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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성장기(成長期)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촉진을 위한 건강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한방성분이 갖는 자연요법을 바탕으로 인체의 활성화를 돕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생체환경을 조성하
여 국민건강의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식품의 발명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뇌와 골격이 
튼튼하게 성장되어 비만하지 않고 신장(身長)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인스턴트 식품과 편식에 젖어 
있는 현대의 청소년들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건강식품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생약재인 한방재로 이루어진 천연식품이므로 인체에 전혀 거부감이 
없을 뿐 아니라 원기를 보(補)하여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생체환경을 조성시킴에 따라 체질이 개
선되어 비만하지 않고 근골(筋骨)과 신장(身長)의 성장발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섭취하기 쉽고 맛이 좋은 젤리(jelly)로 제조되어 청소년들이 거부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성장기의 청소년들
을 인스턴트식품의 홍수와 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골격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시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장촉진용 건강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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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조방법을 단계별로 나열한 제조공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성장기(成長期)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촉진을 위한 건강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한방성분이 갖는 자연요법을 바탕으로 인체의 활성화를 돕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생체환경을 조성하
여 국민건강의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식품의 발명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발육(發育)은 청소년과 같은 성장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건강
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하여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지방질이 축적되어 비만 체질이 되기 쉽고 
실제로 현대에는 어린이들의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장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와 골격이 튼튼하게 성장되어 비만하지 않고 신장(身長)이 정상적으로 자라
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과 편식에 젖어 있는 현대의 청소년들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자라나는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인체에 거부감이 전혀 없는 천연식품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인스턴트식품의 홍수
와 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발육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제안된 바 있었으나, 이
러한 건강식품들은 청소년들이 섭취하기를 매우 꺼려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식품의 제안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골격을 튼튼하게 발육시켜 신장
(身長)이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섭취하기에 거부감이 없는 성장촉진용 건강식품의 제조방법을 제공함
에 있는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녹용 10.5∼12.5중량％, 숙지황 7.5∼9.5중량％, 황기 7.5∼9.5중량
％, 당귀 7.5∼9.5중량％, 구기자 7.5∼9.5중량％, 백작약 7.5∼9.5중량％, 백출 7.5∼9.5중량％, 오가피 7.5∼9.5중
량％, 홍삼 7.5∼9.5중량％, 영지 7.5∼9.5중량％, 오미자 6∼8중량％, 홍화씨 3.5∼5.5중량％의 혼합비율로 한방재료
들을 혼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한방재료들에 물을 주입한 후 가열 추출하여 농축시키는 단계와; 상기 농축액에 한천, 유
당, 물엿을 고르게 혼합시켜 농축액을 겔(gel) 상태의 고체로 응고시키는 단계와; 응고된 혼합물을 형틀에 주입하여 젤
리를 성형하는 단계와; 성형된 젤리를 냉각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성장촉진용 건강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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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품종이 우수한 한방재료들을 선별하여 녹용 10.5∼12.5중량％, 숙지황 7.5∼9.5중량
％, 황기 7.5∼9.5중량％, 당귀 7.5∼9.5중량％, 구기자 7.5∼9.5중량％, 백작약 7.5∼9.5중량％, 백출 7.5∼9.5중량
％, 오가피 7.5∼9.5중량％, 홍삼 7.5∼9.5중량％, 영지 7.5∼9.5중량％, 오미자 6∼8중량％, 홍화씨 3.5∼5.5중량％
가 되도록 혼합시킨다.

이어서, 추출기를 이용하여 한방재료들을 가열하면서 농축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한방재료들에 적정량의 물을 주입시킨 
후 고열로 가열하여 한방 추출기를 이용하여 엑기스를 추출하는 농축 단계이다.

이어서, 상기 농축액에 한천, 유당, 물엿을 고르게 혼합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농축액에 한천, 유당, 물엿이 고르게 혼합
되어 농축액이 겔(gel) 상태의 고체로 응고되는 단계이다.

이어서, 응고된 겔(gel) 상태의 혼합물을 형틀에 주입하여 다양한 형상을 갖는 젤리를 성형시킨다.

이어서, 성형된 젤리(jelly)를 냉각시키면 더욱 응고되어 완성된 성장촉진용 건강식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한 제조과정에 의하여 완성된 건강식품은 생약재인 한방재로 이루어진 천연식품이므로 인체에 전혀 거부감이 없을 
뿐 아니라 한방재의 성분들은 주로 원기를 보(補)하여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생체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효능이 있고, 불필요한 지방이나 노폐물을 배출시켜 체지방을 제거 및 분해시키는 것이므로 체질
이 개선되어 비만하지 않고 골격과 신장(身長)의 발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섭취하기 쉽고 맛이 좋은 
젤리(jelly)로 제조되어 청소년들이 거부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성장기의 청소년들을 인스턴트식품의 홍수와 
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성장촉진용 건강식품에 사용되는 한방재료들의 약용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녹용(鹿茸)은 그늘에서 말린 사슴의 뿔로서 한방에서는 보정강장약(補精强壯藥)으로 사용되며 주로, 원기를 보(補)하
고 정수를 충족시켜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하는 등의 효능이 있다.

숙지황(熟地黃)은 현삼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약용식물인 지황(地黃)의 뿌리를 쪄서 말린 한약재로서 맛은 달면서도 쓴
맛이 돌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 혈을 보(補)하고 정(精:생명이 발생하고 활동하는 데 기본이 되는 물질)을 보충해서 우
리몸의 신수와 골수를 충족케하고 기육을 튼튼하게 하는 등의 효능이 있다.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는 장미목 콩과의 쌍떡잎식물로서 약초로서 재배하며 한방에서는 가을에 채취하여 
노두(蘆頭)와 잔뿌리를 제거하고 햇빛에 말린 것을 사용하며 강장, 지한(止汗), 이뇨(利尿), 소종(消腫) 등의 효능이 
있어 기운을 북돋으면서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당귀(當歸)는 미나리과의 쌍떡잎식물로서 진통, 배농(排膿), 지혈, 강장작용이 있으므로 주로 복통, 종기, 타박상 및 부
인병에 이용하고 있으며, 보혈작용이 강해서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해 주는 등의 효능이 있다.

구기자(chinese matrimony vine)는 구기자나무의 열매를 말린 것을 말하며, 열매는 차로 달여 먹거나 술을 담그기도 
한다. 주로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정(精)을 충족시켜 주는 효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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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약(白芍藥)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화초 또는 약용으로 재배하고 강작약이라고 하며 그 뿌리를 진
통, 진경, 부인병에 사용한다. 주로 피를 맑게 하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나쁜 피와 노폐물을 제거시켜 주는 효능
이 있다.

백출(白朮)은 삽주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로서 산지의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국화과의 다년초이다. 소화관 및 피
하조직에서 일어나는 수분대사(水分代謝)의 부전(不全)에 대하여 이뇨(利尿), 발한(發汗) 작용을 하며 동통, 위장염 ,
부종에 처방한다. 백출은 주로 비위를 튼튼하게 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다.

오가피(五加皮)는 거풍습약(祛風濕藥)으로 간신경에 사용되고 거풍습 강근골(强筋骨) 작용이 있어 풍습비통(風濕痺痛)
이나 사지구련(四肢拘攣), 허리와 무릎이 약한 증세에 처방하며 주로 간과 신을 보해서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홍삼(紅蔘)은 수삼을 쪄서 말린 붉은 인삼으로 그 중요 성분으로는 백삼과 같이 배당체(glycosides), 인삼향 성분(pa
nacen), 폴리아세틸렌계 화합물, 함질소성분, 플라보노이드, 비타민(B군), 미량원소, 효소, 항산화물질과 유기산 및 아
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주로 지방의 분해작용과 함께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의 촉진, 빈혈치료, 골다공증의 예
방,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등의 효능이 있다.

영지(靈芝)는 민주름목 구멍장이버섯과의 버섯으로 불로초라고도 한다. 한방에서는 강장, 진해, 소종(消腫) 등의 효능
이 있어 신경쇠약, 심장병, 고혈압, 각종 암종에 처방하며 주로 간을 보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오미자(五味子)는 감(甘), 산(酸), 고(苦), 신(辛), 함(鹹:짠맛) 등의 5가지 맛을 고루 함유하고 있으며, 특이한 향기
가 있고 약간의 타닌이 들어 있다. 오미자는 한방에서 폐기(肺氣)를 보(補)하고 특히 기침에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목소리가 가라앉았을 때 마시면 효험이 있는 것으로서 진액을 생성하여 정(精)이 소모되는 것을 방지한다.

홍화씨는 잇꽃(safflower)의 열매로서 리놀산(linolic acid)이 많이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 과다에 의한 동맥경화증의 
예방과 치료에 좋다. 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뼈의 성장발육에 효능이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건강식품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생약재인 한방재로 이루어진 천연식품이므로 인
체에 전혀 거부감이 없을 뿐 아니라 원기를 보(補)하여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생체환경을 조성시
킴에 따라 체질이 개선되어 비만하지 않고 근골(筋骨)과 신장(身長)의 성장발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섭취하기 쉽고 맛이 좋은 젤리(jelly)로 제조되어 청소년들이 거부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성장기의 청소년들을 인스턴트식품의 홍수와 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의 골격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시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장촉진용 건강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녹용 10.5∼12.5중량％, 숙지황 7.5∼9.5중량％, 황기 7.5∼9.5중량％, 당귀 7.5∼9.5중량％, 구기자 7.5∼9.5중량％, 
백작약 7.5∼9.5중량％, 백출 7.5∼9.5중량％, 오가피 7.5∼9.5중량％, 홍삼 7.5∼9.5중량％, 영지 7.5∼9.5중량％, 
오미자 6∼8중량％, 홍화씨 3.5∼5.5중량％의 혼합비율로 한방재료들을 혼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한방재료들에 물을 주입한 후 가열 추출하여 농축시키는 단계와;

상기 농축액에 한천, 유당, 물엿을 고르게 혼합시켜 농축액을 겔(gel) 상태의 고체로 응고시키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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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된 혼합물을 형틀에 주입하여 젤리를 성형하는 단계와;

성형된 젤리를 냉각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성장촉진용 건강식품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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