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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약초성분함유 족발과 이의 가공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이 있기 전에는 우리주변에서 보양식으로 알려진 족발음식에 있어서, 최근에 보쌈음식과 함께 많은 이들
이 식도락용으로 즐겨 찾는 돼지발과 다리부위만 별도로 조리하여 족발이란 식품으로 일반음식과 차별화하여 서
빙하고 있는 음식이 개발되어 있고 상기 음식을 족발이라 부르고 이에 대한 조리부문에서 보다 더욱 졸깃하도록
가공하는 방법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동기는 최근에 일종의 음식문화를 다변화하여 고객유치와
매상증대를 기하기 위한 방책으로 유행하는 경향에서 각종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족발음식이 건강을 위한 점이라 것에 초점을 맞추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방재료를
구입하여 용탕을 마련하고 이 용탕에 돼지족발을 넣고 일정시간 끓여 족발이 졸깃하면서 각종 한약제로 인해 건
강보조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가공하는 방법과 약초재료를 배합하는 배합률과 조재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의한 족발가공을 특화하는 것을 발명으로 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족발이 새로운 건강음식으로 자리매김하므로 버려지는 돼지족발의 기호적 음식으로 가공되므로 인하여
돼지의 모든 부위가 모두 음식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여 식생활문화의 발전에 일익을 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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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시간 삶아 수육으로 제공되는 돼지족발음식에 있어서;
가마솥에 식수와 염도 0.6％에 심층암반 천연 미네랄이 함유된 해양성심층수와, 생약재료로는 뽕나무뿌리와 오
미자와 팔각과 작약과 당귀와 구기자와, 조미료로는 대파와 무와 양파껍질과 생강을 탕에 담아 혼합시키는 재료
담기와 끓이기 준비를 하는 준비단계(제1공정)와
상기 준비단계 탕에 돼지족발을 넣고 90분간 익히는 족발 넣기와 삶기를 실시하는 삶는 단계(제2공정)와 상기
삶는 단계 종료 후 삶아진 돼지족발을 건져내어 뼈를 추려내고 벗긴 단족껍질은 고깃덩어리 사이에 끼우고 둥글
게 말아 섭씨 30도 오븐에 60분간 숙성시켜 성형시키는 조제하기와 숙성시키는 조리단계(제3공정)로 가공하여
족발편육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초성분함유 족발
청구항 2
부피환산으로 60％의 식수와 30％의 해양성심층수로 혼합된 육수에 세절된 뽕나무뿌리 0.4％와 오미자 0.3％와
팔각 0.3％와 작약 0.3％와 당귀 0.3％와 구기자 0.3％의 한방약제와 대파 2％와 무 2％와 양파껍질 2％와 생강
0.6％의 조미재료와 물엿 0.4％와 대추 0.4％와 감초 0.4％의 감미재료와 정종 0.3％를 육질연화재료로 가마솥
에 재료담기와 끓이기를 하는 준비단계(제1공정)를 거쳐
돼지족발을 생체로 넣는 족발 넣기와 90분간 끓이기로 삶는 단계(제2공정)로 조리된 돼지족발을 건져내어 뼈를
제거한 육질을 껍질에 쌓고 둥글게 말아 상온 또는 섭씨 30도에 60분간 굳혀 조제하기와 숙성시키기 조리단계
(제3공정)로 성형시켜 편육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초성분함유 족발가공방법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음식분야의 요리분야에 속하는 음식가공에 관한 것으로, 음식을 요리할 때 보다 맛과 숙성과 가공으
로 많은 이들에게 입맛을 돋우어주는 가공하는 방법이며 주로 주방에서 행하는 음식요리분야로서 전문적으로 행
하는 음식분야의 가공기술이기도 하다.

[0002]

많은 음식가공에서 모두 음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본 요리방법은 직접 가공하여 식품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식품의 맛과 부드러움을 위해 스스로 버려지면서 자체성분이 가공하고자 하는 음식에 향이나 맛
으로 공여하는 소멸성재료와 이 소멸성재료로부터 받아지는 향이나 추출물이 대상음식에 침투하여 전이시키는
재료의 가공 등에 속한 기술분야이기도 하다.

배 경 기 술
[0003]

본 기술의 배경은 음식가공에서 양념류에 관한 지식을 응용하여 양념대신에 약초에 함유된 특수성분을 가공하고
자 하는 품목에 전이시키는 가공기술로서 전이시키고자 하는 음식에 합당한 향이나 특수성분을 적정하게 함유되
도록 하는 가공기술과 양파껍질색상을 띄우게 하는 염색기술 등을 배경으로 하는 요리분야이다.

[0004]

일반적으로 요리분야의 기술은 기름을 사용하여 찌거나 튀기거나 하여 부드럽고 졸깃하게 요리한 것이 통례이나
본 가공기술은 약초라는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특수성분을 전이시키는 방법으로 함유된 성분을 추출하여 원하는
재료가 적절하게 흡수하도록 하는 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0005]

본 발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음식의 가공에서 특수성분을 다른 식품으로 함유되었던 성분을 고스란히 전이시
키는 요리기술의 정립이며 가장 합당하게 가공해야 하는 조건과 방식의 개발이며 이러한 방법은 맛을 통하여 완
전하게 이전시키는 이전기술의 개발 등을 과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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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

이러한 전이재료들이 서로 길항작용이 없도록 선택하는 기술과 재료의 판별기술 등인데 서로 혼합되었을 때 독
성을 일으키는 문제와 서로 엉키므로 발생되는 재료의 변형 등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식품으로 식후 복통 등이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점에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리에 관한 과제라는 것이 특징이다.

효 과
[0007]

본 발명의 족발이 전이하고자 하는 성분으로 맛과 향을 개선시키면서 건강에 영향력을 가할 수 있다면 최근에
뜨고 있는 식품으로 곽광을 받으면서 매출이 향상되어 이 발명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크게 매출이 신장되는 효과
가 기대된다.

[0008]

일반 소비자들은 새로운 맛을 지닌 족발이란 음식을 즐겨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식도락을 즐기는 이들에게
또 다른 기호식품으로 정착되므로 인한 식도락을 즐기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식품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9]

지금까지 평범한 방법인 식수에 소금과 식품용 색소와 향료를 넣고 장작불로 끓인 솥에 돼지 족발을 삶은 후 삶
은 장족고기는 뼈를 골라내면서 뼈를 제거한 단족껍질들을 장족고기 속에 넣어 둥글게 말아 장시간 숙성시키면
서 서로 엉키도록 열을 가해 붙게 하여 잘게 썰어 접시에 담는 방법으로 조리해 왔다.

[0010]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하여 족발을 요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늘 이렇게 하는 것만이 족발의 가공방법이
며 이러한 방법 이외는 요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일상적으로 돼지발과 발목 등의 음식조제만으로 관행적으
로 조리하여 왔으며 검붉은 색상을 발현시키기 위해 식용색소 등으로 발색시켜 왔고 심지어 저가판매를 위해 불
량재료도 사용하는 등 위생상 난제가 많았다.

[0011]

이런 와중에 냄새에 예민한 일부 식도락가는 느끼한 맛으로 인해 과하게 먹을 때는 늘 불편함을 느껴 왔으며 이
를 커버할 방법으로 양념을 여러 가지로 혼합하여 곁들이게 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양념을 구사하던 중에 한
방에서 사용하는 일반 약제들을 첨가하여 고유의 향과 즙액을 전이시키는 방법까지 개발하여 우리 주변에서 흔
히 나물 등으로 사용되는 일반 약초들과 몇 가지 양념과 함께 사용하므로 맛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동시에 건강
에 유용한 방면으로 첨가방법을 구상하게 한 후 이의 실용을 위해 요리방법으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0012]

족발가공방법에 첨가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방법 중에 한방약초를 사용하였는데 한방약초 중에 우리
주변에 흔히 알려진 여성적인 알칼리재료인 뽕나무뿌리와 당귀와 구기자와 작약 및 오미자를 선택하여 돈육의
산성화를 중화시키므로 맛을 향상시키고 양념으로는 물엿과 생강과 대파와 양파껍질과 무 등을 추가하여 맛을
돋우면서 감미용으로 대추와 감초를 추가하고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 일부와 6천 피피엠(ppm), 즉 염도 0.6％의
해양성심층수를 족발가공용 솥에 물로 채울 때 물 전체량의 3활 정도를 육수로 사용할 식수 6활과 혼합하여 삶
을 솥에 채우고 상기 첨가약초와 양념과 감미료를 합한 량을 1활로 하는 용적비 계산으로 채운 탕에 족발을 90
분간 삶는 동안 족발 육질에 첨가재료성분이 스며들도록 조리하며 가공하는 것이다.

[0013]

소금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해양성심층수를 사용하는 것은 간을 맞추려는 것도 있으나 상기 해양성심층수에는
지하에 오랜 기간 안정된 각종 암반에서 스며든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삶을 동안에 이러한 천연 미
네랄도 모두 스며들게 하려는 것이다.

[0014]

족발을 가공하는 방법에서 먼저 각 재료의 혼합방법은 본 발명의 족발을 삶을 가마솥에 채우는 재료의 배합비율
도(도 1)에 열거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족발 삶을 열탕의 마련을 육수전량으로 하였으나 본 열탕은
식수를 부피로 환산하여 60％로 낮추고 해양성심층수를 30％로 보충할 때 소금도 보충하여 염도를 1.8％가 되게
하므로 종래의 3％보다 낮게 한 것은 약초의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고, 약초와 양념 등의 넣는 량
은 첨가재료에 따라 열거하면 부피환산으로 대파 1백분의 2, 즉 2％를 비롯하여 무 2％, 양파껍질 2％, 생강
0.6％, 뽕나무뿌리 0.4％, 오미자 0.3％, 팔각 0.3％, 작약 0.3％, 당귀 0.3％, 구기자 0.3％와 감미제로 물엿
0.4％, 대추 0.4％, 감초 0.4％와 육질연화를 위해 정종 0.3％를 첨가하므로 이들의 합계를 1백분의 1백(1백
％)이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오랜 기간 숙성되어 이온화 된 철분과 마그네슘과 망간과 세륨 및 기타 다수 종류의
심층암반 천연 미량광물질이 함유된 새로운 육수로 개발할 수 있었으며 양파껍질에서 추출되는 색소는 검붉은
색상으로 착색되는 족발로 가공될 수 있었다.

실 시 예
[0015]

반섬들이 큰 솥에 부피로 환산하여 1백분율을 기준으로 식수는 60％, 해양성심층수는 30％, 약초로는 뽕나무뿌
리 0.4％, 오미자 0.3％, 팔각 0.3％, 작약 0.3％, 당귀 0.3％, 구기자 0.3％로 세절 및 세척하여 솥에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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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으로는 대파 2％, 무 2％, 양파껍질 2％, 생강 0.6％와 감미제로 물엿 0.4％, 대추 0.4％, 감초 0.4％와 육
질연화를 위해 정종 0.3％를 첨가한 합계 1백분의 1백(100％)을 담은 육수에 공판장에서 구입한 돼지족발을 생
으로 넣고 90분간 고열로 삶았다,
[0016]

삶기를 마친 족발은 탕 속에서 건저 물기를 빼고 열을 발산시킨 후 큰 뼈는 빼어 내고 단족껍질들은 벗겨내어
고기 사이에 적절하게 끼우고 다리모양으로 둥글게 말아 줄로 묶어 약 60분간 섭씨30도 내외의 오븐에 넣고 엉
겨 붙기를 기다렸다.

[0017]

한 식경을 경과한 뒤에 둥글게 마라놓은 족발을 세로로 놓고 세절하여 그릇에 담아 서빙을 하기 전의 육질의 외
관은 은은한 약초냄새와 연한 밤색으로 족발의 고유성을 보여줄 때 먹음직한 외관을 지니면서 맛을 볼 때 구수
하고 부드러우면서 단맛에 대추와 오미자 등의 향이 발산하며 구미를 돋우어 주었다.

[0018]

상기 가공방법을 순서로 열거하면 먼저 가마솥준비와 준비한 재료들을 세척하고 한방약초와 나무뿌리를 솥에 담
을 수 있는 크기로 세절하여 육수와 해양성심층수로 채운 솥 속에 채워 넣고 가마솥과 재료담기와 끓이기를 할
수 있게 준비단계(제1공정)를 마쳤다.

[0019]

준비단계(제1공정)가 완료되었으므로 재료를 담은 가마솥에 족발을 넣고 90분간 끓이기로 삶기를 하면서 족발이
탕 밖으로 나오지 않게 살피며 삶는 단계(제2단계)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0020]

삶은 족발은 큰 뼈는 발라내고 단족의 작은 뼈는 껍질을 벗겨 뼈는 별도로 보관하고 껍질만 고기 덩어리사이에
끼어 넣고 다리모양으로 둥글게 말아 끈으로 묶어 오븐에 넣고 섭씨 30도 내외의 약한 열기로 숙성시켰는데 시
간은 60분으로 하여 잘 굳혀 성형시키는 조리단계(제3공정)를 실행했다.

[0021]

상기 단계를 모두 완수하였으면 별도로 보관한 단족을 밑에 깔고 위에 얇게 썰어 놓은 족발편육을 예쁘게 갈아
서빙하면 완성단계(제4단계)로 성공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2]

도 1은 본 발명의 족발을 삶을 가마솥에 채우는 재료의 배합비율도,

[0023]

도 2는 본 발명의 족발을 가공하는 가공순서별 가공공정도,

[0024]

＜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

[0025]

제1공정 : 준비단계,

[0026]

제2공정 : 삶는 단계,

[0027]

제3공정 : 조리단계

[0028]

제4단계 : 완성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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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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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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