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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녹차 만두 및 그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녹차 만두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밀가루, 고물 및 녹차 잎을 이용한 녹차 만두의 제조 방법에서,

(1) 상기 녹차 잎을 선별 채취하여 녹차액즙을 추출하고 여기에 일정비율로 밀가루와 소금을 혼합하여 반죽하여 일정 온도

에서 일정기간 동안 숙성시키는 단계, (2) 상기 숙성시킨 밀가루 반죽물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만두피를 만들어 그 내부에

고물을 넣어 만두를 성형하는 단계 및 (3) 상기 성형된 만두를 끓는 물에 넣어 찌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차 만두의 제조 방법 및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녹차 만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여 제조된 녹차 만두는 일반 만두와 달리 녹차 고유의 고운 색과 향을 겸비하여 녹차 효능의 우수하면서 담

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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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밀가루, 고물 및 녹차 잎을 이용한 녹차 만두의 제조 방법에서,

(1) 상기 녹차 잎을 선별 채취하여 녹차액즙을 추출하고 여기에 밀가루 1kg 당 녹차액 40g의 비율로 밀가루와 소금을 혼

합하여 반죽하여 0 내지 5℃에서 2 ~ 3일 동안 숙성시키는 단계,

(2) 상기 숙성시킨 밀가루 반죽물로부터 3∼4 cm 크기의 만두피를 만들어 그 내부에 고물을 넣어 만두를 성형하는 단계

및

(3) 상기 성형된 만두를 끓는 물에 넣어 찌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차 만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녹차 잎은 엽록소가 많아 진한 녹색을 유지하는 9 ~ 10월에 채취한 것을 사용하며, 상기 반죽하는

단계를 25 내지 35분 동안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차 만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조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녹차 만두.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녹차 만두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적당한 비율로 녹차잎과 녹차 분말을 밀가루와 함께 혼합 숙성하

여 제조함으로써 일반 만두와 달리 녹차 고유의 고운 색과 향을 겸비하고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나는 녹차 만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두는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고물(만두 속)을 넣고 만들어서 즐겨 먹어왔으나, 최근에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에서 벗어나 건강위주의 식생활로 변하면서, 고기 위주의 만두 속 대신에 맛이 담백하고 알칼리 식품인

생선 및 야채를 주원료로 한 생선 및 야채 만두 등이 제조되어 왔다.

이러한 만두 외에도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서민적인 음식으로서, 찐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찐빵이라 하면

발효하지 않고 자연 숙성하여 증기로 쪄낸 빵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단축되고, 바로 쪄서 뜨거울 때 먹으면 수분

이 많기 때문에 입에 닿는 촉감이 부드러운 장점이 있다. 이러한 찐빵도 현대인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살리기 위하여, 주재료인 밀가루 대신에 다른 곡류 또는 고물 등을 첨가하는 시도들과 함께

야채 성분들을 추가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또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녹차에는 탄닌(Tanin), 카페인(Caffeine), 아미노산, 비타민(Vitamin), 엽록소, 기타 회분

등 인체에 이로운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성분 중에 카테킨은 고혈압을 낮추고, 암 발생을

억제하고 노화억제 작용도 우수하며, 단백질 분해에 의한 다이어트 및 미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녹차를 이용한 만

두 또는 찐빵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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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발명자이면서 출원인은 몸에 좋은 발효균이 살아있는 전통 발효식품과 녹차의 성분을 찐빵에 포함시켜 녹차

의 우수성과 영양분을 살리면서도 녹차의 고유한 녹색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녹차 찐빵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을 완성

하여 2005. 6. 8.자에 특허출원 제10-2005-0049064호로 출원한 바 있다.

상기 녹차 찐빵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찐빵 대신에 만두의 경우에도 녹차 성분을 함유하면 녹

차 만두를 통해서도 상기 녹차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발명의 녹차 만두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연구

를 행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녹차 만두와 관련하여, 특허출원 공개번호 10-1999-0078822호에서는 녹차 혹은 쑥을 만두피제조용 밀가루와 혼

합하고, 감자, 양파, 양송이, 풀 그리고 기타 양념을 배합한 속으로 일정형태의 만두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종래의 발명에서는 일상적인 음식의 형태로 다량 섭취할 수 있으면서 녹차와 쑥의 고유한 향과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녹차와 쑥이 갖고 있는 특유의 쓴맛이나, 떫은맛을 없애도록 하여 기호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지만, 녹

차 만두 표면에 녹차 고유의 녹색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녹차 고유의 녹색이 변색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만두 표면에 녹차 성분에 의하여 반점이 생기지 않으면서 녹차 고유의 녹색도 변색 되는 않는 만두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하여 본 결과, 특정 비율로 녹차 잎과 녹차 분말을 혼합하여 일정기간 동안 숙성시키면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녹차의 성분을 만두에 포함시켜 녹차의 우수성과 영양분을 살리면서도 녹차의 고유한 녹색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녹차 만두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밀가루, 고물 및 녹차 잎을 이용한 녹차 만두의 제조 방법에서, (1) 상기 녹차 잎을 선별 채

취하여 녹차액즙을 추출하고 여기에 일정비율로 밀가루와 소금을 혼합하여 반죽하여 일정 온도에서 일정기간 동안 숙성시

키는 단계, (2) 상기 숙성시킨 밀가루 반죽물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만두피를 만들어 그 내부에 고물을 넣어 만두를 성형하

는 단계 및 (3) 상기 성형된 만두를 끓는 물에 넣어 찌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차 만두의 제조 방법 을 제

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로는 상기 숙성시키는 단계는 0 내지 5℃에서 약 2 ~ 3 일 동안 숙성시키는 것을 바람직하다.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면, 원하는 녹차 고유의 색을 유지할 수 없거나 만두의 표면에 반점이 생길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상기 반죽하는 단계는 약 25 내지 35분에서, 바람직하게는 약 30분 동안 행하는데, 이러한 범위를 벗

어나면, 잘 반죽 되지않아 원하는 맛의 만두를 제조할 수 없으며, 비효율적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은 상기의 다양한 양태의 제조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녹차 만두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는 주재료로서 밀가루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빵의 주재료로 사용하는 우리밀, 보리, 현미, 율무, 옥수수로 구

성된 곡류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곡류 또는 이의 혼합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영양은 풍부하지만 끈기가 없어 채

택하지 못했던 우리밀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곡물을 첨가함에 따라 영양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밀의 활용도를 높

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녹차 잎은 보통 녹차에 사용하는 녹차 잎으로서, 첫 녹차 잎 수확시기인 4 ~ 5월에 하나의 눈당 약

4∼5장의 잎이 피었을 때 그 빛깔이 푸르고 깨끗한 것을 골라 딴 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녹차 만두에서 사용

되는 녹차 잎은 엽록소가 많아 진한 녹색을 유지하는 9 ~ 10월에 채취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되는 녹차

액즙은 좋은 품질의 녹차 잎을 수확한 다음 잘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이후 갈아 즙을 만들어 사용하지만, 바람직하게

는 갈아 만든 즙을 고운 천으로 싸서 불순물을 제거한 즙만을 따로 빼내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녹차 만두 속에는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하여 다양한 상태의 고물을 넣을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돼지고기, 양파, 대

파, 부추, 무말랭이를 다져 물기를 제거한 후 적당한 양념에 버무려서 만두의 속재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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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밀가루를 이용한 녹차 만두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하기에서 예시한다.

(실시예)

실시예 1

우선, 엽록소가 많은 9~10월에 채취한 녹차 잎을 물에 씻은 다음, 말린 후, 녹즙기를 이용 녹차액을 제조한다. 이어서 밀가

루 1Kg을 기준하여, 녹차액 40g을 물 300g과 함께 밀가루에 혼합한 후, 30분 간 반죽한 다음, 항아리에 넣어 밀봉한 다음,

밀봉된 항아리를 0°C ~ 5°C에서 유지되는 냉장고에 3일 동안 보관하여 자연 숙성시킨다.

반죽된 밀가루를 직경 약 3-4cm의 크기와 1-2mm의 두께로 만두피를 만든 다음, 미리 만들어 둔 돼지고기 등의 고물 10g

을 만두피 속에 넣어 봉한 다음, 100°C 끓는 물에 넣어 약 5분 동안 찐 다음 녹차 만두의 고유한 냄새가 나면 스팀통에서

내린다.

비교실시예 1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성분 및 성분비와 방법으로 녹차 만두를 제조하되, 항아리에 넣어 밀봉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여

자연 숙성시키는 단계를 생략하고 제조한다.

상기 실시예 1 및 비교실시예 1에서 각각 제조한 녹차 만두의 실제사진을 도 1 및 2에 나타내었으며, 도 1은 본 발명의 제

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녹차 만두의 실제 사진이고, 도 2는 종래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 녹차 만두의 실제 사진이다.

만두 표면의 반점의 유무는 상기 칼라 사진으로부터 명확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도 1의 본 발명의 만두는 진한 반점

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도 2의 종래의 만두는 진한 반점이 불규칙하게 나있고 이러한 반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거나 한 쪽

에 뭉쳐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두 표면으로부터 은은하게 비치는 푸른 녹차 빛도 도 1의 본 발명의 만두으로부터 발하고 있으나, 도 2의 종래의 만두는

상기 반점과 함께 좀 더 탁한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실시예의 녹차 만두는 바람직한 하나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제조시 입맛과 기호에 맞도록 설탕 또는 소금 등의 성분

비율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녹차 만두는 반죽 과정에서 다양하게 성

분을 추가하여 반죽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내부에 돼지고기를 포함한 다양한 고물을 포함시킬 수도 있으므로, 본 발명에

따른 제조기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반적인 만두와 같이 본 실시예의 녹차 만두의 경우도 슈퍼나 가게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중간보관 및 이송 등을 위해서

는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하여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약식 건조시킨 상태에서 랩 등을 이용하여 포장을 하고, 이

렇게 포장한 녹차 만두를 해당 업소로 배달하게 될 것이다. 이후 해당 업소에서는 찜통 등에서 쪄서 바로 시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포장된 녹차 만두를 판매하여 소비자가 직접 쪄서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녹차 만두는 사람에게 유익한 녹차성분을 만두에 포함시킴으로써 만두의 표면에 발생하는 검은 반

점을 없앨 수 있으며, 녹차만이 내는 담백함과 깔끔한 맛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녹차 만두에 배어있는 녹차 향과 푸른 녹

차 빛은 이를 대하는 소비자에게도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보다 고급스럽고 새로운 맛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일반 만두는 위산을 많이 발생시켜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 신물이 나게 하지만, 본 발명의 녹차 만두는 위산 발생

을 줄여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이거나 밤 늦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간식으로도 적당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만두는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여 맛이 부드럽고, 일반 녹차 만두보다 부패시기를 늦추어 좀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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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녹차 만두의 실제 사진이고;

도 2는 종래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 녹차 만두의 실제 사진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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