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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산약(마)를 이용한 약주의 제조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산약(마)를 이용한 약주의 제조방법에 관한분야.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 약주는 꼬두밥을 만든후, 식혀서 누룩과 주모와 물을 혼합하여 발효, 숙성시켜 제조하였기에 누룩제
조에 따르는 시간이 과다소요되고 계절마다 누룩의 특성이 달라 맛과 질이 균일하지 못한등의 폐단이 따
르면 건강주로서의 기능 및 효능이 없었던 것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발명은 산약(마)과 찹쌀을 주재료로 하여 산약주를 제조하도록 한 것으로 특히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당화효소와 곰팡이로 당화과정을 거침으로서 시간절약, 솔찌꺼기량 감소 밋 균일한 맛과 질의 제품제조가 
용이하고 음주시 산약의 효능에 의해 자양강장등등에 효과가 큰 건강주를 제조하는데 발명의 요지가 있다 
할 것임.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산약주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임.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공정을 나타낸 블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발명은 산약(마)과 찹쌀을 주재료로 하여 고효율 알콜발효를 통한 산약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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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당화 효소와 곰팡이로 당화과정을 거침으로써 시간절약, 술찌꺼기량 감소 및 누
룩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균일한 제품을 제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종래의 약주는 쌀을 쪄서 꼬두밥을 만든 후 방냉하고, 여기에 물과 누룩 및 주모를 혼
합하여 복발효 숙성시킨 뒤 이를 여과 살균하여 약주를 제조하였은데, 상기한 누룩은 제조시 시간이 과다
하게 소요되고, 또 이를 이용하여 약주를 제조할때는 술찌꺼기가 다량 발생하며, 계절에 따라 누룩의 특
성이 다름에 따라 균일한 맛과 질을 가진 약주를 제조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시각을 달리하여 산약(마)의 효능을 살펴보면, 산약은 마의 뿌리덩어리로서 허로 손상을 낫게하고 
기운을 밀하고 살지게 하며 (향약집성방),  요통 현기증을 낫게하고 오장을 밀하고 빈혈을 없에(명의실
록), 신을 밀하여 성기능을 높이고(급유방), 심기가 모자라는 것을 밀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한약집성방) 효능이 있어 생것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말려서 한약재로 많이 소비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발명은 산약과 찹쌀을 이용하여 자양강장 효과가 뛰어난 약주를 제공하려는데 본발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산약주 제조시 누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당화 효소와 곰팡이로 당화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누룩제
조에 소비되는 시간의 절약과 술찌꺼기량의 감소 및 균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효모접종 이
전에 브릭스당도를 22도까지 당화함으로써 접종초기에 효모의 증식을 원활하게 하여 잡균오염 등을 크게 
줄일수 있도록 하여 매우 위생적이도록 하며, 발효과정중에도 계속 당화와 발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술
의 숙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발명의 제조과정을 공정별로 설명하면,

제1공정 : 증자공정

산약 20∼50%와 찹쌀 50∼80%를 혼합하고 여기에 상기 주재료(산약 + 찹쌀)와 동일분량의 물을 첨가한후 
100∼121℃에서 1∼2시간동안 증자한다.

제2공정 : 액화, 당화공정

증자후  주재료와  동일분량의  물을  다시첨가하여  60∼65℃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알파  아밀라재(α  - 
amylase) 같은 당화효소와 배양한 아스퍼질러스의 곰팡이(Aspergillus)를 증자후 첨가되는 물량의 1/5정
도 첨가하여 12∼15시간 당화과정을 거쳐 방냉을 하여 30℃ 전후의 온도로 유지시킨 다음 배양한 효모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상기 물양의 1/5정도 접종한다.

제3공정 : 발효, 숙성공정

액화, 당화공정후 2℃로 저온발효와 숙성이 이루어지게 하되, 약 20일동안 숙성시킨다.

제4공정 : 여과공정 

발효 숙성된 산약주를 여과기로 여과하고 

제5공정 : 병 또는 용기에 주입 

병이나 용기에 주입한후 

제6공정 : 살균공정 

60∼70℃에서 15분∼20분 동안 살균처리한다.

또한 산약주 제조과정중 숙성공정에서 당귀나 천궁 또는 백지의 엑기스나 원재료 등을 첨가하면 각각의 
약재에 의한 향이 발생되어 음주시 향을 음미하면서 마실수 있게 된다.

이하 본발명을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1공정 : 증자공정 

산약 2Kg(40%)과 찹쌀 3Kg(60%)를 혼합한후, 여기에 5ℓ의 물을 첨가 한 후 110℃에서 1시간 30분동안 증
자하였다.

제2공정 : 액화, 당화공정 

상기 증자된 주재료(산약 + 찹쌀)에 다시 5ℓ의 물을 첨가하여 60℃로 되게한 다음 태평양 제약 제품인 
알파 아밀라재(α - amylase)와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를 1ℓ 첨가하여 14기간동안 당화과정을 거치
고 이어서 방냉하여 30℃로 되게 한 다음,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1ℓ를 접종하였다.

제3공정 : 발효숙성공정 

상기 액화 당화를 거친 후 20℃를 유지하여 20일동안 저온발효 및 숙성시컸다.

제4공정 : 여과공정 

제3공정을 통하여 저온 발효된 약주를 여과기로 걸려내었더니 산약주가 제조되었다.

제5공정∼제6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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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약주를 병에 담아 살균실로 이송시켜 15분동안 살균시켰다.

위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조된 산약주를 산약의 특성에 의해 자양, 강장, 익정, 보폐, 지사, 거담등에 매
우 큰 효과가 따르게 되고, 또 별맛이 없어 산약자체만 먹기는 힘든 것을 술로 담그므로서 매우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음주와 더불어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주로서 효능을 크게 발
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약주의 숙성과정에서 당귀나 천궁, 또는 백지의 엑기스나 원료등을 첨가하면 각각의 약재에서 우
러나오는 향으로 인하여 풍미가 뛰어나게 되므로 매우 그윽한 향을 받으면서 술을 마실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발명은 산약을 주원료로 하여 산약주를 제조하되 종래 약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었
던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당화 효소와 곰팡이로 당화과정을 거침으로써, 약주 제조시간이 단축되고 술찌
꺼기량 감소 및 제품의 맛과 질의 균일화를 이룰수 있게 되고, 산약 자체의 효능에 의해 음주시 건강증진
에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며, 더불어 산약의 소비량이 크게 늘게 되어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줄수 있게 되
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따르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산약과 찹쌀을 주재료로 하여 산약주를 제조하되, 산약 20%∼50%, 찹쌀 50∼80%를 혼합한후 상기 주재료
와 같은 량의 물을 첨가하고 100∼121℃에서 1∼2시간 증자하며, 증자후 상기 주재료와 동일분량의 물을 
다시 첨가하여 60∼65℃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알파 아밀라제(α-amylase)와 같은 당화효소와 배양한 아스
퍼질러스속(Aspergillus sp)의 곰팡이를 첨가하여 12∼15시간 동안 당화시킨후 방냉하여 30℃ 전후의 온
도로 유지시키고, 여기에 효모를 접종하여 20℃로 저온 발효숙성시켜서 산약주를 제조함을 특징으로 하는 
산약을 이용한 약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숙성기간은 약 20일 내외로 함을 특징으로 하는 산약을 이용한 약주의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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