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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약초 나물

요약

콩나물,녹두나물, 앨파파,미나리 등 나물 재배 공정에서 유익한 약효성분을 가진 한약재 원료를 가공처리하여 좋은 

나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천궁, 지구자(헛개), 오갈피(오가피), 국화, 참나무숯,대나무숯,소나무숯을 사용하고자 한다.

색인어

오갈피나물, 천궁,지구자,약초나물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인삼,느릅,녹차 등 약초류를 약탕기로 달여내어 물과 섞어 살수기로 뿌려 키우는 것은 특허청에 특허를 의뢰한 것이 

많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산되어 유통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오가피나무와 지구자나무등을 이용한 나

물 재배공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콩,녹두,알파파,미나리 등 나물류는 생육환경조건상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 가정에서 별다른 부담없이 바로 조리를

할 수 있는 나물류이다. 지구자나무와 오가피나무가 가지고 있는 약효성분을 추출하여 나물류의 생육조건상 공급되

는 물과 희석하여 흡수시키면 보다 유효한 먹거리가 된다. 그래서 나물류의 재배조건상 뿌리부분과 머리부분에 삼베

로 감싼 약초성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과 약초를 달인 물과 물을 혼합하여 살수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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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플라스틱 용기 등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배출된다.나물류를 재배하는 공정에서 재배하는 용기는 토기로 

만든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의 아래부분은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채운다. 가) 참나무,대나무,소나무 등 침엽수를 태우

다 남은 숯덩이를 1센티미터 크기로 분쇄한 것을 아래부분에 1cm 높이로 깐다. 나) 태우지 아니한 오가피나무,참나무

,대나무,소나무를 1센티미터 크기로 파쇄한 것을 높이 1cm를 채운다. 다) 위생적인 얇은 망사나 삼베를 깐다. 라) 콩,

녹두,알파파,미나리 등 나물류의 씨앗, 종자를 물에 불려 싹 틔운 것을 적당한 양만큼 올린다. 마) 용기의 윗부분은 위

생적인 삼베조각으로 덮는다. 바)얇게 썬 약효성분물질(천궁,국화)등을 삼베천으로 묶어 마)위에다 덮는다. 사) 천궁,

국화,지구자(헛개나무),오가피나무를 1센티미터 크기로 파쇄하여 물 2ℓ에 지구자나무(열매,잎,목부)를 100g,오가피

나무,천궁,국화를 각각 20g씩 넣고 100℃로 30분 정도 끓이고 약한 불로 2시간 정도 달여 식힌다. 우려낸 약효성분과

물의 비율을 30:70 또는 50:50 의 비율로 섞어 온도 20℃에 맞춰 살수기로 뿌려 나물 재배를 한다. 나물 재배실은 온

도 20℃~ 25℃ 를 유지한다. 습도는 다습한 상태를 유지한다. 비닐,판넬 등으로 방을 만들어 외부로부터의 바람,악취

,추위등을 막는다. 미나리류를 재배할 땐 햇빛을 투과시켜 광합성을 돕는다.

발명의 효과

오가피나무, 지구자나무,천궁,국화의 약효성분을 나물류에 흡수시켜 재배하면 나물류의 성장에 좋고, 영양, 약리성분

을 일반 소비자가 체내에 흡수할 수가 있으므로 건강에 좋다. 오가피나무의 약리성분은 다음과 같다. 많은 종류의 오

갈피 배당체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약재다. 리그닌 배당체인 오가피배당체 (Acanthoside B, D)가 있고 면역성을

높혀주는 수용성 다당체가 있다. 잎에는 지사노 사이드(Chiisanoside)가 있어 약리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뿌리에는 

오가피 배당체,지링긴(Sylingin), 쿠마린 배당체 등이 있다. 이들 성분들은 생체의 기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범적응적(凡適應的)인 활성(Adaptogenic activity)이 있어 양생효과, 질병예방, 자가면역적인 질환 

등에 대해서 그 효과가 광범위하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간기능 보전과 해독

작용, 면역기능 및 생체 저항력의 강화,류마치스 관절염 요통에 대한 효과, 각종 생체기능의 향상,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효과,기초대사작용(다이어트 효과)등이다. 지구자나무의 약효성분은 다음과 같다. 《본초강목》에 술을 썩히는 

작용이 있다고 하며 생즙은 술독을 풀고 구역질을 멎게 한다고 하였다.지구자(헛개)나무의 열매, 뿌리, 가지, 잎에서 

포도당, 사과산, 칼슘을 비롯한 후랑구라닌, 호베닌, 호베노시드, 하벤산 등의 인체 내의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

어 술 해독작용과 피로회복, 번열증, 당뇨병, 구토증, 소화불량, 액취증의 치료 및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 효과를 가지

고 있는 나무로 판명되었다. 지구자(헛개)나무에서 추출되는 『암페롭신과 호베니틴스』란 활성화학 물질이 간을 보

호해 주고 각종 암(간암, 유방암, 위암)에 90%의 암세포 박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방에서는 방향성 식물

인 천궁의 뿌리줄기는 진정,진통,강장에 효능이 있어 두통,빈혈증,부인병 등에 사용한다고 한다. 국화 꽃에는 트리메

칠사이크로 헥산,카보시릭산,아카세틴이 있고, 잎,줄기에는 아데닌,쵸린스타치드린의 성분이 있어 간을 보호하고 눈

을 밝게 한다고 한다. 황색색소인 크리산테민, 정유, Adenine,Choline,Amino acide, Flavonoide,비타민 등이 함유되

어 있다. 두통,풍열 을 없애고,청열을 해독하고,피로한 눈,노안, 백내장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구자나무,오가피나무,천궁,국화 등을 달여 낸 물을 희석하여 살수기로 분사시켜 재배한 나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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