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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천연의 양조 미곡주에 스테미너 증진용 한약재 추출물을 혼합하여 숙성시킨, 우수한 풍미를 가지면서도 건강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 미곡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증자미(蒸煮米) 제공 단계, 코오지 제조 단계, 주모 제조 단계, 술덧 담금 단계, 숙성시키는 본 발효 단계를 포함하는 
미곡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술덧 담금 단계가 1단 담금 단계 및 2단 담금 단계로 구성되며, 2단 담금 단계가 1단 담
금물 및 증자미와, 물, 그리고 홍경천, 토사자, 사상자, 육종용, 개종용, 초종용, 복분자, 단삼, 원지, 산수유, 두릅, 오미
자, 구기자,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물의 가열 추출액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성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과, 이에 
의해 제조되는 한방 미곡주가 제공되며,
    

한방 약재 가열 추출액을 2단 담금 단계에서 첨가함으로 인하여, 알코올 발효를 원활히 달성함과 아울러, 풍미도 양호
할 뿐만 아니라, 스테미너 증진 효과가 우수하며, 또한 보관 안정성도 양호하여, 우리의 전통 미곡주의 소비 증진을 촉
진하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가 있는 신규 유용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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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한방 미곡주(米穀酒)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하게는, 전통적인 천연의 양조 미곡주에 스테
미너 증진용 한약재 추출물을 혼합하여 숙성시킨, 우수한 풍미를 가지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 미곡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곡주란 쌀로 빚은 술로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우리나라 전통주인 약주와 탁주 및 일본식 청주를 들 
수 있다. 약주와 탁주는 당화 균주 및 알코올 발효 균주를 제균 또는 살균 처리하지 않는 반면, 청주는 제균 또는 살균 
처리한다.

약주는 조선시대에는 양반층이, 조선시대 말기에서 일제 초기에 이르는 동안에는 서울 부근의 중류층 이상이 소비하던 
전통주로서, 단맛과 신맛이 강하고 특수한 향기를 가지는 약간 흐린 담황색의 액체로서 누른색이 강할수록 순주(醇酒)
라 하여 선호되었다. 약주는 약 20℃ 이하에서 저장하는 것이 풍미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맑아지게 되며, 알코올 도수
는 약 12∼20도의 범위이다.

    
약주의 양조법은 먼저 술밑(酒母)을 만든 다음 술덧을 담아 숙성시켜서 양조한다. 술밑은 멥쌀을 세정, 침지후 부수어 
찐 다음 식히고, 부순 누룩과 물을 가하여 섞은 수국을 가하여 잘 섞고 10∼15일 경과후 완전히 숙성된 술밑이 완성된
다. 술덧은 찹쌀 및/또는 멥쌀을 세정, 침지한 후 쪄서 식힌 다음, 완성된 술밑과 물을 섞어서 술덧을 담그고 8∼14일이 
경과하면 완전히 숙성되며, 숙성된 다음에는 대마무나 싸리를 원통상으로 만든 용수를 박아 그 내부에 고이는 비교적 
투명한 전주(前酒)를 떠내거나 또는 압착하여 전국(前麴)을 분리해 낸다. 전통적인 약주는 제균 또는 살균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탁주와 마찬가지로 유통 기간에 제약이 뒤따를 뿐 아니라 맛이 단조로운 단점이 있다.
    

    
탁주는 전통주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술이며, 주로 서울 이남 지역에서 서민층이 소비하던 술로 농주(農酒)라고
도 불리워지는 유백색의 흐린 액으로서, 알코올 도수는 약 5∼16도의 범위이며 보통은 6∼7도이다. 막걸리라 불리워지
는 탁주의 양조법은 지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가장 일반적인 양조법은 찹쌀 또는 멥쌀을 세정하고 침지, 찌기를 하여 
만든 찐쌀에 누룩과 물을 섞어 만든 수국(水麴)을 넣어 술덧을 담그고 10일 정도 경과하면 숙성되므로 술덧을 떠서 체
로 걸러 탁주로 분리하게 된다. 탁주는 음주후 두통이 거의 없고 그윽한 풍미와 감칠맛이 일품인 우리 민족 고유의 가장 
서민적인 전통 대중주이나, 포장 후에도 알코올 발효가 계속 진행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초산 발효가 우세하게 되어 
신맛이 강해지게 되는 보관상의 문제점과 음주후 구강 내에 불쾌한 냄새가 생성되어 비교적 상당 기간 잔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탁주 특유의 그윽한 풍미와 음용시의 유순함, 위장장애가 적다는 장점 등에도 불구하고, 그 소
비가 오히려 감소되고 있으며 그 상실된 점유율을 외국산 술이 차지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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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이라고도 불리는 청주는 쌀을 극도로 도정하여 만든 쌀누룩인 입국으로 저온에서 발효시킨 후 여과시킨 약 16∼2
0도 정도의 맑은 곡주로서, 일본 청주는 백제의 수수보리가 전해준 백제의 주조기술을 발전시켜 오늘날의 청주가 되었
다고 하며, 우리의 전통 청주와 일본 청주의 차이는 누룩의 차이로서 우리의 전통 청주가 밀막 누룩을 쓰는 데 비해 일
본 청주는 쌀누룩을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나, 오늘날 청주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일본 청주를 지칭한
다.

    
청주의 양조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청주의 양조시에는 양질의 도정도가 높은 쌀 및 양질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 
고품질의 청주 제조에 유리하다. 찐쌀, 코오지 및 물을 혼합하여 배양액을 만들고 여기에 청주 효모를 증식시키는 것에 
의하여 술밑을 제조하며, 코오지 중의 아밀라아제에 의해 찐쌀을 당화시키는 동시에 젖산균의 증식에 의해 잡균의 증식
을 저해시키고, 당화 작용에 따른 청주 효모의 왕성한 증식에 의해 알코올이 생성된다. 술덧은 숙성된 술밑에 찐쌀, 코
오지 및 물을 넣어 섞은 혼합물로서, 이들 원료는 수회에 걸쳐 나눠 담그며 이는 술덧 중의 일코올 및 산의 함량에 급격
한 변화를 주지 않는 동시에, 유해균의 증식을 방지하면서 청주 효모를 증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종 담금이 종료된 술
덧은 본발효시키게 되며 최종 담금일로부터 20∼25일 경과에 의하여 술덧의 발효가 끝나고 알코올 함량은 15∼20% 
정도가 된다. 이어서, 숙성된 술덧을 압착하여 짜고, 압착된 직후의 흐린술을 찬 곳에 7∼10일간 정치하여 백미의 찌꺼
기인 전분, 덱스트린, 효모균 등을 가라앉혀 앙금빼기를 한 신주(新酒)를 찬 곳에 저장한다. 신주 중의 청주 효모, 화락
균(火落菌), 젖산균 등의 잡균을 살균시키는 동시에 산화 작용 및 효소 작용을 촉진시켜 적당히 숙성되도록 압착 후 대
략 30∼40일 경과 시점에서 55∼60℃에서 5∼15분간 가온한다. 그 후, 삼나무통 등에 넣고 공기를 차단하여 저장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우리 전통주는, 1907년 일제에 의한 주세령 공포 및 강제 집행으로 인하여 맥이 끊어지기 시작했으
며, 주류 단속 강화와 함께 전통 주류를 약주, 막걸리, 소주로 획일화시켜 우리의 전통 고급주를 사장시켰고, 1917년부
터는 자가 양조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1930년대에는 각 고을에 고유한 집에서 담그는 우리의 전통주 제조 비법
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일제는 주세 징수에만 치중하고 품질개량은 소홀히 하였던 바, 일본 청주는 범람하는 대신, 
우리의 전통주는 전혀 개량되지 못하였으며, 이로써 우리의 주류 문화도 함께 침몰하게 되는 주조사(酒造史)를 기록하
게 되었다. 광복 후에도 만성적인 식량부족 및 조세원 부족을 이유로 일제 치하의 주세 행정이 그대로 이어져 다양했던 
전통 주류는 잠적을 거듭하였음과 아울러, 품질의 저하로 우리의 입맛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며, 격동의 현대사를 지나면
서 외국문화와 함께 들어 온 양주나 맥주가 현대화라는 대중적 인식 속에 빠르게 우리의 입맛을 잠식해 우리의 술은 대
중에게서 더욱 더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주류 제조에 관한 규제 및 제한이 풀리면서 막걸리의 원료가 100% 쌀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
라 우리의 맛을 조금씩 다시 찾게 되었는바, 근래 각 지방의 민속주가 발매되게 되었으나, 전래 비법에 의해 제조되는 
데 따른 많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생산량도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
렴하면서도 양호한 품질의 전통주를 계승 발전 또는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할 시점에 와 있다.

    
종래의 탁주 및 약주는 일반적으로 미숙주(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술) 상태로 용기에 주입한 후, 유통 과정에서의 
후발효에 의하여 술 중에 침전물이 형성되는 것을 지연시킴과 아울러, 후발효에서 생성되는 탄산 맛을 느끼게 하고 있
으나, 열등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 가열 처리하여 미생물을 사멸시키게 되면, 탁주 및 약주의 내용물 특성상 가
열시 발생되는 이취(화독내)가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되고, 살균에 의해 발효가 정지되면 탄산 맛이 전혀 없
어지게 되어 상품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통상적인 종래의 한방주는 쌀, 보리, 조,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을 누룩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다음, 이를 술덧과 
함께 증류기(pot still)로 증류하여 그 알코올을 술덧 중의 특유한 향기 성분과 함께 유출(溜出)시킨 양조식 소주 또는 
알코올을 희석시킨 희석식 소주에 인삼이나 더덕 등의 한방 약재를 침지시킨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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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한방 약재의 추출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약재 성분의 추출량도 적으며, 알코올 함량이 25∼65% 정도로
서 독주에 속하고 증류주인 관계로 고가이며 과음시에는 숙취로 인한 고통을 주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탁주, 약
주 및 청주와 같이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의 경우에는 약재 성분의 추출에 적합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한방 약재를 분말화하거나 또는 착즙한 다음, 가수하고 누룩을 이용하여 발효시키는 방법이 종래 제안되어 있
으나, 상기한 한방 약재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들로 인하여 발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알코올
이 분해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한방 약재 특유의 풍미가 사라지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첫 번째 목적은 전통 미곡주 특유의 온화하고 그윽한 풍미를 가지면서도 건강 기능성(특히, 스테미
너 증진 효과)을 부여한 한방 추출물을 포함하는 한방 미곡주(米穀酒)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두 번째 목적은 보관 저장성을 향상시킨 상기한 본 발명의 첫 번째 목적에 따른 한방 미곡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세 번째 목적은 상기한 본 발명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목적에 따른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미곡주에 포함될 수 있는 한방재로서는, 토사자, 사상자, 홍경천, 더부살이풀, 복분자, 단삼, 원지, 산수
유, 두릅, 백복령, 구기자, 오미자 또는 이들의 임의의 혼합재를 들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이들 한방재 각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토사자(Cuscutae Semens)는 메꽃과(Convolvulaceae)에 속하는 식물로서 학명 Cuscuta chinensis Lam.(새삼)의 
종자이며 한방에서는 분말화하여 자양, 강정, 강장제로서, 음위, 유정, 몽설, 요통에 사용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정력을 증강시키고 기운을 북돋우며 당뇨 등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사상자(Torilidis Fructus)는 산형과(Umbelliferae)의 식물로서 학명 Cnidium monieri Cuss.의 과실이며, 한방에서
는 조양, 자궁허냉 등에 사용하고 있다.

    
홍경천은 분류학적 학명이 Rhodiola sachalinensis A. Bor로서, 돌나물과 (Crassulaceae)의 돌꽃속(Rhodiola)에 속
하며, 주요 성분은 살리드로시드 및 그 배당체이다. 최근 중국에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홍경천은 인삼에 필적하는 약
리 작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홍경천은 전초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뿌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좋다. 한방에서는 홍경천을 신경쇠약, 노인성 심근쇠약, 빈혈, 관절염, 당뇨병, 저혈압, 건망증, 시
력감퇴, 이명증, 정력 감퇴 등의 치료나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
    

더부살이풀에는 육종용, 초종용 및 개종용이 있다.

육종용(Cistanchis Herba)은 열당과(Orobanchaceae)의 식물로서 학명은 Cistanche deserticola Y.C.Ma이며, 통상 
껍질을 제거하여 사용하며 한방에서는 혈압강하작용, 강장 및 강정 작용, 통변작용 및 타액분비촉진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종용은 열당과의 식물로서 학명은 Orobanche coerulescens Steph이며, 민간에서는 전초를 강장, 강정 등에 약용하
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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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용은 열당과의 육종용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학명은 Lathraea japonica Miq.이며, 한방에서는 꽃이 필 때 전초를 
일광하에 건조시켜 강장, 강정, 대하, 강심제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복분자는 낙엽 관목으로서, 학명은 Rubus crataegifolius BUNGE이며, 한방에서는 맛이 달고 남자의 신장허갈과 여자
의 자식없는 것을 치료하고 남자의 음위를 강하게 하며 간을 보하고 눈을 밝게 하며 모발을 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단삼(Salviae Radix)은 꿀풀과(Labiatae)에 속하는 식물로서 학명 Salvia miltiorrhiza Bge.의 뿌리이며, 한방에 의
하면 혈관확장작용, 항균작용, 진정 및 진통작용, 강정 효과가 있으며, 부인경맥을 고르게 하고 붕루와 대하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지(Polygalae Radix)는 원지과(Polygalaceae)에 속하는 학명 Polygala tenuifolia Willd.의 뿌리로서, 한방에 의
하면 심기 안정하고 건망증을 개선하며 피로를 회복시키고 불면증에 좋으며 거담지해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산수유 나무(Cornus officinalis)는 층층 나무과의 낙엽교목으로서, 한방에서는 그 과육(果肉)을 산수유라고 하며, 자
양강장, 강정, 수렴 등의 효능이 있어 현기증, 월경과다, 자궁 출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릅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송 소고목(小高木)으로서 학명은 Aralia elata Seem.이며, 나무 껍질(총백피)과 뿌
리(총근피)는 한방 약제로 사용되며, 건위, 이뇨, 진통, 거풍, 강정, 신장염, 각기, 수종, 당뇨, 신경쇠약, 음위, 관절염 
등에 사용된다.

오미자는 오미의 열매로서 한방에서는 시력 증강, 자양, 강장, 진해, 거담, 지한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기자는 구기의 열매로서 한약집성방에 의하면 강장, 세안, 정신 안정 등에 효험이 있으며, 옛부터 기를 보하는 한약재
에는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한 한방 약재는 가열 하에 추출하고 여과한 여액을 마감담금(留添)(2단 담금) 단계에서 첨가
하여 발효시키게 되며, 한방 약재 성분의 가열 추출시 한방 약재 중의 잡균이 사멸됨과 아울러, 한방 약재 중의 효소가 
실활(失活)되므로, 발효 과정에 있어서의 잡균 및 효소에 의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상기한 건강 증진, 특히 스테미너 증강용 한방 약재는 통상적인 세정, 정선, 탈수, 사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물, 에틸 
알코올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 바람직하게는 50% 에틸 알코올 용매를 이용하여 60∼100℃, 더욱 바람직하게는 65∼
90℃, 가장 바람직하게는 80∼90℃의 온도 하에 1∼24시간, 바람직하게는 4∼12시간 동안 추출한다(추출 단계). 이
어서, 상청액을 취하고 용매인 알코올을 회수한다. 상기한 상청액을 취하는 대신에 여과하여 여액을 취할 수도 있으며, 
예컨대, 3㎛ 포어 사이즈를 갖는 필터, 1㎛ 포어 필터, 0.45㎛ 포어 필터, 0.2㎛ 포어 필터 등과 같은 마이크로 필터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여과 조작에 의하여 추출액과 고형분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형분 분리 단계). 추출 용매로서 물만
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형분이 제거된 추출액 또는 여액을 2단 담금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에틸 알코올 또는 물과
의 그 혼합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틸 알코올 회수 단계를 더욱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의 에틸 알코올 회수는 에틸 
알코올의 비등점 이상이고 물의 비등점 이하인 온도 범위, 예컨대, 75∼85℃ 정도의 온도 범위에서 증류시키는 것에 
의하여 에틸 알코올을 분리 회수할 수 있다. 상기한 에틸 알코올의 분리 회수는 경제성 측면에서 추출 과정과 동시에 수
행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출 용매 중의 알코올 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에틸 알코올 회수 단계).
    

이어서, 본 발명에 따른 한방 추출물을 포함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7∼9분도로 도정한 알맞게 익은 굵은 알을 갖는 양질의 연질미(멥쌀, 찹쌀, 또는 멥쌀 및 찹쌀의 혼합미)를 12∼36 시
간 침지하고 세정후 탈수한 다음, 30분∼2시간 정도 스팀으로 증자한다. 증자 전에 부수기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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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사용되는 물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이 크므로 색과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없고 중성 또는 알칼리성이며, 
경도가 5∼9°정도인 것이 적당하고 염분이 들어 있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증자미(蒸煮米) 제공 단계). 증자한 쌀
을 18∼28℃ 정도로 냉각시킨 다음, 코오지 및 주모(酒母) 제조를 위해 사용한다.
    

    
코오지(Koji)는 술밑(주모)용(입국)과 술덧용(분국)에 따라 출국 시기를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으나 동일하게 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술밑 코오지는 약간 늦게 출국하고, 술덧용의 코오지는 다소 빠르게 출국하며, 첫담금용 보다는 
중담금용 또는 마감 담금용이 더 젊은 코오지를 사용하나, 이는 본 발명에 있어서 제한적이지 않다. 코오지 제조는 증자
미의 0.2∼25부피% 정도를 사용하며, 술밑 코오지는 통상적으로 증자미의 0.2∼3부피% 정도를 사용한다. 분국용 코
오지는 입국미의 0∼22부피% 정도를 사용한다. 코오지는 입국미에 코오지 곰팡이(Aspergillus), 예컨대, Aspergill
us oryzae(백국균 또는 황국균), Aspergillus awamori(흑국균), Aspergillus niger, Aspergillus kawachii를 증식
시켜 다량의 아밀라아제 및 프로테아제를 생성시킨 것이다. Aspergillus oryzae는 코오지 곰팡이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처음에는 백색이나 배지의 종류에 따라 황색, 황갈색, 암록색 등을 띠게 되며 아밀라아제를 많이 분비하는 종류와 프로
테아제를 많이 분비하는 종류가 있으나, 전자가 적합하다. 상기한 코오지 곰팡이는 호기성균으로서 30∼40℃의 온도 
및 약 40% 수분 함량에서 최적하게 증식한다. 코오지의 제조 원리는 가급적 순수하게 분리된 코오지 곰팡이를 영양분
과 수분이 적당한 곡물 배지에 접종시켜서 가급적 무균 상태에서 증식시키는 것으로서, 코오지 중에는 상기한 다량의 
아밀라아제 및 프로테아제가 생성되어 있으므로 전분 및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며 코오지의 목적은 이들 효소를 이용하
는 것이다(코오지(입국 및 분국) 제조 단계). 한편, 종국(種麴)은 다량의 코오지 곰팡이 포자를 증식용 종균으로써 이
용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한 코오지 및/또는 종국은 전문제조업자에 의해 제조된 상업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시판되고 
있다.
    

    
주모의 제조는 증자미의 1∼5부피% 정도, 통상적으로는 2∼4부피% 정도를 사용한다. 증자미:코오지:물의 비율은 다
양하게 변화될 수 있으나, 부피비로 대략 1:0.05∼0.4:1.2∼1.6의 비율, 통상적으로는 대략 1:0.1∼0.3:1.3∼1.5의 
비율이나 본 발명에 있어서 이는 제한적이지 않다. 주모 담그기는 통상적으로 10∼18℃의 온도, 바람직하게는 12∼1
5℃에서 수행하고 교반없이 정치하며, 1 주일 정도 경과하면 품온이 20∼28℃ 정도로 상승한 후에 다시 떨어지며, 담
근 후 10∼15일이 경과되면 완전히 숙성되어 주모가 완성된다. 또한, 개량 술밑 또는 속양 술밑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젖산균에 의한 젖산 생성없이 별도로 젖산을 첨가하는 대신에 젖산균의 증식은 배제하고 효모만을 순수하게 증
식시켜서 비교적 단시간에 제조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당업계 공지이다(주모 제조 단계).
    

    
주모는 청주 효모, 약주 효모(Saccharomyces coreanus) 등을 다량 증식시켜 둠으로써, 술덧으로 하여금 알코올 발효
가 일어나게 함과 동시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젖산에 의하여 술덧 중의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증자된 쌀, 코오지 및 물을 혼합하면, 코오지 중의 아밀라아제에 의해 쌀의 전분이 당화되는 동시에 젖산균의 증식
이 초기에 활발히 진행되어 젖산이 생성되고 젖산의 생성에 의해 산성화된 환경에서는 약알칼리성에서 최적 생육 조건
을 나타내는 유해균의 증식이 억제됨과 아울러, 산성 조건에서 활발한 증식을 나타내는 상기한 알코올 발효 효모의 증
식에 의하여 당분은 감소하고 알코올 함량은 증가된다.
    

술덧은 숙성된 술밑(주모)에 증자된 쌀, 코오지 및 물을 넣어 섞은 혼합물로서, 술덧 중의 알코올 및 산을 갑작스럽게 
줄이지 않고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알코올 생성 효모를 증식시키기 위하여 적어도 2차례 이상으로 나누
어 담글 수 있다.

1단 담금 및 2단 담금법을 사용한 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나, 담금 조작의 횟수는 본 발명에 있어서 제한적이지 않
으며 임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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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담금은 증자된 쌀, 코오지, 주모 및 물을 혼합하여 담금하며, 증자된 쌀의 도입량은 증자미의 15∼30부피%를 사용
한다. 증자미:코오지:주모:물의 혼합 부피비는 일반적으로 약 1:0∼0.7:0.1∼1.4:1.4∼1.7의 비율이나, 본 발명에 있
어서 이는 제한적이지 않다.

원료량은 용기의 대략 20∼35부피%를 점유하도록 한다. 용기에 주모를 넣은 다음, 담금물을 넣고 저으면서 증자한 쌀
을 넣는다. 코오지를 넣는 경우, 코오지(분국)는 수회에 걸쳐 나누어 넣으므로서 발효 속도를 조절하고 술덧 중의 알코
올 및 산을 급격히 줄이지 않고 유해균의 증식을 방지하면서 효모를 증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 담금시의 품온은 
22∼28℃로 하고, 1일 2∼3회 교반하여, 당화 및 효모의 증식이 일어나도록 한다(1단 담금 단계).

2단 담금은 1단 담금후 1∼2일 후에 수행하며, 증자된 쌀, 코오지, 1단 담금액 및, 물과 한방 약재 추출액의 혼합물을 
혼합하여 담금하며, 증자된 쌀의 도입량은 증자미의 45∼85부피%를 사용한다. 증자미:코오지:1단 담금액:한방 약재 
추출 혼합물의 혼합 부피비는 일반적으로 약 1:0∼0.3:0.4∼2.6:1.4∼1.7의 비율이나, 본 발명에 있어서 이는 제한적
인 것은 아니다.

원료량은 용기의 대략 70∼85%를 점유하도록 한다. 1단 담금된 용기에 2단 담금 원료를 서서히 나누어 넣는다. 코오
지를 넣는 경우, 코오지(분국)는 수회에 걸쳐 나누어 넣는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는 2단 담금 단계에서 첨가되는 전술한 한방 약재 추출액은 한방 약재 추출 원액:물의 비율이 1:9∼9:1의 범위, 바람직
하게는 1:3∼3:1의 범위가 되게 물과 혼합된다(2단 담금 단계).

    
이어서, 품온 28∼30℃에서 4∼5일간 숙성시키는 본 발효가 진행되며, 10시간 정도 정치한 후, 1일 2∼3회 교반한다
(본 발효 단계). 2차 담금 단계후 4∼5일간의 본 발효 단계가 지나면, 술덧의 발효가 끝나고 알코올 함량은 16∼20% 
정도가 된다. 본 발효 단계에서는, 쌀알 중의 전분은 코오지의 아밀라아제에 의해서 당화되며, 생성된 당은 효모에 의하
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처음의 효모 증식 기간에는 알코올 발효 보다 당화가 우세하게 진행되나 조금 지
나면 두 가지가 병행되고 후기에는 알코올 발효가 우세하게 일어나 결국 숙성하게 된다. 첨가된 한방 약재 추출액은 6
0∼100℃의 온도 범위에서 추출한 관계로 추출액 중의 한방 약재로부터 유래하는 다양한 효소 및 미생물은 모두 실활 
및 사멸된 상태로서, 다량의 한방 성분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방 약재 추출물의 첨가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와 같은 현
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본 발효 단계 후에는, 발효액을 4℃로 감온시켜 48시간 동안 정치하는 것에 의하여 고형분을 침전시킨다(침전 단계).

이어서, 고형분이 침전된 상청액을 분리한다(상청액 분리 단계). 이러한 상청액 분리 단계는 침전물을 원심분리하여 수
율 증대를 도모할 수도 있다.

분리된 상청액은 4℃에서 보관 숙성시키며 이러한 후숙 기간은 1∼100일 정도, 바람직하게는 20∼50일 정도이다(후
숙 단계). 이러한 후숙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기호에 따라 상청액 중량에 대하여 3∼50중량%의 설탕, 포도당, 과당, 
또는 그 혼합물을 첨가할 수도 있다(선택적 단계로서의 당 혼합 단계).

이어서, 고온순간 살균법(HTST:High Temperature Short Time)에 의해 130∼145℃에서 1∼3초간 순간 살균시킨
다(고온 순간 살균 단계).

본 발명에 따른 한방 미곡주가 탁주 및 약주인 경우에는 약 4℃로 재냉각시킨 다음, 진공조로 이송하여 발생된 이취(화
독내)를 탈기시킨다. 진공 탈기 처리에 의하여 탁주 및 약주 특유의 가열에 의한 이취를 최대한 줄이고 용존 산소를 탈
기시킨다(진공 탈기 처리 단계).

이어서, 탄산가스를 탄산압력 약 1.5∼2.0㎏/㎠이 되도록 주입시킨다(탄산 가스 주입 단계). 통상적으로 탁주 및 약주
는 후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산가스의 존재로 인하여 청량감이 존재하나, HTST법의 사용시 용존 탄산가스가 상당
량 소실되므로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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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한방 미곡주가 청주인 경우에는, 0.45㎛ 이하의 직경을 갖는 제균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시키는 것에 의
하여 사멸균 및 잔존하는 생균을 제거한다(제균 및 고형분 제거 단계).

마지막으로 일정량씩 용기에 충진한다(충진 단계).

선택적으로는, 충진 단계에 이어서, 60℃에서 30분간 저온 살균하는 저온살균법(파스퇴라이제이션)을 더욱 수행할 수
도 있다(저온살균법). 상기한 제균 및 고형분 제거 단계를 거친 본 발명의 한방 청주는 저온 살균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에 있어서도 이취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를 통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실시예)

실시예 1 : 1단 담금 술덧의 제조

8분도로 도정한 연질미(멥쌀) 20ℓ를 18시간 동안 수중에 침지한 다음, 1시간 동안 스팀으로 증자한 후, 20℃로 냉각
시켰다.

증자된 연질미 4ℓ(20부피%)에 코오지 종국을 접종하고 상대 습도 40%로 유지하면서 35∼38℃에서 채우기, 섞기, 
뒤치기, 담기, 바꿔 쌓기, 헤치기, 바꿔쌓기, 헤치기, 바꿔쌓기 등의 조작을 32시간∼44시간에 걸쳐 수행하고 38∼41 
℃에서 출국하였다.

상기한 증자된 연질미 20ℓ중 연질미 0.5ℓ를 취하고 상기한 코오지 중에서 취한 0.05ℓ과 물 0.8ℓ를 혼합하고 12일 
경과 후 주모로 사용하였다. 주모의 최종 부피는 1.3ℓ이었다.

증자된 연질미 5ℓ(25부피%)에 상기한 주모 1.3ℓ과 물 8ℓ를 가하였다. 품온은 22∼28℃로 유지하였다. 1일 2∼3
회 교반하였다. 코오지 2ℓ은 0.5ℓ씩 4회로 나누고 교반 전에 각각 분할 첨가하였다. 1단 담금 후 36 시간 경과시켰다.

1단 담금 술덧의 36시간 경과 후의 부피는 약 16ℓ이었다. 이것을 16 등분하여 1ℓ씩 취하고 2단 담금에 사용하였다.

실시예 2 : 토사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상기한 실시예 1 에서의 1단 담금 술덧의 제조와는 별도로, 토사자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파쇄한 다음, 3g을 95% 
에탄올 200cc와 물 600cc의 혼합 용매 중에서 65℃로 8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85℃에서 2시간 동안 에탄올을 
증류 제거한 다음, 추출액을 4℃에서 8시간 정치하고 상청액으로서의 토사자 추출액 550cc를 얻었다. 그 다음, 0.4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증자된 연질미의 잔량인 10.5ℓ(52.5부피%)를 16 등분하여 약 0.67ℓ에 상기한 1단 담금 술덧 1ℓ과 물 0.5ℓ 및 상
기한 토사자 추출액 0.5ℓ를 가하였다. 품온은 24∼28℃로 유지하였다. 실시예 1에서 제조한 분국 코오지 잔량 1.95ℓ
도 마찬가지로 16 등분하여 0.12ℓ를 4회에 걸쳐 분할 첨가하였다.

이어서, 품온 28∼30℃에서 5일간 숙성시키는 본 발효를 수행하였다. 본 발효시 10시간 정치한 후 1일 2∼3회 교반하
였다. 5일간의 숙성 후 알코올 함량은 16.7°였다.

발효액을 4℃로 감온시켜 48시간 동안 정치하는 것에 의하여 고형분을 침전시켰다.

분리된 상청액을 4℃에서 30일간 보관 후숙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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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142℃, 2초간의 HTST법으로 후숙성된 탁주를 순간적으로 스파징(sparging)시켜 살균하고 4℃로 냉각시킨 
다음, 진공 탈기조로 이송하여 이취를 탈기 제거하였다. 이어서, 탄산가스 압력이 약 1.8kg/cm 2 가 되도록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살균 과정에서의 탄산가스 상실로 인한 청량감 소실을 보충하여, 본 발명에 따른 토사자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3 : 토사자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2에서 탈기 처리 및 탄산가스 보충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HTST법으로 살균된 물료를 0.45㎛ 포어 사이즈의 마
이크로 필터로 여과하여 제균시킴과 동시에 미세 고형분을 제거하였다. 이어서, 60℃에서 30분간 가열하는 저온 살균
법에 의해서 재차 살균 처리하여, 토사자 첨가 미곡 청주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
다.

실시예 4 : 사상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사상자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파쇄한 후, 3g을 95% 에탄올 130㏄와 물 700㏄의 혼합액에서 85℃로 6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사상자 추출액 620㏄를 얻었다. 이어서, 0.4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
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사상자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5 : 사상자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4의 탁주로부터 사상자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6 : 홍경천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홍경천의 뿌리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잘게 자른 후, 8g을 사용하여 95% 에탄올 130㏄와 물 600㏄의 혼합액 중에
서 75℃로 8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홍경천 추출액 580㏄를 얻었다. 이어서, 0.45㎛ 포
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7 : 홍경천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6의 탁주로부터 홍경천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8 : 육종용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육종용 전초(全草)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껍질을 벗긴 다음 잘게 자른 후, 3g을 사용하여 95% 에탄올 380㏄와 
물 650㏄의 혼합액에서 80 ℃로 6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시켜서 육종용 추출액 620㏄를 얻
었다. 이어서, 0.4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육종용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9 : 육종용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8의 탁주로부터 육종용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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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0 : 초종용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초종용 전초(全草)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껍질을 벗긴 다음 잘게 자른 후, 3g을 사용하여 95% 에탄올 250㏄와 
물 550㏄의 혼합액에서 80 ℃로 6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시켜서 초종용 추출액 520㏄를 얻
었다. 이어서, 0.4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초종용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11 : 초종용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10의 탁주로부터 초종용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
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12 : 개종용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실시예 10에서 초종용 대신에 개종용을 동일한 양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개종용 추출액 530㏄를 얻었다. 이어서, 0.4
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개종용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13 : 개종용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11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12의 탁주로부터 개종용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
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14 : 복분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초종용 대신에 복분자를 30g 사용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하여 복분자 추출액 510㏄를 얻었다. 이어서, 0.4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복분자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15 : 복분자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14의 탁주로부터 복분자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
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16 : 단삼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단삼을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파쇄한 후, 3g을 95% 에탄올 130㏄와 물 700㏄의 혼합액에서 85℃로 6시간 동안 추
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단삼 추출액 560㏄를 얻었다. 이어서, 0.4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단삼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17 : 단삼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16의 탁주로부터 단삼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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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8 : 원지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원지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파쇄한 후, 3g을 95% 에탄올 220㏄와 물 650㏄의 혼합액에서 85℃로 6시간 동안 추
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원지 추출액 630㏄를 얻었다. 이어서, 0.4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원지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19 : 원지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18의 탁주로부터 원지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20 : 산수유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산수유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파쇄한 후, 5g을 95% 에탄올 180㏄와 물 610㏄의 혼합액에서 80℃로 8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산수유 추출액 580㏄를 얻었다. 이어서, 0.4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
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산수유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21 : 산수유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20의 탁주로부터 산수유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
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22 : 두릅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두릅을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파쇄한 후, 20g을 95% 에탄올 150㏄와 물 580㏄의 혼합액에서 80℃로 8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두릅 추출액 540㏄를 얻었다. 이어서, 0.4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크
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두릅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23 : 두릅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22의 탁주로부터 두릅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24 : 오미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오미자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파쇄한 후, 10g을 95% 에탄올 200㏄와 물 650㏄의 혼합액에서 80℃로 8시간 동
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오미자 추출액 590㏄를 얻었다. 이어서, 0.4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
이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오미자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25 : 오미자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24의 탁주로부터 오미자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
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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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6 : 구기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구기자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파쇄한 후, 15g을 95% 에탄올 230㏄와 물 670㏄의 혼합액에서 80℃로 8시간 동
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오미자 추출액 630㏄를 얻었다. 이어서, 0.45㎛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
이크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 고형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균 처리하였다.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구기자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27 : 구기자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26의 탁주로부터 구기자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
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28 : 홍경천/육종용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홍경천의 뿌리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잘게 자른 8g과, 육종용 전초(全草)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껍질을 벗긴 
다음 잘게 자른 3g을 사용하여 95% 에탄올 230㏄와 물 820㏄의 혼합액 중에서 85℃로 7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
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홍경천/육종용 혼합 추출액 730㏄를 얻었으며,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3:7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육종용 첨가 미
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29 : 홍경천/육종용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28의 탁주로부터 홍경천/육종용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
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30 : 홍경천/육종용/단삼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홍경천의 뿌리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잘게 자른 8g과, 육종용 전초(全草)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껍질을 벗긴 
다음 잘게 자른 3g과, 단삼을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세절한 2g을 사용하여 95% 에탄올 280㏄와 물 750㏄의 혼합
액 중에서 85℃로 6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홍경천/육종용/단삼 혼합 추출액 720㏄를 얻
었으며,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4:6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육종용/단삼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31 : 홍경천/육종용/단삼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30의 탁주로부터 홍경천/육종용/단삼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32 : 홍경천/육종용/원지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홍경천 뿌리 6g, 육종용 전초 6g, 세절한 원지 2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실시예 30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홍경천/육종용/원지 추출액 710㏄를 얻었다.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3:7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육종용/단삼 첨가 미곡 탁주
(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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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3 : 홍경천/육종용/원지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32의 탁주로부터 홍경천/육종용/원지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34 : 홍경천/육종용/토사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홍경천 뿌리 4g, 육종용 전초 3g, 토사자 2g, 단삼 1g, 원지 1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32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혼합 추출액 710㏄를 얻었다.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6:4로 한 것을 제외하
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육종용/토사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탁주(약
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35 : 홍경천/육종용/토사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34의 탁주로부터 홍경천/육종용/토사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
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36: 홍경천/육종용/토사자/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홍경천 뿌리 4g, 육종용 전초 3g, 토사자 2g, 사상자 1g, 단삼 1g, 원지 1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32와 동
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혼합 추출액 680㏄를 얻었다.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4:6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육종용/토사자/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37: 홍경천/육종용/토사자/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36의 탁주로부터 홍경천/육종용/토사자/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38 : 홍경천/토사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홍경천의 뿌리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잘게 자른 6g과, 토사자 2g을 사용하여 95% 에탄올 250㏄와 물 750㏄의 
혼합액 중에서 80℃로 9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홍경천/토사자 혼합 추출액 710㏄를 얻
었으며,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3:7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토사자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39 : 홍경천/토사자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38의 탁주로부터 홍경천/토사자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
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40 : 홍경천/토사자/사상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홍경천의 뿌리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잘게 자른 6g과, 토사자 2g 및 사상자 1g을 사용하여 95% 에탄올 320㏄와 
물 930㏄의 혼합액 중에서 80℃로 10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얻은 홍경천/토사자/사상
자 혼합 추출액 900㏄를 얻었으며,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1:9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토사자/사상자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
다.

실시예 41 : 홍경천/토사자/사상자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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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40의 탁주로부터 홍경천/토사자/사상자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42 : 홍경천/토사자/사상자/단삼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단삼 1g을 더욱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39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홍경천/토사자/사상자/단삼 혼합 
추출액 900㏄를 얻었으며,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2:8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토사자/사상자/단삼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43 : 홍경천/토사자/사상자/단삼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42의 탁주로부터 홍경천/토사자/사상자/단삼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
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44 : 홍경천/육종용/토사자/단삼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실시예 41에서 사상자 대신에 육종용 2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1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홍경
천/육종용/토사자/단삼 혼합 추출액 840㏄를 얻었으며,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7:3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육종용/토사자/단삼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45 : 홍경천/육종용/토사자/단삼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44의 탁주로부터 홍경천/육종용/토사자/단삼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
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46 : 홍경천/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홍경천 뿌리 4g, 사상자 1g, 단삼 1g, 원지 1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32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혼합 추출액 630㏄를 얻었다.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4:6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
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
다.

실시예 47 : 홍경천/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46의 탁주로부터 홍경천/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
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48 : 홍경천/육종용/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실시예 36에서 토사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36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혼합 추출액 630
㏄를 얻었다.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4:6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
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육종용/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49 : 홍경천/육종용/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48의 탁주로부터 홍경천/육종용/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
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50 : 홍경천/육종용/토사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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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2에서 단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2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혼합 추출액 800㏄
를 얻었다.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2:8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
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홍경천/육종용/토사자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51 : 홍경천/육종용/토사자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50의 탁주로부터 홍경천/육종용/토사자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52 : 오미자/구기자/산수유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오미자 6g, 구기자 3g, 산수유 4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혼합 추출액 5
30㏄를 얻었다.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5:5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오미자/구기자/산수유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53: 오미자/구기자/산수유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52의 탁주로부터 오미자/구기자/산수유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54 : 토사자/사상자/복분자/두릅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토사자 2g, 사상자 1g, 복분자 8g, 두릅 5g을 사용하여 95% 에탄올 320㏄와 물 930㏄의 혼합액 중에서 80℃로 10시
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토사자/사상자/복분자/두릅 혼합 추출액 910㏄를 얻었으며,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1:9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토사자/사상자/복분자/두릅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55 : 토사자/사상자/복분자/두릅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54의 탁주로부터 토사자/사상자/복분자/두릅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
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56 : 원지/산수유/오미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원지 2g, 산수유 3g, 오미자 4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혼합 추출액 93
0㏄(물 사용량 1ℓ)를 얻었다.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1:9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
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원지/산수유/오미자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57 : 원지/산수유/오미자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56의 탁주로부터 원지/산수유/오미자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58 : 복분자/두릅/구기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복분자 8g, 두릅 4g, 구기자 4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혼합 추출액 95
0㏄(물 사용량 1ℓ)를 얻었다.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1:9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
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복분자/두릅/구기자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59 : 복분자/두릅/구기자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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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58의 탁주로부터 복분자/두릅/구기자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60 : 토사자/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토사자 2g, 사상자 1g, 단삼 1g, 원지 1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36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혼합 
추출액 620㏄를 얻었다.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4:6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
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토사자/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61 : 토사자/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60의 탁주로부터 토사자/사상자/단삼/원지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
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62 : 육종용/토사자/사상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실시예 44에서 홍경천 대신에 사상자 2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4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육종
용/토사자/사상자 혼합 추출액 830㏄를 얻었으며, 2 단 담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2:8로 한 것을 제
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육종용/토사자/사상자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63 : 육종용/토사자/사상자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62의 탁주로부터 육종용/토사자/사상자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실시예 64 : 토사자/사상자/산수유/두릅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실시예 54에서 복분자 대신에 산수유 3g을 사용하여 95% 에탄올 320㏄와 물 930㏄의 혼합액 중에서 85℃로 6시간 
동안 추출기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증류 제거하여 토사자/사상자/산수유/두릅 혼합 추출액 900㏄를 얻었으며, 2 단 담
금 단계에서 물:상기 추출액의 혼합 비율을 1:9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토사자/사상자/산수유/두릅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실시예 65 : 토사자/사상자/산수유/두릅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실시예 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예 64의 탁주로부터 토사자/사상자/산수유/두릅 첨가 미곡 청주 약 1.4ℓ를 얻
었으며, 제조된 청주는 4℃로 냉각시켜 보관하였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추출 용매를 95% 에탄올과 물의 혼합 용매에 의한 추출로 통일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당한 희석 알코올 용매를 사용하거나, 원료에 따라 물로 추출하고 일부 원료는 에탄올만
으로 추출하는 등 용매를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본 발명의 영역 내이며, 필요하다면, 비등에 의해 완전히 제거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유기 용매를 사용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한 실시예의 제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한 결과, 본 발명의 천연차는 어느 것이나 풍미 및 스테미너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특히 홍경천과, 토사자 및/또는 사상자, 또는 홍경천과, 더부살이풀 (육종용, 개종용, 및/또
는 초종용)을 포함하는 한방 약재 추출액을 이용한 미곡주가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기에 단삼, 원지, 구기자, 오미자, 두릅, 산수유, 및/또는 복분자 등을 포함시킨 추출액을 이용한 미곡주도 스테미너 
증진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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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추출물은 원료를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에탄올 또는 물을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으며, 추출시간은 추출 용제
로서의 에탄올(알코올) 사용 여부 및 그 물 대비 함량, 그리고 온도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매개 변수는 
본 발명에 있어서 제한적이지 않으며 선택적인 임의적 사항에 불과함을 이해하여야만 할 것이다.

전술한 실시예들에서는 에탄올 추출 또는 물 추출에 의해 본 발명의 천연차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험하였으나, 
녹차 등의 제법과 마찬가지로 전술한 실시예들에서의 배합 비율에 따른 원료를 오토클레이브에 함께 넣어 찐 후에 미세
하게 크러쉬하여 동결 건조시킨 것을 이용하더라도 전술한 실시예들에서의 미곡주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이 또한 본 발명의 영역 내임은 물론이다.

본 발명에 의한 미곡주에 있어서는 식감 또는 풍미를 보다 높이기 위해 당업계에 관용되는 통상적인 감미료나 향료, 또
는 기호에 따라 설탕 등의 당분을 부가적으로 첨가할 수도 있으며, 이 또한 본 발명의 영역 내이다.

비교예 1 : 한방 약재 추출물 미포함 HTST 살균 탁주(약주)의 제조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 및 방법으로 약 16ℓ의 1단 담금 술덧을 제조한 후, 1ℓ을 취하여 2단 담금에 사용하였다.

실시예 2에서 토사자 추출액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과는 달리, 비교예 1 에서는 한방 약재 추출액을 전혀 사용치 아니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실시예 2에서와 동일하게 증자된 연질미의 잔량인 10.5ℓ(52.5부피%)를 16 등분한 약 0.67ℓ에 
상기한 1단 담금 술덧 1ℓ과 물 1.0ℓ를 가하였다. 품온은 24∼28℃로 유지하였으며,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게 제조
한 분국 코오지 잔량 1.95ℓ도 마찬가지로 16 등분하여 0.12ℓ를 4회에 걸쳐 분할 첨가하였다.

이어서, 품온 28∼30℃에서 5일간 숙성시키는 본 발효를 수행하였으며, 발효 완료 후, 발효액을 4℃로 감온시켜 48시
간 동안 정치하는 것에 의하여 고형분을 침전시켰으며, 분리된 상청액을 4℃에서 30일간 보관 후숙성시켰다.

그 다음, 142℃, 2초간의 HTST법으로 후숙성된 탁주를 순간적으로 스파징(sparging)시켜 살균하고 4℃로 냉각시키
고 봉입하여, 약 1.5ℓ의 미곡 탁주(약주)를 얻었다.

비교예 2 : 한방 약재 추출물 미포함 저온 살균 처리 탁주(약주)의 제조

비교예 2에서 제조된 HTST 처리 탁주를 다시 60℃에서 30분간 저온 살균하여, 약 1.5ℓ의 미곡 탁주(약주)를 얻었다.

비교예 3 : 토사자 상온 추출물 첨가 미곡 청주의 제조

토사자를 세정한 후 물기를 없애고 파쇄하여 분말화한 다음, 분말 3g을 물 800cc 중에 교반하여 혼합하고, 추출액을 
4℃에서 8시간 정치하여 상청액으로서의 토사자 추출액 650cc를 얻은 다음, 이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5일간의 숙성 후 알코올 함량은 2.8°였으며, 이는 토사자 중의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 알코올
이 분해되었거나, 다른 어떤 효소에 의해 알코올 발효가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비교예 4 : 홍경천/토사자/사상자/단삼 분말 첨가 미곡 탁주의 제조

홍경천 6g, 토사자 2g, 사상자 1g 및 단삼 1g을 건조 분말화하고, 이를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한방 약
재 첨가 미곡 탁주(약주) 약 1.5ℓ를 얻었다. 알코올 도수는 3.8°에 불과하였다. 이 역시 상기한 한방 약재 분말 중에 
실활되지 않고 복원된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 알코올이 분해되었거나, 다른 효소에 의해 알코올 발효가 심각한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시험예 1:

    
본 발명의 미곡주에 의한 스테미너 증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40대∼70대의 남성 181명에 대하여 매일 2회, 즉 저
녁 식사 중 및 취침 전에 본 발명의 실시예의 미곡주 및 비교예 1의 신선한 미곡주를 소주잔으로 1잔씩 30일간 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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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미곡주 제공시 제공된 미곡주 중의 50%는 효능이 있는 진짜이며 나머지 50%는 효
과가 없는 것이라고 공표하여 위약(plasebo) 효과에 의한 기여도를 최소화하고 블라인드 테스트하였다. 결과를 하기의 
표 1에 나타낸다.
    

[표 1]
실시예 구분 40대 50대 60대 70대
비교예 1 효과 있음 2 1 0 0

효과 없음 8 9 10 10
비교예 2 효과 있음 2 1 0 0

효과 없음 8 9 10 10
실시예 1 효과 있음 6 7 2 0

효과 없음 4 3 8 10
실시예 6 효과 있음 7 8 4 1

효과 없음 3 2 6 9
실시예 29 효과 있음 8 7 4 3

효과 없음 2 3 6 7
실시예 36 효과 있음 9 8 6 4

효과 없음 1 2 4 6
실시예 42 효과 있음 8 6 6 3

효과 없음 2 4 4 7
실시예 48 효과 있음 8 7 5 3

효과 없음 2 3 5 7
실시예 51 효과 있음 7 6 3 2

효과 없음 3 4 7 8
실시예 62 효과 있음 7 6 3 2

효과 없음 3 4 7 8

실험대상자의 건강 상태 또는 스테미너 특성과 심리적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상기한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본 발명의 미곡주는 스테미너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험예 2:

본 발명의 스테미너 증진용 미곡주(실시예 41,45,61의 미곡주)를 음료 형태로서 실험 동물에 급여하였을 경우의 정소 
무게와 정자능력에 미치는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실험 방법은 하기의 조건하에 수행하였다.

ㆍ시험기간 : 9주간

ㆍ실험처리 : 4 처리군(대조군(순수한 물), 본 발명의 실시예 41, 45 및 61의 미곡 청주)

ㆍ실험식이 : 퓨리나 흰쥐 사료를 급여함.

ㆍ실험음료 :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매일 2회 1cc 씩을 순수한 물과 실시예 41, 45 및 61의 본 발명의 미곡주를 1:12(
v/v)로 희석한 것을 공급.

ㆍ실험동물 : 생후 3주된 S. D. Rat 40마리를 구입하여 처리군 당 10 마리씩 할당.

ㆍ측정항목 : 성장률, 간 및 정소무게, 정자활력 및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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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은 1일당 체중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정소의 무게는 좌우 양쪽을 합산하였다.

    
실험 결과, 성장률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시예 41 및 실시예 45 처리 군이 다소 높았다. 간 
무게는 실시예 41 처리 군이 통계적으로 높았고(P＜0.05), 정소 무게는 처리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5 단계로 
분류한 정자 활력지수는 대조군에 비해 실시예 41, 45 및 61 처리 군에서 통계적으로 높았으며(P＜0.05), 활력소 지
수가 5' 이상이 되는 개체수는 대조군에서는 전혀 없었던 반면, 실시예 41, 45 및 61 처리 군에서는 각각 4, 6, 7마리
씩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장과 정소 조직에 대한 병리 조직 조건에서 어떠한 병변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시험 결
과를 하기의 표 2에 나타낸다.
    

[표 2]
측정 항목 처리군
(n-10) 대조군 실시예 41 실시예 45 실시예 61
개시 체중(g) 105.9± 16.5 102.4± 20.1 99.8± 10.0 100.2± 10.7
종료 체중(g) 336.1± 28.7 345.4± 56.1 350.6± 19.3 363.0± 46.1
성장율 3.85± 0.70 3.97± 0.67 4.38± 0.41 4.69± 0.38
간 무게(g) 3.03± 0.24 3.04± 0.72 2.91± 0.18 2.84± 0.21
정소 무게(g) 0.965± 0.057 0.972± 0.141 0.965± 0.040 0.870± 0.142
정자 활력 4.3± 0.6 4.8± 0.2 4.9± 0.0 4.8± 0.2
활력지수(5′ )′이상 0 4 6 7
정자 농도(× 108 ) 15.07± 1.84 15.42± 1.61 14.24± 1.81 14.31± 1.75

상기한 표 2의 결과로부터 간 무게와 정자의 활력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으며(P＜0.05), 실험용 흰쥐에 9주간에 걸
쳐 실시예 41, 45 및 61의 본 발명에 따른 미곡주를 급여한 결과, 정자 활력 지수는 대조군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
명되었다.

시험예 3:

본 발명의 미곡주(실시예 37)에 의한 스테미너 증진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40대에서 60대의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매일 저녁 식간 및 취침 전에 소주잔으로 한잔 씩 30일간 복용케 한 후 만족도 및 회수를 조사 및 측정한 결과를 하기
의 표 3에 나타낸다.

[표 3]부부간 성교 횟수(평균치):
    40대 50대 60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횟수 12회/월 7회/월 4회/월
음용 전 6회/월 3회/월 2회/월
음용 후 14회/월 12회/월 9회/월

상기한 표 3의 결과는 위약 효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본 발명의 미곡주의 효과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시험예 4:

본 발명의 미곡주(실시예 2 및 3)과 비교예 1 및 2의 미곡주에 대한 경시적 관응 시험 결과를 하기의 표 4에 나타낸다.

실시예 2 및 비교예 1은 탁주이며, 실시예 3 및 비교예 2는 청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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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한 관능시험 결과는 40대∼에서 70대의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한 풍미에 대한 것으로서, 8인 이상이 양호한 것으
로 판정한 것은 ◎ 를, 6인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 것은 O, 4인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 것은 △ , 2인 이하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 것은 X로 하였다.

[표 4]경시적 풍미 변화 평가 :
    주조 후 3일 15일 경과후 3개월 경과후
실시예 2 ◎ ◎ O
실시예 3 ◎ ◎ ◎
비교예 1 △ △ X
비교예 2 O △ X

상기한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미곡 탁주 및 청주는 저장성도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비교예 1의 탁주가 좋치 못
한 평가를 받은 것은 살균시 탄산가스의 소실 및 그 보충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홍경천, 토사자, 사상자, 육종용, 개종용, 초종용, 복분자, 단삼, 원지, 산수유, 두릅, 오미
자, 구기자,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물을 가열 추출한 추출액을 미곡주의 2단 담금 단계에서 첨가함으로 인하여, 알코
올 발효를 원활히 달성함과 아울러, 풍미도 양호할 뿐만 아니라, 스테미너 증진 효과가 우수하며, 또한 보관 안정성도 
양호하여, 우리의 전통 미곡주의 소비 증진을 촉진하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가 있는 신규 유용한 발명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홍경천, 토사자, 사상자, 육종용, 개종용, 초종용, 복분자, 단삼, 원지, 산수유, 두릅, 오미자, 구기자, 또는 이들의 임의
의 조합물의 가열 추출액을 포함하여 발효시킨 한방 미곡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가열 추출액이 60∼100℃에서의 가열 추출물인 한방 미곡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한방 미곡주가 탁주 또는 약주인 한방 미곡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한방 미곡주가 청주인 한방 미곡주.

청구항 5.

전술한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한 가열 추출액이 에틸 알코올, 물,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에 의한 추출물인 한
방 미곡주.

청구항 6.

홍경천, 토사자, 사상자, 육종용, 개종용, 초종용, 복분자, 단삼, 원지, 산수유, 두릅, 오미자, 구기자, 또는 이들의 임의
의 조합물의 가열 추출액을 포함하여 발효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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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증자미(蒸煮米) 제공 단계, 코오지 제조 단계, 주모 제조 단계, 술덧 담금 단계, 숙성시키는 본 발효 단계를 포함하는 
미곡주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한 술덧 담금 단계가 1단 담금 단계 및 2단 담금 단계로 구성되며,

상기한 2단 담금 단계가 상기한 1단 담금물 및 증자미와, 물, 그리고 홍경천, 토사자, 사상자, 육종용, 개종용, 초종용, 
복분자, 단삼, 원지, 산수유, 두릅, 오미자, 구기자,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물의 가열 추출액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
성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가열 추출액이 60∼100℃에서의 가열 처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추출물인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한 가열 추출액이 에틸 알코올, 물,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추출
물로서, 추출 용매로서 에틸 알코올이 사용되는 경우 에틸 알코올은 증류 제거시키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한 가열 추출액이 마이크로 필터를 통하여 여과 처리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한 마이크로 필터가 포어 사이즈 0.45㎛의 마이크로 필터인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한 증자미 제공 단계가 7∼9분도로 도정한 멥쌀, 찹쌀, 또는 멥쌀 및 찹쌀의 혼합미를 12∼36 시
간 침지하고 세정후, 탈수한 다음, 30분∼2시간 정도 스팀으로 증자후 18∼28℃로 냉각시키는 것으로 구성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한 코오지 제조 단계가 Aspergillus oryzae(백국균 또는 황국균), Aspergillus awamori(흑국균), 
Aspergillus niger, Aspergillus kawachii, 또는 이들의 혼합 균주를 접종시켜 증식시키는 것으로 구성되는 한방 미곡
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한 코오지가 입국용 코오지로서, 증자미의 0.2∼3부피%를 사용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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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한 코오지가 입국 및 분국용 코오지로서, 입국 코오지는 증자미의 0.2∼3부피%, 분국 코오지는 
증자미의 0∼22부피%를 사용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7항에 있어서, 상기한 주모 제조 단계가 증자미의 1∼5부피%를 사용하며, 증자미:코오지:물의 부피 비율이 1:0.05
∼0.4:1.2∼1.6의 비율이고, 10∼18℃의 온도의 온도에서 담그며, 10∼15일 숙성시키는 것으로 구성되는 한방 미곡
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7항에 있어서, 상기한 1단 담금 단계가 증자미, 코오지, 주모 및 물을 혼합하여 담금하며, 증자미의 15∼30부피%가 
사용되고, 증자미:코오지:주모:물의 혼합 부피비가 1:0∼0.7:0.1∼1.4:1.4∼1.7의 비율이며, 1단 담금시의 품온이 22
∼28℃인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7항에 있어서, 상기한 2단 담금 단계가 1단 담금후 1∼2일 후에 수행하며, 증자미의 45∼85부피%가 사용되고, 증자
미:코오지:1단 담금물:한방 약재 추출액의 혼합 부피비가 1:0∼0.3:0.4∼2.6:1.4∼1.7의 비율인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한 2단 담금 단계에서 첨가되는 상기한 한방 약재 추출액이 한방 약재 추출액:물의 비율이 1:9
∼9:1의 범위인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7항에 있어서, 상기한 본 발효 단계가 품온 28∼30℃에서 4∼5일간 숙성시키는 것으로 구성되는 한방 미곡주의 제
조 방법.

청구항 21.

제7항에 있어서, 상기한 본 발효 단계에 후속하여, 발효액을 4℃로 감온시켜 정치해서 고형분을 침전시키는 침전 단계
를 더욱 수행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한 침전 단계에 후속하여, 고형분이 침전된 상청액을 분리시키는 상청액 분리 단계를 더욱 수행
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한 침전 단계에 후속하여, 분리된 상청액을 4℃에서 1∼100일 정도 보관 숙성시키는 후숙 단계
를 더욱 수행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한 후숙 단계에 있어서, 기호에 따라 상청액 중량에 대하여 3∼50중량%의 설탕, 포도당, 과당, 
또는 그 혼합물을 첨가하는 당 혼합 단계를 아울러 수행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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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한 후숙 단계에 후속하여, 고온순간 살균법(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에 의해 
130∼145℃에서 1∼3초간 순간 살균시키는 고온순간살균 단계를 더욱 수행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한 고온순간살균 단계에 후속하여, 약 4℃로 재냉각시킨 다음, 진공조로 이송하여 이취를 탈기시
키는 진공 탈기 처리 단계를 더욱 수행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한 진공 탈기 처리 단계에 후속하여, 탄산가스를 탄산압력 약 1.5∼2.0㎏/㎠이 되도록 주입시키
는 탄산가스 주입 단계를 더욱 수행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26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상기한 한방 미곡주가 탁주 또는 약주인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한 고온순간살균 단계에 후속하여, 0.45㎛ 이하의 포어 사이즈를 갖는 마이크로 필터를 이용하
여 여과시키는 제균 및 고형분 제거 단계를 더욱 수행하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한 제균 및 고형분 제거 단계에 후속하여, 60℃에서 30분간 살균하는 저온살균법을 더욱 수행하
는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제29항 또는 제30항에 있어서, 상기한 한방 미곡주가 청주인 한방 미곡주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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