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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사탕무로부터 구성성분을 추출하는 방법:

(a) 사탕무를 사탕무 칩으로 분쇄하는 장치에서 사탕무를 사탕무 칩으로 분쇄하여 칩-액 혼합물을 얻고,

(b) 얻어진 칩-액 혼합물에 원액 또는 물을 첨가하여 전도성 2.6 mS/㎝ 내지 10 mS/㎝의 처리된 칩-액 혼합물을 얻고,

(c) 전기천공 장치(electroporation device)에서, 처리된 칩-액 혼합물 내 사탕무 칩 용적 밀도(bulk density)를 400 ㎏/

㎥ 내지 800 ㎏/㎥로 조정하고,

(d) 단계 (c)에서 얻어진 처리된 칩-액 혼합물을 전기천공하고,

(e) 얻어진 전기천공된 칩-액 혼합물을 추출기에서 추출하는 단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b)에서 전도성이 2.6 mS/㎝ 내지 6.0 mS/㎝로 조정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단계 (c)에서 용적 밀도가 450 ㎏/㎥ 내지 700 ㎏/㎥로 조정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계 (b) 및/또는 다음 단계 (d)에서 부형제, 바람직하게는 석회 및/또는 소석

회가 칩-액 혼합물로 첨가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계 (e)가 0 내지 65 ℃,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65 ℃에서 실시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계 (e)가 알칼리성 추출인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계 (b)에서 첨가되는 원액이 알칼리화된 원액인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처리된 칩-액 혼합물이 전기천공 전에 5 내지 40 ℃,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40 ℃의 온도로 조정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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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사탕무를 사탕무 칩으로 분쇄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장치(1), 얻어진 칩-액 혼합물을 이송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치(3), 칩-액 혼합물의 전기천공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치(5), 전기천공된 칩-액 혼합물을 이송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치(7) 및 전기천공된 칩-액 혼합물을 추출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치(9)를 포함하는, 사탕무로부터

구성성분의 추출 및 분리를 위한, 특히 제 1 항 내지 제 8 항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원액, 특히 알칼리화된 원액을 사입시키기 위한 장치를 갖는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원액을 사입시키기 위한 장치(15)가 칩-액 혼합물을 이송하기 위한 장치(3) 또는 전기천공 장치(5)로

원액을 사입시키기에 적절하도록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12.

제 9 항 내지 제 11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부형제를 계량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계량 장치를 갖는 장치.

청구항 13.

제 9 항 내지 제 12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전기천공 장치(5)는 샤프트 반응기로서 시행되는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사탕무(Beta vulgaris), 또는 사탕무 칩으로부터 구성성분의 개선된 추출 및 분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알려진 바와 같이, 기계적 및/또는 열적 방법을 사용하여 복수의 다양한 생물학적 원료, 특히 농사로 얻어지는 과일과 같은

식물 원료로부터 가치 있는 성분이 얻어진다. 생물학적 원료로부터 이들 구성성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포 물

질, 특히 식물 세포의 막은 각각의 경우 파쇄되어야 한다. 이는 보통 쪼개기(chopping), 갈기(grating), 압연(rolling) 등과

같은 기계적 힘의 결과로 일어난다. 생물학적 원료의 세포막을 파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열적 세포 파쇄로, 여기에서는

세포막이 온도 또는 열과 기계적 방법의 조합의 효과에 의해 변성된다. 파쇄 공정에 이어서, 생물학적 원료의 가용성 구성

성분이 용매, 보통 물을 이용하여 압착되고 추출되거나, 불용성 원료의 경우 쏟아져나온다.

생물학적 원료로부터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은 특히 설탕 산업과 관련되는데, 이는 알려진 바와 같이,

중앙 유럽에서 설탕(슈크로스)을 얻기 위해 사탕무(Beta vulgaris)를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설탕을 추출하기 때문이

다. 전통적으로, 세척된 사탕무는 통상의 세절기에서 코세트(cossettes)라고도 하는 칩으로 절단되고, 이렇게 얻어진 칩은

칩 열탕기(chip scalder)에서 약 70 내지 75 ℃의 열수로 처리된다. 사탕무 세포는 열 변성, 즉 세포벽이 파쇄되고 이에 의

해 당 분자에 대하여 투과성이 있게 된다. 다음 추출 공정에서는, 보통 역류 추출에 의해 당-함유 추출물(원액; raw juice)

이 약 68 내지 70 ℃에서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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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추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알려진 바와 같이, 상당한 양의 외부 물(농축물)이 첨가되어야 한다. 추출 공정을 최

적화하고 추출된 칩에서 당의 잔류 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지 방법에서는 칩의 용적에 대하여 보통 약 105% 내지

110%의 원액이 배수된다. 이 추출물은 사용된 사탕무 용적에 대한 추출물 용적의 비율로부터 계산된다. 이어서, 추출물의

원액 정제가 실시될 수 있다.

추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양의 외부 물에 추가하여, 구성성분의 분리를 위한 생물학적 원료의 처리는 극히 에너지-집약적

인 과정이다. 특히, 70 ℃ 보다 높은 정상 온도에서의 생물학적 원료의 열적 파쇄는 높은 에너지 입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

나, 상당한 양의 외부 물도 후속 추출 단계를 위해 70 ℃ 보다 높은 온도까지 가열되고, 다음 공정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증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물학적 원료, 특히 사탕무 또는 사탕무 세포를 낮은 에너지 소비로 파쇄하고, 적절한 후속 방

법을 도입함으로써 생물학적 원료로부터 구성성분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데 대한 요구가

선행기술로부터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기술적 문제는 생물학적 원료, 즉 사탕무 칩으로부터 구성성분을 추출하고 이어서 분리하는 개선된 방법 및 이

개선된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개선된 방법은 특히 에너지 및 물과 같은 자원을 동시에

낮게 소비하여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본 발명은 사탕무로부터 구성성분을 추출하고, 선택적으로, 후속 분리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기본적

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다:

(a) 사탕무를 사탕무 칩으로 분쇄하는 장치에서 사탕무를 사탕무 칩으로 분쇄하여 칩-액 혼합물을 얻고, 다음에

(b) 얻어진 칩-액 혼합물에 원액 또는 물을 첨가하여 전도성 2.6 mS/㎝ 내지 10 mS/㎝의 처리된 칩-액 혼합물을 얻고,

(c) 전기천공 장치(electroporation device)에서, 처리된 칩-액 혼합물 내 사탕무 칩 용적 밀도(bulk density)를 400 ㎏/

㎥ 내지 800 ㎏/㎥로 조정하고, 이어서

(d) 단계 (c)에서 얻어진 칩-액 혼합물을 전기천공한 다음,

(e) 얻어진 칩-액 혼합물을 추출기에서 추출하고,

선택적으로, 전기천공된 칩-액 혼합물의 추출물로부터 구성성분을 추출 또는 분리한다. 본 발명의 기술적 문제는 또한, 사

탕무를 사탕무 칩으로 분쇄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장치, 얻어진 칩-액 혼합물을 이송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

치, 칩-액 혼합물의 전기천공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치, 전기천공된 칩-액 혼합물을 이송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치 및 칩-액 혼합물을 추출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치를 포함하는, 사탕무로부터 구성성분의 추출 및 분리

를 위한 장치에 의해 해결된다.

전기천공에 필요한 강한 전기장을 생성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 칩-액 현탁액에서의 낮은 전도성인 것으로 보통 예상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전도성의 매체가 전기천공에 사용되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놀라운 것이다. 칩의 전기천공에서 높

은 전도성은, 예를 들어 칩으로부터 현탁액으로 당 및 염의 질량 이동으로 인해 단시간에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전도성의

증가를 상쇄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신선한 물이 반응기로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특히

칩의 높은 용적 밀도가 고정될 때, 칩의 전기천공은 사탕무의 전기천공보다 우수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비교적 크

고 더 컴팩트하고 온도-불활성인 사탕무의 전기천공에 비해 칩의 전기천공은 전기천공되는 원료, 즉 칩이 전기천공 전에

가열되도록 허용한다. 한편, 수확시기에 보통 냉각되어있는 사탕무는 허용되는 수준의 에너지 소비만으로는 가열될 수 없

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칩의 전기천공 과정은 전기천공 원료를, 예를 들어 5 내지 40 ℃,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40 ℃

의 온도까지 사전-가열함으로써, 전기천공 원료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후속 전기천공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

행되거나 더 낮은 강도의 필드에서 수행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언급된 전기천공 원료의 가열은 본 발명에 따르면 칩에

서만 가능하고 사탕무에서는 불가능하여, 상응하는 필드 강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발명은 특히 효율적이고 경

제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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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사탕무가 제 1 처리 단계에서 사탕무 칩으로 분쇄되는 것으로 본다. 본 발명에서 사탕무 칩은 세분, 또는 세절된

사탕무이다. 본 발명은 사탕무가, 예를 들어 세절기에서 사탕무 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칩-액 혼합물은

분쇄된 사탕무와 배출되는 세포 액을 포함하여 형성된다.

매질, 예를 들어 물, 바람직하게는 원액, 특히 알칼리화된 사탕무 추출물, 특히 알칼리성 사탕무 칩 추출물로부터의 알칼리

화된 원액이 칩-액 혼합물로 첨가된다. 처리된 칩-액 혼합물(매질을 함유하는 것으로 지정된)이 얻어지는데, 이는 2.8

mS/㎝ 내지 10.0 mS/㎝의 전도성을 갖는다. 사탕무 칩의 용적 밀도 400 ㎏/㎥ 내지 800 ㎏/㎥은 이 매질-함유 칩-액 혼

합물에서 동시 또는 그 이후 즉시 조정되는데, 이는 전기천공 장치에서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탕무 칩에

서 조정된 용적 밀도로 처리된 사탕무 칩-액 혼합물에는 조정된 공기 함입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용적 밀도는 바람직하게는 드롭 슈트(drop chute)에 축적된 칩 원료에 의한 전압력에 의해

야기된다. 매질-함유 칩-액 혼합물의 사용은, 상기 칩 용적 밀도에 의존하는 한편, 공기 함입 없이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

로 후속 전기천공이 실시되도록 허용한다. 전기천공된 칩-액 혼합물, 즉 전기천공에 노출된 칩-액 혼합물은, 이어서 추출

을 위해 추출기로 이동하고, 정상적인 처리 단계에서, 예를 들어 증발 및/또는 냉각 결정화에 의해 설탕과 같은 구성성분이

얻어질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태양에서, 본 발명은 앞서 명명된 공정과 관련되는데, 단계 (b)에서 매질의 첨가 및 전도성의 측정이 단계

(c)에서도 일어나서 단계 (b)와 (c)가 동시에 일어난다. 같은 방식으로, 단계 (c)는 단계 (b)에 순차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태양에서, 단계 (b) 및/또는 단계 (c)의 전도성은 2.6 mS/㎝ 내지 6.0 mS/㎝로 조정될 것이다.

더욱 바람직한 태양에서, 단계 (c)에서 조정된 용적 밀도는 450 ㎏/㎥ 내지 700 ㎏/㎥으로 맞추어질 것이다.

바람직한 태양에서, 칩 또는 칩-액 혼합물 또는 처리된 칩-액 혼합물은 전기천공 전에 수확된 사탕무에 비해 더 높은 온도,

특히 5 내지 40 ℃,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40 ℃, 특히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35 ℃로 가열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실시되는 사탕무의 전기천공 결과로서, 생물학적 원료, 사탕무 칩의 세포는 고전압 충격의 사용으로 개방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세포의 열적 개방은 다음의 추출에 필요하지 않다.

본 발명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원료(biological material)"는 사탕무 칩(Beta vulgaris)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발명과 관련하여, 추출은 특정 성분, 특히 구성성분을 고체 또는 액체 물질 혼합물, 특히 생물학적 원료로부터 적절한

용매의 도움으로 녹여내기 위한 분리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여기에서 용매와 용질 물질, 즉 생물학적 원료

의 구성성분 사이에는 어떠한 화학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물학적 원료로부터 슈크로스, 이눌린, 전분과 같은 수용성

구성성분을 얻는 데 있어서, 물은 추출 수단으로, 예를 들어 사탕무 칩으로부터 설탕을 얻는 데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변형

으로는, 지용성 구성성분이 일차적으로 비극성 및/또는 유기 용매의 사용에 의해 생물학적 원료로부터 추가로 또는 단독으

로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의 방법에서 단계 (d), 즉 생물학적 원료의 전기천공은 전도성 매질, 즉 단계 (a)에서 사탕무의

분쇄 중에 형성된 칩-액 혼합물-또는 현탁액-에서, 필요에 따라 물 또는 원액의 첨가와 함께,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알칼리

화된 원액의 첨가와 함께 수행되는데, 여기에서 생물학적 원료는 고-전압 필드에 노출된다. 고-전압 필드는 바람직하게는

본질적으로 공지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전압-운반 전극을 통해 전압, 특히 고전압을 생물학적 원료를 가로질러 적용함으

로써 생산된다. 바람직한 것은 펄스-형 고-전압 커브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주기적 교류 필드 및 직류 전압 필드도 예상된

다. 필드 강도는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0 ㎸/㎝,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5 ㎸/㎝, 특히 2 내지 4 ㎸/㎝이다. 특히 바람직

한 변형에서, 생물학적 원료가 위치하는 매질의 전도성은, 생물학적 원료 내에 최적 필드 라인 커브가 달성되는 생물학적

매질의 전도성으로, 바람직하게는 약 2.6 내지 10.0 mS/㎝, 특히 2.6 내지 6.0 mS/㎝의 전도성으로 조정된다.

이론에 제한되지 않으면, 세포는 이미 전기천공에 의해 개방되어 있으므로, 후속 추출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감소되어 통

상의 방법에 비해 생물학적 원료의 추출이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추

출 단계 (e)가 선행기술에 비해 상당히 감소된 온도에서, 즉 0 내지 65 ℃, 특히 10 내지 65 ℃,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60 ℃, 특히 46 내지 60 ℃에서 실시된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한다. 자연히, 추출 온도는 생물학적 원료의 요구에 따라 조정

될 수 있고 추출이 실시되는 한 상당히 낮거나 높을 수 있다. 추출 온도의 감소 때문에, 생물학적 원료, 즉 사탕무 칩은 통상

의 방법 또는 열적 변성에 비해 더 부드럽게 처리된다. 본 발명 하에서는, %DM(dry matter content; 건조 물질 함량)으로

약 2% 포인트의 가압되는 생물학적 원료, 예를 들어 사탕무 칩 역량의 유리한 증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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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정제된 추출물, 특히 희석액 Ⅰ 및 Ⅱ가 다음에 다단계 증기화 플랜트에서 약 70% 건조 물질 함량으로

농축되는 하나의 태양도 예상된다.

본 발명 하에서, 바람직한 것은 다단계 결정화 플랜트에서 본 발명에 따라 처리된 사탕무 칩의 추출로부터 얻어진 희석 액

및/또는 추출물로부터 설탕을 분리하는 데 있다. 추출된 생물학적 원료, 특히 추출된 사탕무 칩은 이어서 기계적으로 탈수

되고, 예를 들어 당즙(molasses)과 혼합되고, 바람직하게는 열적 건조 후에 식품, 특히 식품 펠렛으로서 시판된다.

바람직한 변형에서, 단계 (e)의 추출은 알칼리성 추출로서, 특히 소석회 및/또는 생석회와 같은 알칼리화제를 사용하여 일

어난다. 이와 관련하여, "알칼리성(alkaline)"은 수성 매질의 pH 값으로 약 pH 7에서 14까지(20 ℃에서)로 이해된다. 바람

직한 변형에서, 알칼리성 추출은 pH 7.5 내지 pH 11, 특히 약 10의 pH, 예를 들어 10.2에서 실시된다.

알칼리성 추출에서, 생물학적 원료와의 화학반응이 모든 경우에 배제될 수는 없고, 특히 다량의 고분자량 칼슘 펙테이트

(calcium pectate)가 형성될 수 있다. 알려진 추출 온도인 약 70 내지 75 ℃에서, 이들 원치 않는 알칼리성 추출의 화학반

응이 너무 격렬하여 때때로 다량의 칼슘 펙테이트가 형성되는데, 이는 바람직하게는 액 정제에 의해 정제되어 얻어진 추출

물의 여과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실행될 수 없다. 대조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알칼리성

추출은 낮은 온도에서 시행되는데, 이들 고분자량 화합물의 형성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정제된 추출물, 특히 액의 정제

에 의해 사탕무 추출에서 얻어진 희석액 Ⅰ 및/또는 희석액 Ⅱ의 여과시 1 ㎜/g 보다 작은 여과효율이 달성될 수 있다.

생물학적 원료, 즉 사탕무 칩에, 예를 들어 소석회, 수산화칼슘, 칼슘 또는 생석회의 형태로 알칼리성을 가하는 것은, 전기

천공(단계 (d)) 직후, 예를 들어 생물학적 원료의 후속 처리 전에 중간 호퍼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변형에서,

알칼리성은 추출이 실시되기(단계 (e)) 직전에 도입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에서, 생물학적 원료인 사탕무 칩의 알칼리화는 세절기, 즉 단계 (a)에서, 및/또는 단계 (b)에 이어

서, 및/또는 단계 (c)에서 사탕무를 세절하는 장치에 직접 알칼리화제를 첨가하는 것에 의해 시행된다. 이는 생물학적 원료

를 부분적으로 소독하는 효과를 갖는다.

본 발명에 따라, 알칼리성은 바람직하게는 수용액의 형태로 생물학적 원료에, 바람직하게는 그 위에 스프레이하여 도입된

다. 다른 변형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알칼리성 원료, 특히 생석회와 같은 석회가 고형으로, 바람직하게는 분말 형태로 생물

학적 원료에 알칼리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공정에 도입된다.

생물학적 원료에 알칼리성의 도입을 통해, 생물학적 원료의 감염 위험이 감소되고 공정 중 생물학적 원료와 분리된 세포액

의 미생물학적 안정성이 증가된다. 미생물학적 안정성은 약 104 CFU/㎖이다.

다른 바람직한 변형에서는, 본 발명에 따라 공정, 예를 들어 단계 (a), (b), (c), (d) 및/또는 (e)에서 적어도 하나의 부형제

가 생물학적 원료에 첨가된다. 본 발명과 관련하여, "부형제(excipient)"는 얻어진 구성성분, 바람직하게는 얻어진 식료품

에서 기능을 갖지 않는 화합물 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물질로 이해된다. 이들은 농축물과 같은 작용 물질이지만, 또한 처

리수, 용매,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소독제 또는 소포제이기도 하다. 바람직하게는, 이들은 양이온 또는 음이온 응집 보조제

와 같은 응집 보조제로, 소석회, 생석회, 수산화칼슘, 칼슘사카레이트, 황산칼슘 및 다른 칼슘염 및/또는 알루미늄염과 같

은 알칼리성 및/또는 칼슘 이온의 도입을 위한 물질이다. 본 발명에 따라 바람직하게 첨가되는 이들 적어도 하나의 부형제

는 보통 용액의 형태로 생물학적 원료에, 바람직하게는 그 위에 스프레이하여 도입된다. 다른 변형에서, 이들 적어도 하나

의 부형제는 고형, 바람직하게는 분말 형태로 도입된다.

본 발명에 따라 단계 (d)에서 생물학적 원료의 전기천공에 의하여 사탕무 세포의 세포벽이 개방되는 것이 특히 유리한데,

이는 알칼리성 및/또는 칼슘 이온이 생물학적 원료로 더 용이하게 도입되도록 만든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단계 (d)에서

의 전기천공과 단계 (e)에서의 알칼리성 추출의 바람직한 조합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처리 종결시, 예를 들어 압착에 의

해 탈수되는 생물학적 원료의 역량이 약 8% 포인트 건물질 함량까지 증가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주제는 압착되어 추출되는 생물학적 원료, 특히 사탕무 칩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압착에서 달성될 수 있는 건물질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공정은 생물학적 원료, 특히 사탕무 칩의 전기천

공이 앞서 수행된 공정 단계 (b), (c) 및 (d)에 따라 첫번째 단계에서 실시되고, 다음 단계에서 전기천공된 생물학적 원료,

특히 전기천공된 사탕무 칩의 알칼리성 추출이 실시되고 이어서 추출된 생물학적 원료가 증가된 역량으로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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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주제는 추출된 생물학적 원료, 특히 추출된 사탕무 칩을 높은 건물질 비율, 바람직하게는

약 38% 건물질 함량으로 얻는,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다:

(a) 사탕무를 사탕무 칩으로 분쇄하는 장치에서 사탕무를 사탕무 칩으로 분쇄하여 칩-액 혼합물을 얻고, 다음에

(b) 얻어진 칩-액 혼합물에 원액 또는 물을 첨가하여 전도성 2.6 mS/㎝ 내지 10 mS/㎝의 처리된 칩-액 혼합물을 얻고, 동

시에 또는 이어서

(c) 전기천공 장치(electroporation device)에서, 처리된 칩-액 혼합물 내 사탕무 칩 용적 밀도를 400 ㎏/㎥ 내지 800 ㎏/

㎥로 조정하고, 다음에

(d) 단계 (c)에서 얻어진 처리된 칩-액 혼합물을 전기천공한 다음,

(e) 얻어진 전기천공된 칩-액 혼합물을 추출기에서 추출하는데,

다음 단계에서 전기천공된 생물학적 원료, 특히 전기천공된 사탕무 칩은 공지의 방법으로 압착된 다음 추출되어 생물학적

원료가 증가된 건물질 함량으로 얻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주제는 생물학적 원료로부터 구성성분을 추출하고 얻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

용되는 장치이다. 본 발명 하에서, 사탕무 칩으로부터 구성성분을 추출하고 얻기 위한 이 장치는, 사탕무를 사탕무 칩으로

만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장치, 얻어진 칩-액 혼합물을 이송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치, 칩-액 혼합물의 전기천

공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치, 전기천공된 칩-액 혼합물을 통과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치 및 칩-액 혼합물

을 추출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인접 장치를 갖는다. 본 발명은 다른 바람직한 태양에서, 앞서 언급된 장치와 관련되는데,

여기에서 이 장치는 원액, 특히 알칼리화된 원액을 사입시키기 위한 장치도 갖는다. 특히 바람직한 태양에서, 원액을 사입

시키기 위한 이 장치는 추출기, 즉 칩-액 혼합물을 추출하기 위한 장치와 전기천공 장치 사이의 파이프로서 구성된다. 원

액, 특히 알칼리화된 원액을 사입시키기 위한 장치도 사탕무를 세절하기 위한 장치 또는 얻어진 칩-액 혼합물을 이송하기

위한 인접 장치와 추출기 사이에서 파이프로 기능하도록 도입될 수 있다.

사탕무로부터 구성성분을 추출하고 얻기 위한 장치는 사탕무를 전기천공하기 위한 반응기와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건조

비용을 특징으로 한다. 현존하는 사탕무 호퍼가 세워져야 하고, 전기천공 반응기가 사탕무 호퍼와 세절기 사이에 장착되어

야 하고, 분리된 사전-저장 호퍼가 각 세절기에 건조되고, 전기천공되고 절단된 칩이 스크류에 의해 열탕기(scalder; 추출

을 위한 장치)로 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탕무의 전기천공을 위한 건조 비용은 상당하다. 대조적으로, 본 발명 하에서는

칩의 전기천공이 칩 컨베이어와 칩 열탕기 사이에 전기천공 반응기를 통합하는 것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람직한 본 발명의 태양에서, 전기천공 반응기의 장착은 칩 컨베이어로부터 열탕기까지의 통상적인 드롭 슈트(drop

chute) 내로 예상된다.

바람직한 태양에서, 사탕무를 사탕무 칩으로 분쇄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세절기(slicer), 즉 절단기, 바람직하게

는 사탕무의 수송 경로에 위치하는 드럼 절단기이다. 하나의 변형에서, 세절기는 우선적으로 적층에 의해 절단될 생물학적

원료에 필요한 초기 압력을 제공하는, 사탕무를 수용하기 위한 중간 호퍼에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라, 추출기는 추출 탑인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변형에서, 추출기는 DDS 추출기와 같은 트로프 스크류 추출

기(trough screw extractor)이다. 다른 변형에서, 추출기는 RT 드럼과 같은 드럼 세포 추출기이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바람직한 태양에서, 부형제 및/또는 알칼리성을 도입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계량 장치가 추가로

예상된다. 이 계량 장치는 부형제 용액 및/또는 소석회와 같은 알칼리화제를 생물학적 원료에 스프레이하기 위하여 이에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노즐 헤드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관개 라인을 포함한다. 다른 변형에서, 적어도 하나의 계량 장치는

고형 물질, 바람직하게는 분말화된 매질을 도입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특히 기체 계량기 및/또는 나선상 컨베이어이다.

계량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칩-액 혼합물용 이송 장치의 계량 영역에 위치한다. 하나의 변형에서, 계량 장치는 중개 호퍼의

계량 영역에 위치한다. 다른 변형에서, 계량 장치는 열탕기의 계량 영역, 즉 추출기 앞 또는 위에 위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량 영역(metering region)"은 계량된 물질, 즉 상기 부형제, 알칼리화제 등이 선택된 계량 장치에 의하여 생물학적 원료

안 또는 위로 도입되는 한정된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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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의 유리한 태양은 종속항으로부터 분명해진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도면에 의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다.

실시예

본 발명은 다음 실시예를 참고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다.

실시예:

전기천공된 사탕무 원료의 알칼리성 추출

사탕무용 중간 호퍼(11)로부터, 사탕무를 사탕무 칩으로 분쇄하기 위한 장치(1)로 사탕무를 이송시킨다. 분쇄 중에 형성되

는 칩-액 혼합물을 칩-액 혼합물 이송용 장치(3)(칩 컨베이어)로 받아 전기천공 장치(5)와 통합된 드롭 슈트(13)로 보낸

다. 전기천공된 칩-액 혼합물을 전기천공 장치(5)로부터 꺼내서 전기천공된 칩-액 혼합물 이송 장치(7)에 의해 칩-액 혼

합물 추출 장치(9)로 보낸다. 이 장치(9)의 출구로부터, 추출 장치(9)에서 얻은 알칼리화된 원액 사입용 파이프(15)를 전기

천공 장치(5)로 또는 전기천공 장치와 통합된 드롭 슈트(13)로 보낸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작동된다:

직접 수확하거나 저장된 사탕무를 세척하고, 필요에 따라 약 12 ℃로 가열한 다음, 가능하게는 굵게 절단된 형태로 절단기

(1) 바로 위의 중간 호퍼(11)로 이송하고, 여기에서 세절기(1)를 통과하여 칩으로 분쇄된 후 이송 슈트를 통해 칩-액 혼합

물 이송용 장치(3)로 이송시킨다. 미생물 활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석회를 중간 호퍼로 계량하여 넣는다.

얻어진 칩-액 혼합물 이송 장치(3)는 칩 컨베이어로도 불리우며 이 혼합물을 전기천공 장치(5)가 그 안에 통합된 드롭 슈

트(13)로 이송시킨다. 드롭 슈트(13)로 개방되어 추출 장치(9)로부터 알칼리화된 원액을 보내는 파이프(15)에서 알칼리화

된 원액을 계량 첨가하는 것에 의해, 공기 함입이 없고 전도성 5 mS/㎝의 매질을 포함하는 칩-액 혼합물을 전기천공 장치

내에 제조한다. 드롭 슈트(13)의 높이는 전기천공 반응기(5) 내에 용적 밀도 520 ㎏/㎥가 달성되도록 고안되는데, 여기에

는 압착된 칩-액 혼합물 내에 어떠한 공기 함입이나 기포도 없다. 전기천공 장치에는 3 내지 4 ㎸/㎝의 고전압 펄스가 사용

되는데, 여기에서 그 자체로 공지된 방법에 의해 세포벽이 개방된다.

이송 장치(7)에 의해 이송된 사탕무 칩 및 액은, 필요에 따라, 따로 도시되지 않은 칩 열탕기를 통해 역류 추출 장치(9)로

보내져 그 안에서 추출되고 추출물이 수집된다. 추출 온도는 46 내지 60 ℃이고; 명백히 46 ℃ 보다 높지만 최대 60 ℃ 이

하의 온도가 바람직하게 선택된다. 추출기는 추출 탑, 트로프-스크류 추출기 또는 드럼 세포 추출기이다. 칩은 신선한 물

을 의미하는 추출제에 대하여 역류로 추출기에서 추출된다.

다음에, 액의 소석회-카본산 정제가 실시되는데, 이는 도시되지 않는다. 정제된 추출물(희석액 Ⅰ 및 Ⅱ)은 통상의 후속 처

리를 받는다: 즉, 액을 시럽으로 농축한 후 추가 증발 및 후속 결정화에 의해 설탕이 얻어진다. 분리된 탄산칼슘 슬러지는,

도시되지 않은 가압 필터에서 통상적으로 탈수되고, 석탄산 석회(carbolic lime)로 알려진 비료로서 시판된다.

응집 보조제는, 먼저 알칼리화된 후 얻어진 세포 액으로 첨가된다. 다음에 이송 액은 통상의 정압 디캔터(static decanter)

로 보내진다. 정제물은 디캔터로부터 나오고 병행 시행되는 추출물의 처리를 위한 전-석회 처리 장치로 보내진다. 디캔터

로부터의 투명한 유출액은 계속 활용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추출물의 처리로부터 얻어지는 희석액과 이를 조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병행하여, 얻어진 추출물은 통상의 액 정제 처리를 받는다.

추출된 칩은 도시되지 않은 스크류 프레스에서 가압된다. 가압된 물은 추출기로 회수된다. 가압된 칩은 통상의 방법, 즉 저

온 건조기, 고온 건조기 또는 증발 건조기에서 열적으로 탈수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서는 사탕무(Beta vulgaris)로부터 구성성분의 개선된 생산 및 추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며, 에너지 및 물과 같

은 자원을 동시에 낮게 소비하여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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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바람직한 태양의 모식적 도시를 보여준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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