또는 간식에 이용되는 초본성의 재배식물들을 예시할 수 있으며, 이들 식물 그대로를 건조하거나

또는 절개되어 건조된 상태의 것이 사용되거나, 이들의 가공품이 사용된다.

상기 첨가물로서 곡물(穀物, cereals)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쌀ㆍ보리ㆍ밀ㆍ호밀ㆍ귀리ㆍ조ㆍ옥수수ㆍ기장ㆍ피ㆍ메

밀ㆍ율무 등과 같이 식용으로 하는 농작물의 입상(粒狀) 열매들을 예시할 수 있으며, 이들 곡물 그대로를 건조하거나 또는

절개되어 건조된 상태의 것이 사용되거나, 이들의 가공품이 사용된다.

상기 첨가물로서 해초(海草, sea grass)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미역ㆍ다시마ㆍ톳ㆍ김 등과 같은 바다에서 얻어진 해초

를 예시할 수 있으며, 이들 해초를 그대로를 건조하거나 또는 절개되어 건조된 상태의 것이 사용되거나, 이들의 가공품이

사용된다.

상기 첨가물로서 버섯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송이버섯ㆍ동충하초ㆍ상황버섯ㆍ표고버섯ㆍ느타리버섯 등과 같은 나무

나 땅속에서 얻어진 식물이 예시되며, 이들 식물 그대로를 건조하거나 또는 절개되어 건조된 상태의 것이 사용되거나, 이

들의 가공품이 사용된다.

상기 첨가물로서 각종 약제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홍삼ㆍ인삼ㆍ산삼ㆍ수삼ㆍ오갈피ㆍ죽순ㆍ감잎ㆍ뽕잎ㆍ솔잎ㆍ녹차

ㆍ나노은ㆍ키토산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이들 약제는 그 약리작용이 건강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허용범위 내에서 결정되

며, 이들 약제를 그대로 또는 건조하거나 또는 절개된 상태의 것이 사용되거나, 이들의 가공품이 사용된다.

상기 제 4공정의 분리수단으로서 여과기를 이용한 추출 여과방법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중탕된 식물찌꺼기와 추출된 액상

의 추출물을 분리하여 액상의 추출물을 얻기 위한 분리방법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압출기로 압출하거나,

원심분리기(일종의 탈수기능을 가짐)로 강압하거나, 삼배에 중탕된 내용물을 넣어 손으로 짜내는 등의 방법으로 중탕된 참

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의 추출물인 액상과 찌꺼기를 완전 분리하여 액상의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의 추출물을 얻을 수 있

다.

또한, 상기와 같이 얻어진 비농축물의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은 필요에 따라,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

무추출물의 농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마솥이나 압력솥 등에 넣고 적정온도 80℃ 이상으로 1시간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1~72시간동안 가열하여 비농축물이 10~30%가 될 때까지 가열하여 농축물의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을 얻

거나, 상기 방법으로 1시간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3~72시간동안 가열하여 5~10%가 될 때까지 가열하여 고농축물의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을 얻을 수 있다. 상기 농축 또는 고농축화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가열이 지속되

다보면 비농축물인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증발되어 솥에 남아있는 추출물의 농도가

점점 높아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비농축물이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이 10~30%으로 줄어든 상태를 농

축물, 5~10%으로 줄어든 상태를 고농축물이라고 한다. 물론, 농축 또는 고농축액화 하는 방법은 이외에 일반적인 식물성

추출물을 추출하여 농축 또는 고농축 액화하는 공지된 당 분야에 잘 알려진 방법으로 농축 또는 고농축 상태의 참죽나무추

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을 얻을 수 있음은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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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로서 상기의 액상의 추출물 제조방법 외에 하기, 고기 맛을 내는 식품첨가

물의 용도로 적합한 분말상의 추출물 제조방법으로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을 구현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제

조방법을 살펴본다.

분말상의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 제조방법에 있어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채취하여 깨끗한 물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세하는 제1공정; 및 상기 제1공정의

수세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스팀 솥에 충분한 량의 추출용매와 함께 넣어 적정온도 80~170℃로 가열하여 중탕하는

제 2공정; 및 상기 제 2공정의 중탕 물을 여과기로 여과하여 찌꺼기와 액상을 분리하여 액상의 추출물을 얻는 제 3공정; 및

상기 제 3공정의 액상의 추출물을 공기 순환식 냉동기 또는 접촉식 냉동기에 넣고 -50∼0℃, 보다 바람직하게는 -

10∼0℃에서 급속 냉동시키는 제 4공정; 및 상기 제 4공정의 냉동된 추출물을 동결건조기에 넣고 1.0∼0.001토르의 진공

도에서 12∼72시간동안 건조시켜 건조된 추출물을 얻는 제 5공정; 및 제 5공정의 건조된 추출물을 분쇄기에 넣어 입도가

미세한 ＋3mm 50% 이하가 되도록 분쇄하거나, 파쇄기에 넣어 입도가 ＋3mm 50% 이상이 되도록 파쇄하여 분말 화하는

제 6공정; 및 상기 제 6공정의 분말 화된 입자를 저온살균기에서 60℃이상에서 0.5~ 9시간동안 살균하여 포장용기에 넣

어 포장하는 제 7공정으로 분말상의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은, 식품에 첨가물로 사용되어 고기 맛을 내거나

고기 맛을 향상시키기에 용이하다.

상기 제 1공정의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는 채취된 상태 그대로 또는 건조된 상태의 것이 사용된다.

상기 제 5공정의 동결건조 추출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수득율이 20% 이하의 소량으로서 포장 및 취급이 용이하도

록 하기 위하여 입자 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 4, 5공정의 동결건조(凍結乾燥, freeze drying)방법은 분말 화하다 과정에서 성분변화가 거의 없어 참죽나

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의 향기·맛 등이 뛰어나고, 복수성(復水性)이 뛰어난 천연품에 가까운 상태의 분말상의 참죽나

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을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식품첨가제로 액상의 추출물보다 소량을 첨가하여도 고기 맛을 내

거나, 고기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동결건조방법은 본 발명에 속하는 기술로 얻어진 모든 액상의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을 건조

방법으로서 사용되어 분말상의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을 제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추출물 제조방법 이외에도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이용하여 고기 맛을 낼 수 있

는 참죽나무분말 또는 가죽나무분말을 구현할 수 있다.

상기 참죽나무분말 또는 가죽나무분말을 제조함에 있어, 제조하는 공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의 변

성을 방지하고 식품첨가물의 용도로 사용시 그 첨가식품이 고기 맛을 내거나 고기 맛과 향기를 향상시켜 섭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분말 제조방법의 상세한 구현예를 살펴본다.

상기 참죽나무 및 가죽나무의 분말 제조방법에 있어서,

쓴맛이 없는 시기에 채취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수세하여 그늘에서 음지에서 1차 건조하는 제 1공정; 및 상기 제 1

공정으로 처리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의 맛과 향을 높이고, 미생물이 살균을 위해서 40~80%의 알코올에 담아 10~30

분간 처리하여 열풍건조기에서 80~200℃에서 수분함량 20%이하가 될 때까지 2차 건조하는 제 3공정; 및 상기 제 3공정

에 의해 처리된 건조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가마솥 또는 드림배전기에 넣고 110~190℃로 3~10분 동안 살짝 볶음

처리하는 제 4공정; 및 상기 제 4공정의 처리에 의해 얻어진 볶은 참죽나무를 분쇄기에 넣어 입도가 미세한 ＋3mm 50%

이하가 되도록 분쇄하거나, 파쇄기에 넣어 입도가 ＋3mm 50% 이상이 되도록 파쇄하여 분말 화하는 제 5공정; 및 상기 제

5공정의 분말 화된 입자를 저온살균기에서 80℃이상에서 0.5~2시간동안 살균하여 포장용기에 넣어 포장하는 제 6공정으

로 제조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이용한 분말상의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는, 식품에 첨가물로 사용되어 고기 맛을 내

거나 고기 맛을 향상시키기에 용이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분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제 1, 2공정의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 건조방법은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의 수분이 제거하기 위하여 음지에서 건

조하는 방법 및 열풍기에 의한 열풍 건조하는 방법이외에 다양한 공지의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고 건조방법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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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공정의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의 맛과 향을 높이고, 미생물이 살균을 위해서 알코올이 건조된 참죽나무 또는 가

죽나무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적당한 용기를 구비하여 사용됨이 마땅하며, 또한 상기 알코올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

건조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에 알코올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분무기를 이용하여 뿌리는 방법 등 본 발명의 목적에 방해

가 되지 않는 적합한 처리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는 가공 후 식품첨가물로 첨가되어 식음하기 용이하도록 상기 가마솥, 드림배전기로 볶는 과

정에서 너무 오랜 시간동안 볶거나, 너무 강한 열을 가하여 볶아 고기 맛이 낼 수 없을 정도의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상기 볶음방법 이외에도 상기 1차 건조 후 적정온도 80~100℃의 물에 3~7분 이내로 살짝 데치거나, 적정온도 90~130℃

의 가마솥 또는 스팀 솥에서 3~15분 이내로 찐 후 2차 건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드림배전기는 일반적으

로 생콩을 볶는 데 사용되는 설비장치이다.

물론, 상기 제 1공정의 1차 건조 후 건조된 상태 그대로 또는 취급이 용이하도록 작게 절개한 다음, 상기 제 5공정과 같이

분쇄 또는 파쇄하여 분말 화하여 포장하거나, 상기 분말 화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제 3공정 등과 같이 볶음 처리하

여 볶은 참죽나무분말 또는 가죽나무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

이상과 제조된 본 발명의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은 동물성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며 단백한 고기 맛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비농축물, 농축물, 고농축물, 분말 형태인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

무추출물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기 맛 나는 건강식품으로 이용

하거나, 식물성 식품에 첨가하여 고기 맛을 내거나, 동물성 식품만으로 고기 맛을 내는 것보다 고기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동물성 식품이 포함되는 식물성 식품에 첨가하여 단백한 고기 맛을 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기호에

맞게 건강식품 및 식품조성물로서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을 이용한 식품에 있어서,

상기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 추출물인 비농축물, 농축물, 고농축물, 분말 형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비농축물 및 농축물은 소금 등 양념을 첨가하여 국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고농축물은 섭취가 편

리하게 소량의 엑기스형태로 포장되어 건강식품으로 이용되거나, 물을 희석하여 소스, 수프, 국물 등의 식품에 이용된다.

상기 분말은 섭취가 편리하게 소량의 과립형태로 포장되어 건강식품으로 이용되거나, 물을 희석하여 소스, 수프, 국물 등

의 식품에 이용된다. 상기 과립형태란, 분말상의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을 섭취하기 용이하게 적은 용기에

소량 포장한 형태의 제형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사상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서도 같은 정의된 사상으로 적용된다.

상기 참죽나무분말 및 가죽나무분말은 전, 묵, 죽, 소스, 수프 등의 식품으로 이용된다. 이들 식품은, 첨가되는 물(정제수)

의 량에 따라 식품의 제형이 달라지는데 전은 분말 량의 2~4배, 묵은 분말 량의 5~7배, 죽, 소스, 수프는 분말 량의 7~8배

내에서 물의 량이 적절히 조절되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을 첨가하는 식품조성물에 있어서,

고기 맛을 내거나, 고기의 맛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첨가되는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

말 등은 일반적인 식품에 인간이 먹기 위하여 요리하거나,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가공식품에 이용되는데 참죽나

무 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의 함량은 조성물의 총 중량의 0.01 ∼ 90%, 참죽나무분말 및 가죽나무분말의 함량은 조성물

의 총 중량의 1 ∼ 80% 비율 범위 내에서 조성물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고기 맛을 내거나, 고기의 맛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식품(食品, food)에 첨가되는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로서

비농축물의 함량%은 피자(pizza)류, 빵류, 떡류, 만두류, 수제비류, 전류, 면류, 어묵류, 사탕류, 엿류, 초콜릿류, 껌류, 빙과

류, 묵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3∼5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5∼20 중량%, 김치류, 찌개류, 소스류,

수프류, 죽류인 경우에는 0.01 ∼ 90%, 바람직하게는 5∼8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10∼70 중량%, 축가공 식품류, 두부

류, 튀김류, 조림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3∼5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5∼30 중량%, 국물류, 음료수

류인 경우에는 0.01 ∼ 90%, 바람직하게는 5∼8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10∼70 중량%, 조미료류, 쌀류, 분말류인 경우

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5∼5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10∼30 중량%의 비율로 첨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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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로서 농축물의 함량%은 피자(pizza)류, 빵류, 떡류, 만두류, 수제비류, 전류, 면

류, 어묵류, 사탕류, 엿류, 초콜릿류, 껌류, 빙과류, 묵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3∼40 중량%, 더 바람직

하게는 5∼20 중량%, 김치류, 찌개류, 소스류, 수프류, 죽류인 경우에는 0.01 ∼ 90%, 바람직하게는 5∼60 중량%, 더 바

람직하게는 10∼40 중량%, 축가공 식품류, 두부류, 튀김류, 조림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3∼5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5∼20 중량%, 국물류, 음료수류인 경우에는 0.01 ∼ 90%, 바람직하게는 5∼8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2∼40 중량%, 조미료류, 쌀류, 분말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5∼5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10∼30 중

량%의 비율로 첨가된다.

또한,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로서 고농축물의 함량%은 피자(pizza)류, 빵류, 떡류, 만두류, 수제비류, 전류, 면

류, 어묵류, 사탕류, 엿류, 초콜릿류, 껌류, 빙과류, 묵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3∼40 중량%, 더 바람직

하게는 2∼10 중량%, 김치류, 찌개류, 소스류, 수프류, 죽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3∼50 중량%, 더 바

람직하게는 2∼10 중량%, 축가공 식품류, 두부류, 튀김류, 조림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1∼5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2∼10 중량%, 국물류, 음료수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5∼6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1∼20 중량%, 조미료류, 쌀류, 분말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2∼3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2∼10 중

량%의 비율로 첨가된다.

또한,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로서 분말의 함량%은 피자(pizza)류, 빵류, 떡류, 만두류, 수제비류, 전류, 면류,

어묵류, 사탕류, 엿류, 초콜릿류, 껌류, 빙과류, 묵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0.5∼40 중량%, 더 바람직하

게는 0.5∼10 중량%, 김치류, 찌개류, 소스류, 수프류, 죽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0.3∼5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0.2∼10 중량%, 축가공 식품류, 두부류, 튀김류, 조림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0.1∼3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0.2∼10 중량%, 국물류, 음료수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0.1∼4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0.1∼10 중량%, 조미료류, 쌀류, 분말류인 경우에는 0.01 ∼ 80%, 바람직하게는 0.2∼30 중량%, 더 바람직

하게는 2∼10 중량%의 비율로 첨가된다.

또한 고기 맛을 내거나, 고기의 맛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식품(食品, food)에 첨가되는 참죽나무분말 및 가죽나무분말의 함

량%은 피자(pizza)류, 빵류, 밥류, 떡류, 만두류, 수제비류, 전류, 면류, 어묵류, 사탕류, 엿류, 초콜릿류, 껌류, 빙과류, 묵류

인 경우에는 1 ∼ 80%, 바람직하게는 3∼6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5∼20 중량%, 김치류, 찌개류, 소스류, 수프류, 죽류

인 경우에는 1 ∼ 80%, 바람직하게는 5∼7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10∼50 중량%, 축가공 식품류, 두부류, 튀김류, 조

림류인 경우에는 1 ∼ 80%, 바람직하게는 3∼5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5∼30 중량%, 국물류, 음료수류인 경우에는 1

∼ 80%, 바람직하게는 5∼7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3∼40 중량%, 조미료류, 쌀류, 분말류인 경우에는 1 ∼ 80%, 바람

직하게는 3∼50 중량%, 더 바람직하게는 5∼30 중량% 등 식품의 제형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중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공되는 제형의 형태 및 필요에 따라 적당한 재료와 함께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

분말 등을 잘 혼합하여 통상적의 식품가공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식품조성물 중 동물성식품과 식물성식품이 혼합으로 가공되는 식품조성물은 동물성식품의 고유의 맛을 보다 향상시

킬 정도로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의 첨가량이 바람직하게 첨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식품에 첨가되는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의 첨가량이 너무 많아 제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반대로 고기 맛을 낼 수 없을 정도의 량을 첨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바람직한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은 첨가량의 범위 내에서 일반

적인 식품의 제형이나 형태에 따라 이의 제형이나 형태에서 원하는 목적을 손상하지 않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첨가되어 고

기 맛을 내거나, 육류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게 가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상기 식품제형의 예시 내용을 알아본다.

상기 피자(pizza)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팬(pan) 피자ㆍ신(thin) 피자ㆍ스크린 피자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빵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빵ㆍ찐빵ㆍ카스테라ㆍ케이크ㆍ비스켓ㆍ쿠키ㆍ건빵 등과 같이 곡식가루에 소금·설탕·기

름·베이킹파우더나 이스트를 넣어 반죽하여 부풀려 굽거나 찐 식품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밥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쌀밥ㆍ보리밥ㆍ수수밥ㆍ옥수수밥ㆍ현미밥ㆍ찰밥ㆍ잡곡밥 등 가공된 곡류에 물을 붓고

섭취가 쉽게 익힌 음식을 예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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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떡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가래떡ㆍ감떡ㆍ시루떡ㆍ강병(薑餠)ㆍ꿀편ㆍ절편ㆍ찹쌀떡ㆍ호떡ㆍ쑥떡ㆍ보리떡 등과

같이 밀가루나 쌀(멥쌀과 찹쌀)을 주로 하고, 그 밖의 곡류 및 야채를 섞어 만든 가공식품 및 경단 등을 포함하여 예시할 수

있다.

상기 만두(饅頭)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찐만두ㆍ군만두ㆍ물만두ㆍ만두국 등과 같이 밀가루나 메밀가루 반죽으로 껍질

을 만들어 고기 ·두부 ·김치 등으로 버무린 소를 넣고 찌거나 튀긴 음식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수제비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밀가루ㆍ메밀가루ㆍ옥수수가루 등의 반죽물을 맑은장국이나 미역국에 식음하기에

적절한 크기로 뜯어 넣어 끓인 음식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음료수(飮料水, drinking water)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쥬스ㆍ드링크ㆍ차ㆍ우유ㆍ유산균음료 등과 같이 갈증을

해소하거나 맛을 즐기기 위하여 마시거나 요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물의 형태를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사탕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솜사탕(cotton candy)ㆍ알사탕ㆍ캬라멜ㆍ캔디ㆍ젤리 등의 정식 식사 외에 먹는 기호

식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엿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엿ㆍ물엿 등과 같이 쌀이나 고구마, 옥수수 따위의 녹말과 엿기름으로 만든 정식 식사

외에 먹는 기호식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초콜릿(chocolate)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코코아가루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거나, 케이크ㆍ비스켓ㆍ쿠키와 같은

빵이나 과자류의 겉 또는 속 등에 코팅하거나 삽입하여 만든 정식 식사 외에 먹는 기호식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껌(gum)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고무에 설탕, 향료 따위를 섞어서 만든 정식 식사 외에 먹는 기호식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빙과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소프트아이스크림(soft ice cream)ㆍ아이스케이크(폽시클(popsicle))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면(麵)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국수ㆍ우동ㆍ짜장면ㆍ짜파게티ㆍ쫄면ㆍ라면ㆍ칼국수ㆍ당면ㆍ냉면ㆍ스파게티 면

ㆍ생면 등과 같이 밀가루·메밀가루·감자녹말·칡녹말·녹차분말·고구마분말 등 하나이상의 천연재료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

서 가늘게 썰든지 국수틀에서 가늘게 빼낸 것을 삶아 국물에 말거나 비벼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축가공식품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소시지 등 육류와 곡식가루 등을 배합하여 만든 식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전(煎)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가지전ㆍ감자전ㆍ게전ㆍ내장전ㆍ대합전ㆍ부아전ㆍ육전ㆍ처녑전ㆍ양전ㆍ간전ㆍ등

골전ㆍ생선전ㆍ굴전ㆍ애호박전ㆍ풋고추전ㆍ파전ㆍ부추전ㆍ김치전ㆍ완자전ㆍ양파전ㆍ연근전ㆍ표고전 등과 같이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얄팍하게 썰어 밀가루를 묻혀서 지진 음식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두부(豆腐, bean-curd)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두부ㆍ순두부 등과 같이 콩을 물에 담갔다가 갈아 그 액을 가열하

여 비지를 짜내고 응고제를 첨가하여 굳힌 식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조림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장조림ㆍ닭고기조림ㆍ제육조림ㆍ풋고추조림ㆍ생치조림 ㆍ붕어조림ㆍ민어조림ㆍ도

미조림ㆍ병어조림ㆍ준치조림ㆍ천어잔생선조림ㆍ명태조림ㆍ북어조림ㆍ전복장아찌ㆍ숭어조림ㆍ조기조림ㆍ고등어조림ㆍ

갈치조림 등과 같이 어패류 ·육류 ·두부 ·채소 ·건어 등의 재료에 간을 약간 세게 하여 약한 불에서 오래 익힌 요리를 예시할

수 있다.

상기 튀김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끓는 기름에 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패류ㆍ어육ㆍ채소 등을 밀가루에 묻혀 튀겨낸 요

리를 예시할 수 있다.

상기 김치(Kimchi)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배추김치ㆍ무(Radish)김치ㆍ오이김치ㆍ갓김치 등으로 무ㆍ배추ㆍ오이 등을

소금에 절여서 고추·마늘·파·생강·젓갈 등의 양념을 버무린 후 젖산 생성에 의해 숙성되어 저온에서 발효된 한국 특유의 채

소 가공 식품을 예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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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찌개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생선찌개ㆍ두부찌개ㆍ고추장찌개ㆍ된장찌개ㆍ새우젓찌개ㆍ맑은 찌개ㆍ새우젓두부

찌개 등과 같이 고기나 채소ㆍ어패류를 넣고 간장ㆍ된장ㆍ고추장ㆍ새우젓 등으로 간을 맞추어 바특하게 끓인 반찬을 예시

할 수 있다.

상기 조미료(調味料, seasoning)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간장ㆍ된장ㆍ고추장ㆍ천국장을 포함하는 함미료(鹹味料)와 멸

치ㆍ다시마ㆍ표고버섯ㆍ가쓰오부시(節) 등은 섞어 만든 지미료(旨味料) 등 음식을 만드는 주재료인 식품에 첨가해서 음식

의 맛을 돋우며 조절하는 물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소스(sauce)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우스터소스(보통의 소스)ㆍ포크커틀릿 소스ㆍ멸치 소스ㆍ칠리 소스ㆍ타바스

코 소스ㆍ벨루테소스ㆍ아몬드소스ㆍ슈프림소스ㆍ베샤멜소스ㆍ토마토소스ㆍ에스파뇰소스ㆍ마요네즈소스ㆍ드레싱소스

등으로 요리에서 맛이나 빛깔을 내기 위하여 식품에 넣거나 위에 끼얹는 액체 또는 반유동 상태의 조미료를 예시할 수 있

다.

상기 수프(soup)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조수육류(鳥獸肉類)·어패류를 끓인 국물(수프 스톡)에 건더기를 넣고 끓인 양

념요리 또는 라면스프 및 우동수프와 같이 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패류ㆍ채소류를 건조시킨 양념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국물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국ㆍ조림ㆍ찌개ㆍ냉면ㆍ칼국수 등 비교적 물기가 많은 음식에 사용되는 양념된 국물

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어묵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오뎅 등과 같이 생선의 살을 으깨어 소금 등을 넣고 반죽하여 익혀서 응고시킨 식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묵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녹두묵ㆍ메밀묵ㆍ도토리묵ㆍ밤묵 등과 같이 곡류나 열매류의 앙금을 풀처럼 쑤어 식혀

서 굳힌 식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죽(粥)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흰죽ㆍ타락죽(駝酪粥:우유를 섞은 죽)ㆍ열매죽(잣 ·깨 ·호두 ·대추 ·황률 등을 넣은

죽)ㆍ청대콩ㆍ기타 죽(콩ㆍ팥 ·녹두ㆍ보리ㆍ풋보리 등으로 쑨 죽)ㆍ어패류죽(생굴 ·전복 ·홍합 ·조개 등을 넣은 죽)ㆍ고기

죽(각종 조수육으로 쑨 죽)ㆍ율무죽ㆍ연뿌리죽ㆍ마름죽ㆍ칡죽ㆍ마죽ㆍ콩나물죽ㆍ아욱죽ㆍ시래기죽 등과 같이 곡식에 물

을 6~7배 가량 붓고, 오래 끓여 무르익게 만든 유동상태의 음식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쌀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쌀ㆍ현미쌀ㆍ찹쌀ㆍ수수쌀ㆍ옥수수쌀 등과 같이 곡식의 겉껍질을 적당량 벗겨내어 가

공된 상태의 식료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분말류를 예시하면; 예를 들면, 밀가루, 쌀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수수가루, 옥수수가루, 콩가루, 메밀가루 등 곡물

을 파쇄 또는 분쇄하여 미세한 입자로 가공된 상태의 식료품을 예시할 수 있다.

상기 쌀류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능성 쌀 제조방법 등으로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

분말 중 선택된 어느하나 이상을 첨가하여 고기 맛이 나는 기능성 쌀를 제조할 수 있으며, 상기 분말류는 일반적인 밀가루,

쌀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수수가루, 옥수수가루, 콩가루, 메밀가루 등에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

말, 가죽나무분말 중 선택된 어느하나 이상을 첨가 및 잘 혼합하여 고기 맛이 나는 기능성 가루(분말)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은 가축의 생명을 유지하고 젖·고기·알·털가죽 등

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유기(有機) 또는 무기(無機) 영양소를 공급하는 물질인 사료(飼料, feed)에 첨가하여 고기 맛이 나

는 개사료, 고양이사료, 돼지사료, 소사료 등의 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데 이용될 수 있다.

상기 사료에는 일반적으로 옥수수·수수·밀·보리 등의 곡식류,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류나 쌀겨·보릿겨·밀기울 등과

같은 강피류(糠皮類), 어분(魚粉) 또는 이들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만든 농후사료(濃厚飼料)와; 소금·골분(骨粉)·비타민제·

아미노산제·항생물질·호르몬제·효모 등 소량의 배합으로 필수영양소를 공급하여 특정한 효과를 내는 보충사료(특수사료

또는 사료첨가제)와; 어분·우모분(羽毛粉)·어즙농축물(魚汁濃縮物)·육골분(肉骨粉) 등의 공물성 단백질이 20% 이상 들어

있는 것으로서 동물성 단백질사료와 콩깻묵·들깻묵·유채깻묵 등의 식물성 단백질이 20% 이상 들어 있는 것으로서 식물성

단백질사료와; 녹말이 주성분인 곡류·감자·고구마 등의 녹말사료와; 쌀겨·콩·누에번데기 등의 지방 함량이 15% 이상 들어

있는 것으로서 지방질사료와; 볏짚 산야초의 건초·보릿겨·콩깍지 등이 조섬유의 함량이 20% 이상인 것으로 가소화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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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적은 섬유질사료 등이 있으며, 그밖에 소금·골분·인산칼슘제·무기물 혼합제 등의 무기질사료가 있으며 비타민사료·

항생물질사료·아미노산사료 등이 있는데 이러한 동물용 사료의 재료에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중 선택된 어느하나 이상을 첨가하여 고기 맛이 나는 사료로 제조할 수 있다. 이때,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

죽나무추출물의 첨가되는 함량은 조성물의 총 중량의 0.1 ∼ 80% 보다 구체적으로 비농축물은 0.1 ∼ 80% 바람직하게는

3~60%,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5~30%, 농축물은 0.1 ∼ 80% 바람직하게는 3~40%,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5~20%, 고농

축물은 0.1 ∼ 80% 바람직하게는 1~20%,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2~20%, 분말은 0.1 ∼ 80% 바람직하게는 1~20%,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0.1~5%의 비율로 첨가되며 또한, 참죽나무분말 또는 참죽나무분말의 첨가되는 함량은 조성물의 총 중량

의 1 ∼ 80% 보다 구체적으로 1~80%, 바람직하게는 3~60%,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5~30%의 비율로 첨가 통상적의 사

료가공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사료에 첨가되는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의 량이 너무 많아 제품을 만드는데 어

려움이 있거나, 반대로 고기 맛을 낼 수 없을 정도의 량을 첨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바람직한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의 첨가량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

인 사료의 제형에서 원하는 목적을 손상하지 않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첨가되어 고기 맛 나는 사료조성물로 가공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이 첨가되는 식품조성물은 우리 인간의 기호식품

과 동물의 사료 등에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이 첨가되는 식품조성물의 실시예 및 관

능검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실시예는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

명의 특허청구항의 범위를 이에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실시예 1 (조미료 제형의 제조)

참죽나무분말 10%, 가죽나무추출물 농축액 30%, 건조다시마 20%, 양조간장 15%, 정제수 25%에 넣고 110∼130℃에서

25∼135분간 1차 중탕 처리한 후, 그 추출액에 잘게 절개된 건조양파 3%, 파 분말 3%, 정제염 7%와 설탕 5%, 청주 7%

및 L글루타민산나트륨 1%를 넣고 100∼120℃에서 3∼120분간 2차 열탕 처리한 뒤 이를 여과한 후, 냉각기에서 30∼40

분간 40℃이하로 냉각시킴과 동시에 적외선 살균 처리하는 제조과정에 의하여 농축액상의 조미료 식품을 제조하였다.

< 실시예 2 (전 제형의 제조)

밀가루 70%, 참죽나무분말10%, 가죽나무추출물 농축액 5%, 달걀2%, 소금1%, 나머지 합이 100%을 물로 그릇에 넣고 반

죽한뒤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전 요리 제조방법으로 전 식품을 제조하였다.

< 실시예 3 (칼국수 제형의 제조)

밀가루를 물과 반죽하여 적당한 크기의 칼국수 면 50%, 참죽나무추출물의 농축액 20%, 당근 4%, 대파 4%, 참기름 2%,

다진마늘 4%, 대파 4%, 국간장 1.5%, 소금 0.5%, 나머지 합이 100%을 물로 하여 통상적인 칼국수요리 방법에 의해 칼국

수 제형의 식품을 완성하였다.

< 실시예 4 (수제비 제형의 제조)

밀가루와 참죽나무분말을 90 : 10의 비율로 하여 물과 반죽된 반죽물 40%, 가죽나무추출물 농축액 20%, 미역 4%, 국간장

1.5%, 소금 0.5%, 나머지 합이 100%을 물로 하여 통상적인 수제비요리 방법에 의해 수제비 제형의 식품을 완성하였다.

< 실시예 5 (빵 제형의 제조)

밀가루와 가죽나무분말을 90 : 10의 비율로 하여 약간의 이스트를 배합하여 분말상의 혼합물을 만들고, 상기 분말상의 혼

합물에 물과 참죽나무추출물의 비농축물을 80 : 20의 비율로 배합된 액상의 혼합물을 배합하여 반죽물을 만들고, 상기 반

죽물이 발효할 때까지 20분 정도 기다린 후, 통상적인 찐빵 제조방법에 의해 빵 제형의 식품을 완성하였다.

< 실시예 6 (밥 제형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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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밥을 짓는 과정에서 참죽나무추출물과 가죽나무추출물을 밥 조성물 전체 중량의 각 3%정도로 혼합하여 밥 제형

의 식품을 완성하였다.

< 관능검사

상기 실시예1 및 6에 의해 제조된 식품의 제형을 식품업운영자 및 그 종사자 남녀 20명과 결혼생활 10년차 이상의 일반 가

정주부 40명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는 맛, 향, 색 등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

었다.

[표 1]

 평 가 항 목  맛  향  색  종합

 실시예 1  7.5  7.1  7.7  7.4

 종래의 조미료  7.5  8.1  8.7  8.1

 실시예 2  5.1  6.3  6.8  6.0

 종래의 전  6.5  7.2  7.0  6.9

 실시예 3  8.5  8.7  8.7  8.6

 종래의 칼국수  7.8  7.0  7.2  7.3

 실시예 4  8.0  8.5  7.6  8.0

 종래의 수제비  7.1  7.1  7.4  7.2

 실시예 5  8.0  8.0  8.4  8.1

 종래의 빵  3.4  4.3  7.6  5.1

 실시예 6  8.7  8.7  8.7  8.7

 종래의 밥  5.3  8.9  8.9  6.1

* 관능검가 수치 : 9(아주좋음) ~ 0(아주 나쁨)

상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이 첨가된 실시

예의 식품이 전체적인 고기 맛, 향, 색깔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은 종래의 식품에 비교하

여 맛, 향, 색깔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나타났고, 종래의 빵, 또는 밥을 제조할 시, 고기 맛을 내기 위해 고기 또는 육수

등의 고기추출물을 첨가하면 고기 맛이 나지 않는(맛이 이상하여 음식을 섭취에 어려움이 있다) 등의 문제점을 본 발명의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을 첨가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고유의 빵 또는 밥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고기 맛이 나는 빵, 밥을 쉽게 제조할 수 있어서, 표 1의 빵, 밥에 대한 관능 평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 본 명세서를 통해 전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속하는 참죽나무와 가죽나무를 이용한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

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의 제조방법과 고기 맛을 내기 위해 식품에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나무

분말, 가죽나무분말을 첨가하는 식품조성물의 특정한 양태가 예시되고 기술되지만, 본 발명은 전술한 구현예 및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에서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다른 변화 및 변형이 실시될 수 있음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하다하겠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주내의 상기 변화 및

변형을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참죽나무 및 가죽나무를 이용한 참죽나무추출물, 가죽나무추출물, 참죽

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 등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는 고기 맛을 내는 식품 또는 각종 식품류에 첨가함으로써, 남녀 노소

공개특허 10-2006-0028826

- 11 -



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양하게 고기 맛이 나는 기호식품 또는 고기의 단백한 맛이 향상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으며 특히, 채

식을 위주로 하는 채식주의 자에게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는 고기 맛을 내는 기호식품으로서 그들의 입맛과 건강증진에 기

여하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효과로서는, 본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설명된 참죽나무 및 가죽나무의 질을 높여 식품류와 기호

식품에 첨가한 상품으로 일반화가 되기 위해서는 참죽나무 및 가죽나무 소비량에 따른 참죽나무 및 가죽나무의 조달이 필

요하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에 새로운 농작물로서 참죽나무 및 가죽나무를 대량 재배하여 그 수요 도를 충족시킴으로 농

민에게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채취하여 깨끗한 물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세하는 제1공정; 및 상기 제1공정의

수세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지에서 건조하는 제 2공정; 및 상기 제 2공정의 건조된 참죽

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스팀 솥에 충분한 량의 추출용매와 함께 넣어 적정온도 80~170℃로 가열하여 고기 맛이 날 때까지

중탕하는 제 3공정; 및 상기 제 3공정의 중탕물을 여과하여 찌꺼기와 액상을 분리하여 액상의 추출물을 얻는 제 4공정; 및

상기 제 4공정의 액상의 추출물을 살균기에서 19∼150℃ 온도 및 1.6기압을 유지시켜 10~15분간 정체시킨 후 40~20℃

까지 냉각 후 압력을 0까지 내려 살균시키는 제 5공정; 및 상기 제 5공정의 살균 처리된 액상의 추출물을 선택된 용기에 진

공 포장하는 제 6공정; 및 상기 제 6공정의 포장된 추출물을 5℃이하의 냉장고에 냉동 보관하는 제 7공정으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이용한 액상의 추출물인 일련의 제조공정을 특징으로 하는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제 1공정의 참죽나무 및 가죽나무는 봄과 여름철 사이에 쓴맛이 나지 않을 정도의 기간에 채취된 참죽나무 줄기(연한부분)

, 참죽나뭇잎, 참죽나무순, 참죽나뭇잎 줄기, 가죽나무 줄기(연한부분), 가죽나뭇잎, 가죽나무순, 가죽나뭇잎 줄기로 이루

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건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공정에서 추출용매가 물, 에탄올 또는 물과 에탄올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이상의 용매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공정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건조된 채소(산나물 포함)류, 건조된 곡류, 건조된 해초류, 건조된 버섯류, 약제류

및 이들의 가공식품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이상의 재료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 제조방법.

청구항 5.

공개특허 10-2006-0028826

- 12 -



상기 1항 내지 4항 중 선택된 어느 하나 항의 참죽나무추출물(비농축물), 가죽나무추출물(비농축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

터 선택된 하나이상의 재료를 가마솥이나 압력솥 등에 넣고 적정온도 80℃ 이상으로 1시간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1~72

시간동안 가열하여 비농축물이 10~30%로 줄어들 때까지 가열하여 농축된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 또는 이들

의 혼합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6.

상기 1항 내지 4항 중 선택된 어느 하나 항의 참죽나무추출물(비농축물), 가죽나무추출물(비농축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

터 선택된 하나이상의 재료를 가마솥이나 압력솥 등에 넣고 적정온도 80℃ 이상으로 1시간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3~72

시간동안 가열하여 비농축물이 5~10%로 줄어들 때까지 가열하여 고농축된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 또는 이들

의 혼합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7.

상기 1항 내지 6항 중 선택된 어느 하나 항의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을 -50∼0℃, 보다 바람직하게는 -

10∼0℃의 공기 순환식 냉동기 또는 접촉식 냉동기에 넣고 급속 냉동시키는 공정; 및 상기 냉동된 원료를 동결건조기에 넣

고 1.0∼0.001토르의 진공도에서 2∼72시간동안 건조시켜는 공정; 및 상기 건조된 건조원료를 파쇄기나 분쇄기에 넣어

분말의 상태로 제조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참죽나무추출물 또는 가죽나무추출물 제조방법.

청구항 8.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채취하여 깨끗한 물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세하는 제1공정; 및 상기 제1공정의

수세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스팀 솥에 충분한 량의 물, 메탄올, 물과 메탄올로 구성되어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추

출용매와 함께 넣어 적정온도 80~170℃로 가열하여 중탕하는 제 2공정; 및 상기 제 2공정의 중탕물을 여과기로 여과하여

찌꺼기와 액상을 분리하여 액상의 추출물을 얻는 제 3공정; 및 상기 제 3공정의 액상의 추출물을 공기 순환식 냉동기 또는

접촉식 냉동기에 넣고 -50∼0℃,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에서 급속 냉동시키는 제 4공정; 및 상기 제 4공정의 냉동

된 추출물을 동결건조기에 넣고 1.0∼0.001토르의 진공도에서 12∼72시간동안 건조시켜 건조된 추출물을 얻는 제 5공

정; 및 제 5공정의 건조된 추출물를 분쇄기에 넣어 입도가 미세한 ＋3mm 50% 이하가 되도록 분쇄하거나, 파쇄기에 넣어

입도가 ＋3mm 50% 이상이 되도록 파쇄하여 분말화하는 제 6공정; 및 상기 제 6공정의 분말화된 입자를 저온살균기에서

60℃이상에서 0.5~ 9시간시간동안 살균하여 포장용기에 넣어 포장하는 제 7공정으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이용한

분말상의 추출물인 일련의 제조공정을 특징으로 하는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 제조방법.

청구항 9.

쓴맛이 없는 시기에 채취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수세하여 그늘에서 음지에서 1차 건조하는 제 1공정; 및 상기 제 1

공정으로 처리된 참죽나무의 맛과 향을 높이고, 미생물이 살균을 위해서 40~80%의 알코올에 10~30분간 처리하여 열풍

건조기에서 80~200℃에서 수분함량 20%이하가 될 때까지 2차 건조하는 제 3공정; 및 상기 제 3공정에 의해 처리된 건조

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가마솥 또는 드림배전기에 넣고 110~190℃로 3~10분동안 살짝 볶음 처리하는 제 4공정;

및 상기 제 4공정의 처리에 의해 얻어진 볶은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분쇄기에 넣어 입도가 미세한 ＋3mm 50% 이하

가 되도록 분쇄하거나, 파쇄기에 넣어 입도가 ＋3mm 50% 이상이 되도록 파쇄하여 분말화하는 제 5공정; 및 상기 제 5공

정의 분말화된 입자를 저온살균기에서 80℃이상에서 0.5~2시간동안 살균하여 포장용기에 넣어 포장하는 제 6공정으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이용한 분말상의 추출물인 일련의 제조공정을 특징으로 하는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

물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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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5공정의 건조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수세 후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 그대로 또는 1차 건조 후 적정온도

80~100℃의 물에 3~7분 이내로 살짝 데쳐 2차 건조하거나, 건조된 참죽나무무 또는 가죽나무를 적정온도 90~130℃의

가마솥 또는 스팀 솥에서 3~15분 이내로 찐 후 2차 건조된 참죽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참죽

나무 또는 가죽나무를 이용한 분말상의 참죽나무분말 및 참죽나무분말 제조방법.

청구항 11.

참죽나무비농축추출물, 참죽나무농축물, 참죽나무고농축물, 참죽나무분말추출물, 가죽나무비농축추출물, 가죽나무농축

물, 가죽나무고농축물, 가죽나무분말추출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재료에 물을 적당량 희석되거

나, 단독으로 사용되어 고기 맛나도록 조성된 식품.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참죽나무비농축추출물, 참죽나무농축물, 가죽나무비농축추출물, 가죽나무농축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제형이 국물인 식품.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참죽나무고농축추출물, 가죽나무고농축추출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제형이 소스, 수프, 국물,

엑기스인 건강식품.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식품의 제형이 소스, 수프, 과립인 식품.

청구항 15.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분말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재료에 물을 적당량 희석되어 고기 맛 나는

식품의 제형이 전, 묵, 죽, 소스, 수프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식품

청구항 16.

참죽나무비농축추출물, 참죽나무농축물, 참죽나무고농축물, 참죽나무분말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비농축추출물,

가죽나무농축물, 가죽나무고농축물, 가죽나무분말추출물, 가죽나무분말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재료를 이용한 고기 맛을 내거나, 단백한 고기 맛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효량이상으로 첨가되는 식품조성물.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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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항에 있어서,

식품의 제형이 피자(pizza)류, 빵류, 밥류, 떡류, 음료수류, 만두류, 수제비류, 사탕류, 엿류, 초콜릿류, 껌류, 빙과류, 면류,

축가공 식품류, 전류, 두부류, 조림류, 튀김류, 김치류, 찌개류, 조미료류, 소스류, 수프류, 국물류, 어묵류, 묵류, 죽류, 쌀

류, 분말류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제형인 식품조성물.

청구항 18.

제 16항 내지 17항에 있어서,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추출물의 첨가제로서 함량%이 조성물 전체 중량의 0.01 ∼ 90% 비율 범위 내에서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조성물.

청구항 19.

제 16항 내지 17항에 있어서,

참죽나무분말 및 가죽나무분말의 첨가제로서 함량%이 조성물 전체 중량의 1 ∼ 80% 비율 범위 내에서 첨가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식품조성물.

청구항 20.

제 16항에 있어서,

그 용도가 식품을 요리 또는 조리 또는 제조 시 고기 맛이 나도록 유효량이상으로 첨가하는 용도.

청구항 21.

참죽나무비농축추출물, 참죽나무농축물, 참죽나무고농축물, 참죽나무분말추출물, 참죽나무분말, 가죽나무비농축추출물,

가죽나무농축물, 가죽나무고농축물, 가죽나무분말추출물, 가죽나무분말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재료를 이용한 고기 맛이 나타나도록 유효량이상으로 첨가되는 동물용 사료조성물.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참죽나무추출물 및 가죽나무출출물의 첨가제로서 함량%이 조성물 전체 중량의 0.1 ∼ 80% 비율 범위 내에서 첨가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동물용 사료조성물.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참죽나무분말 및 가죽나무분말의 첨가제로서 함량%이 조성물 전체 중량의 1 ∼ 80% 비율 범위 내에서 첨가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동물용 사료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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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참죽나무비농축추출물, 참죽나무농축물, 참죽나무고농축물, 참죽나무분말추출물, 참죽나무분말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재료를 이용한 약리효과로서 지사제 또는 수렴제 작용이 나타나도록 유효량이상으로 첨가되는 약품

첨가제의 용도.

청구항 25.

가죽나무비농축추출물, 가죽나무농축물, 가죽나무고농축물, 가죽나무분말추출물, 가죽나무분말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재료를 이질(적리)·치질·장풍·지혈·부인대하증·복통·설사·이질·혈변·위궤양의 질병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이상의 질병에 대한 약리작용이 나타나도록 유효량이상으로 첨가되는 약품첨가제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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