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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어린 보리잎으로 차를 만들어 계절에 관계없이 보리잎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보리잎차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겨울 추위를 이겨낸 어린 보리잎을 채취하여 세척한 후 무쇠가마솥에서 쪄내고 이를 그늘에서 자연 
건조시킨 후 달구어진 무쇠가마솥에서 덖어주고 꺼내어 식히는 과정을 수회 반복하여, 보리잎차를 제조하는 것이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겨울 추위를 이겨낸 어린 보리잎으로 차를 만들어 계절에 관계없이 보리잎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보리잎
차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벼농사가 끝난 후 파종하여 추운 겨울을 지나 싹이 나게되는 보리는 각종 장류의 제조와 엿기름, 보리차를 만드는데 사
용되는 한편 자연식품으로서도 인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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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겨울 추위를 이겨낸 어린 보리잎은 동의보감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질이 미지근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으
니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심복의 창만을 없애주며 속을 뜨시게 하고 위를 열어주며 곽란을 그치게 하고, 황달을 주로 치
료하며, 속을 더웁게 하여 곡식을 소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2∼3월에 보리잎을 채취하여 달여먹고 있다.

그러나 보리잎을 채취하는 시기가 한정되고 또한 채취한 보리잎은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보리잎을 장복하지 못하고 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겨울 추위를 이겨낸 어린 보리잎을 채취하여 차로 만들어주므로써 계절과 시기에 관계없이 보리잎을 우려낸 
물을 복용하여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심복의 창만을 없애주며 속을 뜨시게 하고 곽란을 그치게 하는 효능을 볼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어린 보리잎을 채취하여 깨끗이 세척한 후 무쇠가마솥에서 쪄내고 이를 그늘에서 자연 건조시킨 후 
달구어진 무쇠가마솥에서 덖어내고 꺼내어 식히는 과정을 수회 반복하여, 보리잎차를 제조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겨울 추위를 이겨낸 어린 보리잎을 이용하여 보리잎차를 제조하는 것으로, 제조된 보리잎차는 한지에 싸서 
보관하거나 티백 포장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리잎차는 2∼3월에 채취한 보리잎을 이용하고, 채취된 보리잎은 참숯을 우려낸 물과 황토를 이용해 만든 지장수로 깨
끗이 물로 씻어주되 보리잎이 꺽이거나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씻어준다.

깨끗이 씻은 보리잎은 면헝겊을 깔은 채반위에 올려 놓고 물이 담겨진 무쇠가마솥에 넣은 후 장작으로 물을 가열하여 
보리잎을 쪄내되 무쇠가마솥을 덮은 뚜껑에서 수분이 방울져 떨어지면 채반의 보리잎을 꺼내어 통풍이 잘되는 곳에 깔
아놓고 건조시킨다.

바람에 충분히 건조가 되면 무쇠가마솥을 장작으로 달군 후 한움쿰씩의 보리잎을 무쇠가마솥에 넣고 손끝으로 헤쳐가
며 덖어주되 보리잎이 바삭거리지 않을 정도로 덖어준다.

덖어진 보리잎은 무쇠가마솥에서 꺼내어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열기를 충분히 식힌 후 다시 무쇠가마솥에 넣어 덖고 다
시 꺼내어 열기를 식히는 과정을 수회 반복한다.

그러면 보리잎차가 완성되며 보리잎차는 한지에 쌓아 옹기속에 보관하거나 티백포장하여 보관하게 되고, 녹차를 마시듯
이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마시게 된다.

이러한 본 발명의 보리잎차 제조방법을 실시예에 의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본 발명은 어린 보리잎을 채취하는 채취과정, 보리잎을 세척하는 세척과정, 보리잎을 찌고 건조시키는 찜과정, 건조된 
보리잎을 덖어주는 덖음과정, 덖어낸 보리잎을 포장하는 포장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 채취과정

보리가 자라나는 2∼3월에 겨울 추위를 이겨낸 어린 보리잎을 되도록 상하지 않게 가위등으로 절단하여 채취하되 보리
의 길이는 5㎝ 내외가 되도록 한다.

여기서 2∼3월에 보리잎을 채취하는 이유는 겨울을 지난 보리잎이 깊은 맛과 영양을 지니기 때문이다.

보리잎이 봄철에 자라난 보리잎은 맛이 비리고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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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척과정

채취된 보리잎은 상하지 않게 조심하여 3회정도에 걸쳐 세척하도록 하되 처음 2회정도 세척할때 50리터의 물에 2㎏의 
백탄참숯을 하루정도 우려낸 물을 사용하여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헹구어내는 물은 순수황토를 이용하여 만든 지장수를 
사용하며, 세척된 보리잎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짚으로 만든 멍석위에서 건조시킨다.

여기서 보리잎 세척시 참숯을 우려낸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숯이 중금속, 농약, 발암물질 등을 흡착하여 독소제거를 하
기 때문에 숯물로 보리잎을 세척해 주게 되고, 다시 황토를 이용해 만든 지장수로 세척해 주는 이유는 황토가 원적외선
을 방출하며 정화력과 분해력이 있기때문에 황토지장수로 보리잎을 세척해 주게 되며, 충분히 세척된 보리잎은 그늘지
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찜과정

세척 후 건조시킨 보리잎은 면 헝겊을 깔은 채반위에 얇게 올려 놓고, 채반을 무쇠가마솥에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장작으
로 가마솥을 가열한다.

이때 가마솥에는 미리 물을 부어 놓아 채반에 얹힌 보리잎이 증기로 쪄지도록 한다.

가마솥에 보리잎을 넣고 장작을 태워 150℃가 되게 5분동안 가열시키면 수증기에 의해 보리잎이 쪄지게 되며 수증기가 
가마솥 뚜껑에서 결로되어 방울져 떨어질 때까지 쪄 주게 된다.

이같이 가마솥 뚜껑에서 수증기가 방울져 떨어지면 뚜껑을 열고 채반을 꺼내어 부드럽게 5회정도 덖은 다음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하루나 이틀정도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때 보리잎의 수분함량이 30% 정도가 될때까지 건조시키게 된다.

4. 덖음 과정

충분히 건조된 보리잎은 무쇠가마솥에서 손으로 덖은 다음 꺼내어 30분 정도 그늘에서 열기를 식힌 후 다시 덖어주는 
과정을 6회정도 실시한다.

무쇠가마솥은 장작을 태워 약 30℃ 정도가 되게 가열한 상태에서 보리잎을 한움큼 집어 가마솥에 뿌린 후 손으로 저어
가며 5분 이내에서 덖어준다.

보리잎을 한움큼씩 손으로 저어가며 덖어주는 이유는 보리잎이 타지 않고 덖어지게 하는 한편 보리잎이 꺽이거나 부러
지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한번 덖어진 보리잎은 가마솥에서 꺼내 열기를 식힌 후 다시 덖고 열기를 식히는 과정을 총 6회 정도 실시하며, 이렇게 
수분을 증발시켜야만 보리잎 특유의 맛과 영양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5. 포장과정

충분히 덖고 열기를 식힌 보리잎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한지에 싸거나 티백 포장한다.

한지에 쌓아 줄 경우는 전통한지로 두껍게 포장한 후 반드시 옹기에 넣어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두어야만 맛과 향이 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티백 포장할 경우는 사용이 간편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산된 보리잎차는 뜨거운 물에 담가 그 맛과 향을 우려낸 후 차처럼 마시면 되고, 물의 량을 조절하여 기호에 
맞게 마시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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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겨울 추위를 이겨낸 보리잎을 차로 만들어 계절과 시기에 관계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으며, 보리잎 
특유의 맛과 향을 음미하는 한편 약리 작용에 의한 효과도 기대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길이 5㎝ 정도의 어린 보리잎을 2∼3월에 채취하는 채취과정과,

채취된 보리잎을 참숯을 우려낸 물로 2회 세척하고 황토를 이용하여 만든 지장수로 1회 세척한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서 건조시키는 세척과정과,

건조된 보리잎은 면헝겊을 깔은 채반에 담아 무쇠가마솥에서 수증기가 방울져 떨어질때까지 쪄준 후 수분함량 30% 정
도가 되게 충분히 건조시키는 찜과정과,

상기 찜과정에서 건조된 보리잎을 한움큼씩 30℃로 가열된 무쇠가마솥에 넣어 5분 이내에서 손으로 저어가며 덖다가 
꺼낸 후 열기를 식히는 과정을 6회정도 반복하는 덖음과정으로 보리잎차를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리잎차 제
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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