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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천연재료를 함유한 굴비의 가공방법 및 가공굴비에 관한 것으로, 녹차, 뽕잎, 솔잎, 은행잎, 인삼, 홍삼, 홍

차, 감초, 구기자, 오미자, 오갈피, 당귀, 황기, 영지버섯, 상황버섯, 산삼, 장뇌삼 및 동충하초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

는 천연재료의 추출물 또는 분말을 함유하며, 선택적으로 맥반석 또는 게르마늄을 적용한 굴비 및 이를 가공하는 방

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라 가공된 굴비는 건강지향적이면서 식미감이 우수하고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개운할 뿐만 아니라, 생선

비린내가 없으면서 천연재료 고유의 향을 발산한다. 또한 맥반석 또는 게르마늄석을 적용하여 가공굴비의 상품가치

를 극대화할 수 있다.

색인어

굴비, 가공, 천연재료, 녹차, 뽕잎, 솔잎, 은행잎, 인삼, 홍삼, 홍차, 감초, 구기자, 오미자, 오갈피, 당귀, 황기, 영지버섯,

상황버섯, 산삼, 장뇌삼, 동충하초, 맥반석, 게르마늄석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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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천연재료를 함유한 굴비의 가공방법 및 가공굴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녹차잎, 솔잎, 뽕잎, 은행

잎, 인삼과 같은 천연재료를 함유하며, 선택적으로 맥반석 또는 게르마늄석을 적용한 굴비 및 이를 가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고려 16대 예종때 그 이름이 유래된 굴비(屈悲)는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말린 것이다. 조기류는 민어과에 속하며, 국

내 연안에서 잡히는 것은 5속 13종에 달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편 2권 어부와 방약합편 약성가 어부에 따르면

, 굴비는 약성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강하거나 약하지 않아 평이하며, 약간 단맛이 있고 전혀 독이 없다. 또한 위에

도 유익하며, 복창(뱃속에 탈이 생겨 배가 답답하고 팽팽하게 부어오르는 병)과 폭리(설사가 심하게 생기는 병)를 다

스리고, 식체(음식물이 체한 증상)와 기체(기가 약해서 생기는 신경성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

일반적으로 굴비는 명절때나 고급선물로서 유통되는 고가의 수산물로서, 이의 대중화를 위하여 다양한 가공방법이 

모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한 민국 등록특허 제1996-16571호에서는 참굴비를 고추장에 담가서 고추

장이 삼투압 작용에 의하여 굴비 체내의 지방질과 대체되면서 고추장이 침투되어 특유한 맛을 내는 고추장 굴비를 제

조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202300호에서는 즉석조리식 훈제굴비의 조리방법이 개시

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265297호에서는 건조굴비를 냉동한 후 해동시켜 찜을 하고 즉시 급냉시킨

다음 굴비살을 분리해내고 선택적으로 조미처리한 후 건조시켜 진공 포장하고 다시 냉동시키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찜굴비의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1-57544호에서는 보관이 용이하고 위생적인 양념

처리를 거친 새로운 양념굴비의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998-43081호에서는 피라미드 

생체에너지를 이용한 바이오굴비의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술한 굴비의 제조방법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굴비의 대중화를 위하여 보다 특성화된 다양한 가공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한편, 녹차는 동의보감에서 양생의 선약이라 하였으며, 전혀 부작용이 없고 혈압을 내리고, 소화를 도우며, 이뇨작용

을 하고, 잠을 적게 하며, 가래를 삭이고, 갈증을 없애며, 뱃속을 편안하게 하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기운을 상쾌

하게 하고, 술을 깨게 하며, 식중독을 풀어주며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기생충을 없애준다. 또한 항암작용, 고혈압 예방

, 숙취제거, 혈액순환, 노화억제, 충치예방에 효과적이다.

솔잎은 옛부터 장기간 생식하면 늙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며 힘이 나고 흰머리가 검어지고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고 

해서 신선식품이라 하였다. 동의보감에도 풍습창(즉습기로 인해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질환)을 다스리고 머리털을 나

게하며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고 곡식대용으로 쓰인다고 기술되어 있다. 솔잎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고 동맥경화를 방지한다. 또한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뇌세포 기능을

향상시키며,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심장병, 중풍, 빈혈, 마약, 니코틴 해독, 유해산소 노폐물 제거 등에 좋다.

뽕잎은 전래의서인 동의보감과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강 약재로서, 특히 당뇨, 중풍, 기침, 감기,

백일해 등에 좋고, 부기, 폐질환, 거담, 두통, 해열, 데이거나 베인 상처, 뱀 물린 데, 종기, 등창, 못에 찔린 상처, 밤에 

땀이 나는 증세, 머리가 잘 자라지 않는 증세,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는 증세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잎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심장을 돕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폐를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등의 효능이

입증되어 가슴앓이, 가래 및 천식, 설사, 백태, 상피증 등을 치료하는 약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은행잎에 들어 있는 

성분인 징코라이드 A, B, C와 진놀, 프라보놀 등은 말초혈관 장애, 노인성 치매 등을 치료, 예방하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삼은 예로부터 강정, 강장효과가 좋아 불로장수의 신비한 영약으로 사람과 닮았다고 인삼(人蔘)이라 불렸으며, 그 

효능은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나와 있듯이 간(肝)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혈압조절,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특효로 알려져 있다.

홍삼은 현행법에서“인삼을 증숙 또는 팽숙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삼의 녹말을 호화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홍삼은 중추신경에 대해서 진정작용과 흥분작용이 있으며, 순환계에 작용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예방효

과가 있다. 그러면서도 조혈작용(造血作用)과 혈당치(血糖値)를 저하시켜 주고, 간을 보호하며,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성행동(性行動)이나 생식효과에 간접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하며, 항염(抗炎) 및 항종양작용(抗腫瘍作用)이 있고, 방사

선에 대한 방어효과, 피부를 보호하며 부드럽게 하는 작용도 있다. 홍삼의 효과 중 중요한 것은 어댑토겐(adaptogen:

適應素) 효과로서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유해작용인 누병(淚病), 각종 스트레스 등에 대해 방어능력을 증가시

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홍차의 생엽은 75~80%의 수분과 20~25%의 고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생엽을 95% 발효시키고 열처리하여 가

공한 것이 바로 홍차이다. 이런 홍차 잎 속에는 카페인, 단백질, 지방질, 당질, 섬유소, 회분, 비타민 A, B1, C, 니코틴

산, 무기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차의 풍미를 돋구고 감기에 걸렸을 때 안정제 역할을 하며, 체중을 줄여주는

역할(특히 카페인, 사포닌)을 한다. 또한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 속의 지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과당은 당뇨병에 효과가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성분들이 지방의 대사작용을 촉

진시켜 과산화지질로 인한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숙취를 막아주는 등 여러 효능이 있다.

감초는 콩(豆)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인 감초의 뿌리로서, 홍갈색 또는 암 갈색이고 맛은 달고 독이 없다. 약제의 성

질인 기미(氣味)는 평(平)하고 무독하며 맛은 달다. 이 성분은 비(脾)와 위(胃)에 들어가 작용한다. 감초는 한약의 조

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약물 중의 하나로서, 그 효능으로 해독작용이 있고, 비장의 기능과 기력을 돕고, 종기를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 약을 고르게 조화시켜 준다. 감초는 약성을 조화시키며, 소화기 및 위장 기능의 허약으로 인한 

갈증, 폐기능 장애로 인한 기침에 구운 감초(灸甘草)를 사용한다. 또한 염증(炎症), 화농증(化膿症) 특히 인후통, 구내

염, 유선염 등의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데, 위장 평활근의 경련을 완화해서 복통을 치료한다.

구기자(枸杞子)는 예로부터 불로장수약으로 알려졌으며, 본초강목에서 구기자는 봄과 여름에는 잎을 채취하고 가을

에는 줄기와 열매를 채취하여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솟아난다고 하였다. 구기자에는 모세혈관 등의 혈관

벽을 튼튼히 하고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비타민C,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다. 구기자는 간장, 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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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작용이 있어 피로회복에 좋으며, 구기자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잔병을 막아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중풍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위장을 튼튼히 하고 소화기능을 향상시켜 체중감량에도 효과적이다.

오미자는 낙엽성 만성 목본식물로서, 본초학에서 '껍질(皮)은 신(酸)맛, 과육은 단(甘)맛, 씨는 맵고(辛) 쓰며(苦), 전체

적으로 짠 (鹹)맛이 있어 다섯가지 맛의 오미자라 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오미자의 효능은 거담, 

진해, 정천(가쁜 숨을 바로 잡음), 청혈(피를 맑게 함), 검한(식은 땀을 거두게 함), 생진지갈(갈증을 없앰), 보신(콩팥

을 보함), 견근골, 양오장(오장을 튼튼하게 함), 요유정(몽정을 없앰), 강음강정(남녀간에 정력을 강하게 함), 부녀음냉

(여자의 냉을 없앰)으로 되어 있다.

오갈피는 오갈피나무과(Araliaceae)에 속하며 낙엽성 활엽관목으로, 광범위한 약리효과로 새로운 약용식물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옛부터 신농본초경에 상품(上品)으로 수록되어 있고 한방에서 강장(强壯), 보간신(補肝腎), 진통(

鎭痛), 거풍습(祛風濕), 활혈(活血) 효능이 있어 풍한습비통(風寒濕痺痛), 근골위약(筋骨萎弱), 통통(痛痛), 관절류머

티스, 요통(腰痛), 퇴행성 관절증후군, 양위(陽萎), 수종(水腫), 각기(脚氣), 창종(滄腫)에 이용된다.

당귀는 다년생 초목으로, 보혈(補血), 화혈(和血), 혈허증(血虛症), 월경잡병, 지통(止痛), 복통(腹痛), 장조변비(腸燥

便秘), 고혈압, 두통, 부인병, 불임증, 습비(濕痺), 각기(脚氣), 창, 어지럼증, 억균작용, 혈압조절에 효능이 있다.

황기는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흔히 약초로서 재배하며 한방에서는 가을에 채취하여 노두(蘆

頭)와 잔뿌리를 제거하고 햇빛에 말린 것을 한약재의 황기라 하며, 강장, 지한(止汗), 이뇨(利尿), 소종(消腫) 등의 효

능이 있어 신체허약, 피로권태, 기혈허탈(氣血虛脫), 탈항(脫肛), 자궁탈, 내장하수, 식은땀, 말초신경 등에 처방한다.

영지는 활엽수의 고사목과 그루터기에 자생하는 버섯의 일종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청심양위 지혈연년'이라 하여, '정

신을 안정시키고 혈기(피와 기운)의 순환을 좋게 하며 뼈마디를 잘 놀릴 수 있게 하고, 몸을 든든하게 하여 수명을 연

장시킨다'하였다. 또한 본초강목에서는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安神), 기억력을 좋게 하고(不忘), 의지력을 강하게 하

고(强志意), 간을 보호하고(肝氣), 근육을 강하게 하고(堅筋氣), 뼈를 튼튼히 하고(補中), 정신과 혼을 편하게 하고(安

精魂), 폐의 기능을 좋게 하고(益肺氣), 호흡을 원활히 하고(通利鼻具), 기력을 회복시키고(療虛勞), 심장과 장기를 튼

튼히 하고(腹五邪), 치질을 치료하고(治痔), 비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益脾氣), 시력을 좋게 하고(明目), 얼굴빛이 좋아

지게 하고(好顔色), 신장의 활동을 도와 주고(益腎氣), 소변배설을 좋게 한다(利水道)고 기록되어 있다.

상황버섯은 소나무비늘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으로, 항종양(Sarcoma 180/마우스, 억제율 87.4% Ehrlich 복수암/마우

스: 억제율 80%), 면역세포 활성, 복강 식세포 활성, 땀샘 분비 억제 등의 약리작용이 있으며, 이오장(利五臟), 선장기

(宣腸氣), 연견(軟堅), 지혈(止血), 배독(排毒), 활혈(活血), 화음(化飮)에 효능이 있고, 붕루대하(崩漏帶下), 혈림(血淋)

, 도한(盜汗), 벽음(癖飮), 구토(嘔吐), 탈항갈혈(脫肛渴血), 부인병, 월경불순, 비허(脾虛) 등에 처방한다.

산삼은 산에 자연적으로 나는 인삼(人蔘)으로, 적응증이나 효용은 인삼과 비슷하나 약효과가 월등하다. 맛은 달고 약

간 쓰며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비, 폐경에 들어가며 원기를 많이 보하여 주고 보비익폐(補裨益肺), 생진지갈(生津止渴

), 안신증지(安神增智)한다. 기허욕탈(氣虛欲脫)이나 피를 많이 흘린 후나 토하고 설사를 많이 하고 혹은 비기부족으

로 권태감이나 무력감, 식욕부진, 상복부 팽만감, 더부룩하고 토하고 설사하거나 혹은 폐기가 약하여 숨쉬기가 가쁘고

행동에 힘이 없고 동측기천(動則氣喘)을 치료하거나 진액이 상하여 입에 갈증이 있을 때 사용한다.

장뇌삼은 깊은 산속 그늘진 박달나무나 옻나무의 습기진 곳에서 자라며, 일반적으로 야생삼의 종자를 뿌려도 싹이 잘

나오지 않는 희귀종으로, 항암, 항단뇨작용, 심장강화, 간기능 및 위장기능 강화, 스트레스 해소 및 강장효과, 빈혈효

과, 허약체질개선 등의 효능이 있다.

동충하초는 겨울에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 버섯이 된다는 뜻으로, 곰팡이의 일종인 동충하초균이 살아있는 

곤충의 몸으로 들어가 발생하는 곤충기생성 약용버섯으로서 대표적 성분은 Cordyceps균이다. 중국 고서에 의하면 

암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뇌질환, 순환기질환, 심장병, 당뇨병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본초종

신(本草從新)에 의하면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며 정력을 증강시키고, 출혈을 멈추게 하며 담을 삭이고 기

침을 멎게 한다. 본초습유(本草拾遺)에는 폐를 보호하고 음허함을 없애며 각혈과 기침을 치료하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며 유정과 조루증을 치료한다. 현대실용중약(現代實用中葯)에는 폐결핵, 노인쇠약성 만성결핵, 빈혈, 허약, 유정, 양

위(임포테츠) 등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맥반석은 화성암류중 석영반암에 속하는 것으로 중생대말부터 신생대초에 걸쳐 분출 굴입되어 긴세월에 걸쳐 풍화작

용 등으로 점토화된 장석의 반정과 석영의 결정이 고루 섞여 있는 원석으로, 그 모양이 마치 보리밥처럼 생겼다고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맥반석은 중국명나라 때부터 신비의 돌로 여겨 왔으며 본초강목에는 그 성질이 덥고 따뜻하며 

독성이 없어 각종 피부병, 종기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의보감에는 맥반석을 구워 배 위에 올려놓

고 문지르거나 손에 쥐 고 있으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오장육부가 편안해지며 부스럼, 피부병, 가려움증이나 상처치

료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맥반석은 1 ㎤당 3만 내지 15만개의 다층다공질로 구성되어 있고 비 표면적이 넓어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흡착분해하는 작용을 하며, 인체에 활력을 주는 40여종 이상의 미네랄이 용출되어 신진대사와 피부건강관리에 효과

가 있다. 또한 산성이나 강한 알칼리성 물을 약알칼리성(pH 7.2∼7.4)으로 조절하고 수질을 활성화시켜 정수작용을 

하며, 맥반석을 물에 담그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낮아져 방부작용은 물론 활성화

에 따른 생체에 활력을 준다. 게다가 원적외선 방사에 의한 공명, 공진, 흡수작용 등으로 식품의 선도유지, 맛의 증가,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게르마늄석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광물의 이름이며, 대부분 흑운모나 유봉석 계열의 광물에 게르마늄(GE) 성분

이 함유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게르마늄석은 인체내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여 신진대사를 촉진 시켜 주며 인

체내의 노폐물을 수소와 결합하여 배설 시키며 중금속, 독성을 분해 산화시키고 산성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개선시

키며, 강도가 높아 쉽게 손상되지 않고 열을 가하면 많은 원적외선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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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자는 상술한 인체에 이로운 천연재료들을 굴비에 접목시킨다면 굴비의 상품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굴비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 은 천연재료를 함유하여 건강지향적이면

서 식미감이 우수한 굴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맥반석 또는 게르마늄으로 활성화된 굴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천연재료를 함유하며, 선택적으로 맥반석 또는 게르마늄을 적용한 굴비를 가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특징은 건강지향적이면서 식미감이 있는 굴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가공굴비는 녹차, 뽕잎, 

솔잎, 은행잎, 인삼, 홍삼, 홍차, 감초, 구기자, 오미자, 오갈피, 당귀, 황기, 영지버섯, 상황버섯, 산삼, 장뇌삼 및 동충

하초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천연재료를 함유한다.

상술한 천연재료를 굴비에 함유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천연재료를 추

출하여 얻은 추출물을 사용하거나 천연재료를 분쇄하여 얻은 분말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상기 천연재료의 추출물을 수득하기 위한 방법은 천연재료로부터 추출물을 얻을 수 있다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예를 들면 삶음, 찜, 볶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삶음에 의한 추출방법은 천연재료를 100℃ 이상의 물에서 삶아서 추출하는 것이며, 찜에 의한 추출방법

은 천연재료를 100℃ 이상의 수증기로 찌고 건조하여 분말화한 다음 100℃ 이하의 물에 담그어 추출하는 것이며, 볶

음에 의 한 추출방법은 천연재료를 100℃ 이상의 온도에서 볶고 분말화한 다음 100℃ 이하의 물에 담그어 추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득한 천연재료의 추출물에 굴비를 직접 담그거나, 상기 추출물에 소금을 넣고 여기에 조기를 담그어 염

장한다. 이미 조기를 소금에 절인 굴비를 직접 사용할 경우 별도로 소금을 첨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선택적으로는 상기 천연재료의 추출물에 맥반석 또는 게르마늄석을 적어도 24시간 이상 담근 후, 활성화된 추출물에 

굴비 또는 조기를 적용할 수 있다.

천연재료의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 마른간 또는 석간(귀소금)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마른간은 천연재료의 분말

을 굴비의 전신에 뿌리거나, 상기 분말과 소금을 혼합한 후 조기의 전신에 뿌려 염장하는 것이며, 석간은 천연재료의 

분말을 굴비의 입 또는 아가미에 넣거나, 상기 분말과 소금을 혼합한 후 이를 조기의 입 또는 아가미에 넣어 염장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적으로 맥반석 또는 게르마늄석을 적어도 24시간 이상 담그어 활성화된 물을 이용하여 굴비 또는 

조기를 세척할 수 있다.

상술한 천연재료의 추출물 또는 분말을 사용하여 가공된 굴비 또는 조기를 최종적으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급속냉동

하여 제품화한다.

본 발명에 따라 가공된 굴비는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개운할 뿐만 아니라, 생선 비린내가 없으면서 천연재료 고유의 

향을 발산한다. 또한 맥반석 또는 게르마늄을 적용할 경우 유해물질 흡착, 미네랄 용출, 탈취, 정수 및 원적외선 방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하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 1: 녹차굴비

1. 찜가공

본 실시예(이하 모두)에서 사용한 굴비는 법성포 앞바다에서 어획한 참조기를 가공한 것이다. 상기 굴비는 알이 비대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 풍부하며, 법성포의 특수한 자연환경, 지리적 기상조건(기온 10.5℃, 습도 75.5%, 풍속 4.8 m/

sec) 및 서해에서 불어오는 하늬바람(북서풍)을 이용하여 건조한 후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1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

염으로 염장하였으며,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물로써 세척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위생적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한 맥반석

은 월악산 대광맥에서 채광된 크기가 10 내지 50 ㎜, 원적외선 방사율이 95% 이상, 흡착탈취율이 98%인 원석(제조

사: 맥산가)을 사용하였다. 본 발명에서 사용한 게르마늄석은 경주시 산내면에 위치한 광산에서 채광된 게르마늄 함

유량이 0.6%∼1.2%인 원석(제조사: 풍원광업)을 사용하였다.

먼저 참조기만을 골라서 각 크기별로 선별하였다. 조기를 선별하는 이유는 각 크기별로 엮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선별된 조기에 소금간을 하였으며, 이때 사용하는 소금은 서해안에서 만든 천일염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 간수가 빠

진 소금을 사용하였다. 크기가 큰 조기는 아가미와 입에 소금(귀소금)을 넣었으며,크기에 따라 4시간부터 6시간까지 

재웠다. 이때, 조기의 염도는 우리 입맛에 맞는 약 0.7%이었다. 이렇게 절인 조기를 작은 것은 20마리씩, 큰 것은 10

마리씩 엮어서 깨끗한 염수(정수된 바닷물)에 2∼3회 세척하였다. 그런 다음 옛부터 굴비가공 건조 가 유명한 법성포

에서 12시간 이상 건조하여 굴비를 수득하였다.

한편, 녹차로 유명한 전남 보성에서 천연재배방법으로 재배하여 당년에 채취한 단년생 녹차잎을 100℃ 정도의 수증

기로 약 30∼40초간 찐 다음 1주일 이상 건조하였다. 건조한 녹차잎을 미세한 분말(녹분)로 만든 다음, 이 녹분을 구

멍이 미세한 면자루에 넣고, 40℃의 따뜻한 물에 담그어 2시간 이상 녹차를 우려낸 후 식혀서 녹차추출물을 수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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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려낸 녹차추출물에 맥반석 1 kg을 24시간 동안 담근 후, 활성화된 추출물에 작은 굴비는 1시간부터 큰 굴비

는 3시간까지 담그면서 20∼30분 간격으로 교반하여 녹차의 성분과 향이 굴비에 균일하게 배이게 하였다. 그런 다음

깨끗한 염수로 2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다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함으로써 본 발명

에 따른 맥반석으로 활성화된 녹차굴비를 수득하였다.

또한 상기 녹차추출물에 염도가 3% 정도 되게 소금을 첨가한 후 조기를 담그어 작은 조기는 2시간부터 큰 조기는 12

시간까지 염장하였다. 그런 다음 맥반석 1 kg을 24시간 동안 담그어 활성화된 물로 3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3

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녹차굴비를 제조하였다.

이와 같이 가공된 맥반석으로 활성화된 녹차굴비를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시식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시식자가 우

선 육질이 부드럽고, 고유의 녹차향기로 인하여 비린내가 없으며, 식후에는 뒷맛이 개운하다고 하였다.

2. 삶음가공

전남 보성에서 재배한 녹차잎을 100℃ 정도의 끓는 물에서 약 10분간 삶았 다. 녹차 성분이 함유된 추출물에 게르마

늄석 100 g을 24시간 동안 담근 후, 활성화된 추출물에 굴비를 약 2시간 동안 담근 다음, 염수로 2회 세척하고 해풍

에서 3시간 건조한 다음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게르마늄석으로 활성화된 녹차굴비를 제조하였다.

3. 볶음가공

녹차잎을 100℃에서 살짝 볶은 후 1주일 이상 건조시켰다. 건조한 녹차잎을 미세한 분말로 만든 다음, 이 녹분을 구

멍이 미세한 면자루에 넣고, 35℃의 따뜻한 물에 담그어 2시간 이상 녹차를 우려낸 후 식혀서 녹차추출물을 수득하였

다.

상기 녹차추출물에 염도가 3% 정도 되게 소금을 첨가한 후 조기를 담그어 작은 조기는 2시간부터 큰 조기는 12시간

까지 염장하였다. 그런 다음 깨끗한 염수로 3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녹차굴비를 제조하였다.

4. 분쇄가공

마른 녹차잎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화한 다음, 상기 녹분을 소금과 함께 굴비의 전신에 뿌린 후 4 내지 6시간 재워

두었다. 맥반석 1.5 kg을 24시간 동안 담그어 활성화된 물로 염장된 굴비를 2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3시간 이

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맥반석으로 활성화된 녹차굴비를 제조하였다.

또한 녹차잎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화한 다음 상기 녹분과 소금을 중량비 1:1로 혼합한 후 이를 조기의 입과 아가

미에 넣고 4 내지 6시간 동안 염장하였다. 맥반석 1.5 kg을 24시간 동안 담그어 활성화된 물로 염장된 조기를 3회 세

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맥반석으로 활성화된 녹차굴비를 제조

하였다.

실시예 2: 솔잎굴비

솔잎을 100℃ 정도의 수증기로 약 40초간 찐 다음 1주일 이상 건조하였다. 건조한 솔잎을 미세하게 분말화한 다음, 

상기 분말을 구멍이 미세한 면자루에 넣고, 45℃의 따뜻한 물에 담그어 2시간 이상 우려낸 후 식혀서 솔잎추출물을 

얻었다. 상기 솔잎추출물에 게르마늄석 50 g을 24시간 동안 담근 후, 활성화된 추출물에 작은 굴비는 1시간부터 큰 

굴비는 3시간까지 담그면서 20∼30분 간격으로 교반하여 솔잎의 성분과 향이 굴비에 균일하게 배이게 하였다. 그런 

다음 깨끗한 염수로 2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다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게르마늄석으로 활성화된 솔잎굴비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3: 뽕잎굴비

뽕잎을 100℃ 정도의 끓는 물에서 약 30분간 삶았다. 뽕잎 성분이 함유된 추출물에 맥반석 500 g을 24시간 동안 담

근 후, 활성화된 추출물에 굴비를 약 2시간 동안 담근 다음, 염수로 2회 세척하고 서늘한 해풍에서 3시간 건조한 다음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맥반석으로 활성화된 뽕잎굴비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4: 은행잎굴비

은행잎을 100℃에서 볶은 후 1주일간 건조시켰다. 건조한 은행잎을 미세한 분말로 만든 다음, 상기 분말을 구멍이 미

세한 면자루에 넣고, 40℃의 따뜻한 물에 담그어 2시간 이상 은행잎을 우려낸 후 식혀서 은행잎 추출물을 수득하였다

.

상기 은행추출물에 게르마늄석 200 g을 24시간 동안 담근 후, 활성화된 추출물에 염도가 3.4% 정도 되게 소금을 첨

가한 다음 조기를 담그어 작은 조기는 2시간부터 큰 조기는 12시간까지 염장하였다. 그런 다음 깨끗한 염수로 3회 세

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게르마늄석으로 활성화된 은행잎굴비

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5: 인삼굴비

인삼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화한 다음 상기 인삼분말과 소금을 중량비 2:1로 혼합한 후 이를 조기의 입과 아가미

에 넣고 12시간 동안 염장하였다. 맥반석 2 kg을 24시간 동안 담그어 활성화된 물로 염장된 조기를 3회 세척하고 시

원한 해풍에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맥반석으로 활성화된 인삼굴비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6: 상황버섯굴비

상황버섯을 100℃ 정도의 수증기로 약 50초간 찐 다음 1주일 이상 건조하였다. 건조한 상황버섯을 미세하게 분말화

한 다음, 상기 분말을 구멍이 미세한 면자루에 넣고, 45℃의 따뜻한 물에 담그어 2시간 이상 우려낸 후 식혀서 상황버

섯추출물을 얻었다. 상기 상황버섯추출물에 염도가 3.1% 정도 되게 소금을 첨가한 후 조기를 담그어 작은 조기는 2시

간부터 큰 조기는 12시간까지 염장하였다. 그런 다음 깨끗한 염수로 3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3시간 이상 건조

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상황버섯굴비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7: 동충하초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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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를 100℃ 정도의 끓는 물에서 약 30분 이상 삶았다. 동충하초 성분이 함유된 추출물에 게르마늄석 150 g을 

24시간 동안 담근 후, 활성화된 추출물에 굴비를 약 2시간 동안 담근 다음, 염수로 2회 세척하고 해풍에서 3시간 건조

한 다음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게르마늄석으로 활성화된 동충하초굴비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8: 감초굴비

감초를 100℃에서 볶은 후 1주일간 건조시켰다. 건조한 감초를 미세한 분말로 만든 다음, 상기 분말을 구멍이 미세한

면자루에 넣고, 35℃의 따뜻한 물에 담그어 2시간 이상 우려낸 후 식혀서 감초추출물을 수득하였다. 상기 감초추출물

에 맥반석 1 kg을 24시간 동안 담근 후, 활성화된 추출물에 염도가 3.3% 정도 되게 소금을 첨가한 다음 조기를 담그

어 작은 조기는 2시간부터 큰 조기는 12시간까지 염장하였다. 그런 다음 염수로 3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맥반석으로 활성화된 감초굴비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9: 구기자굴비

구기자를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화한 다음 상기 구기자분말과 소금을 중량비 1.5:1로 혼합한 후 이를 조기의 입과 

아가미에 넣고 12시간 동안 염장하였다. 게르마늄석 100 g을 24시간 동안 담그어 활성화된 물로 염장된 조기를 3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게르마늄석으로 활성화된 구기자굴

비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10: 오미자굴비

오미자를 100℃ 정도의 수증기로 약 50초간 찐 다음 1주일 이상 건조하였다. 건조한 오미자를 미세하게 분말화한 다

음, 상기 분말을 구멍이 미세한 면자루에 넣고, 40℃의 따뜻한 물에 담그어 2시간 이상 우려낸 후 식혀서 오미자추출

물을 얻었다. 상기 오미자추출물에 작은 굴비는 1시간부터 큰 굴비는 3시간까지 담그면서 20∼30분 간격으로 교반하

여 오미자의 성분과 향이 굴비에 균일하게 배이게 하였다. 그런 다음 깨끗한 염수로 2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다

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오미자굴비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11: 오갈피굴비

오갈피를 100℃ 정도의 끓는 물에서 약 30분간 삶았다. 오갈피 성분이 우러난 추출물에 맥반석 500 g을 24시간 동안

담근 후, 활성화된 추출물에 염도가 3.5% 정도 되게 소금을 첨가한 다음 조기를 담그어 작은 조기는 2시간부터 큰 조

기는 12시간까지 염장하였다. 그런 다음 깨끗한 염수로 3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

5℃에서 급속 냉동하여 맥반석으로 활성화된 오갈피굴비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12: 당귀굴비

당귀를 100℃에서 볶은 후 1주일간 건조시켰다. 건조한 당귀를 미세한 분말로 만든 다음, 상기 분말을 구멍이 미세한

면자루에 넣고, 40℃의 따뜻한 물에 담그어 2시간 이상 우려낸 후 식혀서 당귀추출물을 수득하였다. 상기 당귀추출물

에 게르마늄석 200 g을 24시간 동안 담근 후, 활성화된 추출물에 염도가 3.2% 정도 되게 소금을 첨가한 다음 조기를 

담그어 작은 조기는 2시간부터 큰 조기는 12시간까 지 염장하였다. 그런 다음 염수로 3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게르마늄석으로 활성화된 당귀굴비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13: 홍차굴비

홍차를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화한 다음 상기 홍차분말과 소금을 중량비 2:1로 혼합한 후 이를 조기의 전신에 뿌리

고 20시간 동안 염장하였다. 맥반석 2 kg을 24시간 동안 담그어 활성화된 물로 염장된 조기를 3회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에서 급속 냉동하여 맥반석으로 활성화된 홍차굴비를 제조하였다.

상술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일례를 예시하는 것일뿐, 이하 청구되는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인체에 이로운 천연재료를 굴비에 접목시켜 가공함으로써 건강지향적이

면서 식미감이 우수한 굴비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라 가공된 굴비는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개운할 뿐만 아니라, 생

선 비린내가 없으면서 천연재료 특유의 향을 발산한다. 또한 맥반석 또는 게르마늄을 적용할 경우 유해물질 흡착, 미

네랄 용출, 탈취, 정수 및 원적외선 방사효과로 인하여 가공굴비의 상품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당년에 채취한 단년생 녹차잎을 100℃ 정도의 수증기로 약 30∼40초간 찐 다음 1주일 이상 건조하고, 상기 건조

한 녹차잎을 미세한 분말(녹분)로 만든 다음, 이 녹분을 구멍이 미세한 면자루에 넣고, 40℃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담그

어 2시간 이상 녹차를 우려낸 후 식혀서 녹차추출물을 수득하는 단계;

(b) 상기 (a)단계의 녹차추출물에 맥반석 또는 게르마늄석을 24시간 이상 담가 녹차추출물을 활성화하는 단계;

(c) 참조기만을 크기별로 선별하고, 적어도 6개월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으로 4시간부터 6시간 재우는 단계;

(d) 상기 (c)단계에서 수득한 조기를 염수(정수된 바닷물)에 2∼3회 세척하고, 12시간 이상 건조하여 굴비를 수득하

는 단계;

(e) 상기 (b)단계에서 수득한 활성화된 추출물에 (d)단계에서 수득한 건조굴비를 1시간 내지 3시간까지 담그면서 20

∼30분 간격으로 교반하여 녹차의 성분과 향이 굴비에 균일하게 배이게 하는 단계;

(f) 상기 (e)단계에서 수득한 조기를 깨끗한 염수로 세척하고 시원한 해풍에서 다시 3시간 이상 건조한 후, 영하 45℃

이하에서 급속냉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녹차를 함유한 굴비의 가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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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녹차를 100℃ 이상의 물에서 삶아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차를 함유한 굴비의 가공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녹차를 100℃ 이상의 수증기로 찌고 분말화한 다음 100℃ 이하의 물에 담그어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차를 함유한 굴비의 가공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녹차를 100℃ 이상의 온도에서 볶고 분말화한 다음 100℃ 이하의 물에 담그어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차를 함유한 굴비의 가공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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