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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숙취해소용 음료 및 그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자연의 기본약재를 법제하고, 여기에 다른 약재를 혼합하여 추출한 숙취해소용 음료 및 그 제조방법에 관

한 것으로, 콩가루와 쌀뜨물을 1:1의 중량비로 혼합한 혼합액에 5가지 기본약재(오가피, 당귀, 천궁, 진피, 감초)를 담

가서 소정기간 동안 방치하여 상기 기본약재의 독성, 냄새 등을 제거하는 법제(法製) 단계와; 상기 기본약재를 꺼내어

서 물로 씻는 수세단계와; 상기 기본약재를 말려서 보관하는 건조 보관단계와; 준비된 상기 기본약재와 홍삼, 구기자,

오미자, 동충하초, 영지, 꿀, 녹용, 갈근, 산수유, 인삼, 생강 및 대추 등의 추가약재를 일정 혼합비로 혼합하여 100℃ 

이하의 저온에서 소정시간 동안 증숙하는 증숙단계; 그리고 증숙에 의해 상기 기본약재와 추가약재의 성분이 추출된 

액기스를 추출하는 액기스 추출단계가 구비된 숙취해소용 음료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에 따라, 기본약재와 추가약재를 혼합하여 추출된 숙취해소용 음료는 간장을 포함하는 체내 내부기관들을 보호하

며, 기를 상승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숙취해소에 특이한 효과가 있다.

색인어

숙취해소, 약재, 법제공정, 액기스, 무압력 한약 추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숙취해소용 음료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자연의 약재를 법제하고 이를 다른 약재

와 혼합, 추출하여 제조한 숙취해소용 음료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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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음주로 인하여 알콜이 체내에 흡수되어서 축적된 에틸알콜이나, 알콜의 분해과정에서 전환되는 아세트알데히

드에 의해 독작용이 진행되어 간세포와 뇌세포에 손상을 주게 된다. 그에 따라 체내에서는 신진대사 등에 장애가 유

발되고 전신권태, 피로감, 복부팽만감, 구토, 두통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오한이나 복통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여 숙취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숙취에 의해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은 물론 무기력한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등 숙취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종래에는 드링크 형태의 음료들이 개발 및 시판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특허 제0181

168호에는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 조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 선행기술에는 오리나무와 마가목의 잎, 줄기 또

는 뿌리의 추출물 또는 분말을 주원료로 하여 여정실추출물 및 갈근추출물을 배합비를 달리하여 천연차로 제조한 것

이다.

그리고, 다른 예로서 국내 특허공개 제2001-019767호에는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

기 특허공개에는 한약재를 주재로 한 천연차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갈화, 갈근, 감초, 백출, 진피, 택사, 구기

자 및 생강의 효능에 의지하여 천연차를 제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숙취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음료가 개발되어 왔으며, 각각 독특한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숙취해소가 탁월한 효능을 갖는 약재 성분을 추출하여 음용시 혈중알콜농도를 신속히 저하시킴으

로써 숙취해소가 탁월한 숙취해소용 음료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숙취가 발생되기 전 또는 후에 신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숙취해소용 음료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한약 등의 천연약재 특유의 특이한 냄새와 독성을 제거하여 냄새나 자극에 의한 거부감이 

없이 음용할 수 있는 숙취해소용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숙취해소용 음료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법제된 오가피, 당귀, 천궁, 진피, 감초를 기본약재로 하여 수세하고 건조한 다

음, 여기에, 홍삼, 구기자, 오미자, 동충하초, 영지, 꿀, 녹용, 갈근, 산수유, 인삼, 생강 및 대추를 추가약재로 혼합하여 

이로부터 추출된 추출액으로 이루어진 숙취해소용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한약재 추출액은, 기본약재의 혼합비를 오가피 10 중량%, 당귀 5 중량%, 천궁 5 중량%, 진피 3 중량% 및 감초 

3 중량%로 하고, 상기 추가약재의 혼합비는, 홍삼 38중량%, 구기자 5중량%, 오미자 5중량%, 동충하초 5중량%, 영지

5중량%, 꿀 5중량%, 녹용 1중량%, 갈근 3중량%, 산수유 3중량%, 인삼 2중량%, 생강 1중량% 및 대추 1중량%로 구

성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콩가루와 쌀뜨물을 일대일의 중량비로 혼합한 혼합액에 5가지 기본약

재(오가피, 당귀, 천궁, 진피 및 감초)를 담가서 소정기간 동안 방치하여 상기 기본약재의 독성,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하는 법제(法製) 단계와; 상기 기본약재를 꺼내어서 물로 씻는 수세단계와; 상기 기본약재를 말려서 보관

하는 건조 보관단계와; 준비된 상기 기본약재에 더하여 홍삼, 구기자, 오미자, 동충하초, 영지, 꿀, 녹용, 갈근, 산수유,

인삼, 생강 및 대추 등의 추가약재를 일정 혼합비로 혼합한 후, 이를 적량의 물과 함께 무압력 한약추출기에 넣고 나서

100℃ 이하의 저온에서 60~80시간 동안 증숙하는 증숙단계; 그리고, 증숙에 의해 상기 기본약재에 추가약재의 성분

이 추출된 액기스를 추출하는 액기스 추출단계가 구비된 숙취해소용 음료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때 상기 저온 증숙단계에서의 증숙시, 상기 법제된 기본약재를 오가피 5~15 중량%, 당귀 3~8 중량%, 천궁 3~8 

중량%, 진피 2~4 중량%, 감초 2~4 중량%로 하고, 상기 추가약재로 홍삼 33~43 중량%, 구기자 3~8 중량%, 오미자

3~8 중량%, 동충하초 3~8 중량%, 영지 3~8 중량%, 꿀 3~8 중량%, 녹용 0.5~1.5 중량%, 갈근 2~4 중량%, 산수유

2~4 중량%, 인삼 1~3 중량%, 생강 0.5~1.5 중량% 및 대추 0.5~1.5 중량%로 하여 이를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아래의 실시예를 통해 설명한다.

먼저, 기본약재를 준비하여 콩가루와 쌀뜨물을 1:1의 중량비율로 혼합한 혼합액을 준비하고, 이 혼합액을 일정 용량

으로 서로 다른 용기에 나누어서 5가지 상기 기본약재를 각각 담근다. 상기 기본약재로는 오가피, 당귀, 천궁, 진피, 

감초가 사용된다.

상기 기본약재를 담근 채 약 8일간 상온에서 방치하게 되면, 한약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냄새와 독성, 그리고 두통

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성질 등이 억제 또는 제거된다. 이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한의학에서는 법제과정이라고 한다.

법제과정을 거친 기본약재는 각각 꺼내어서 깨끗한 물로 수세되고,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과정을 거치게 되며, 건조된

기본약재는 보관한다.

그리고, 추가약재를 준비하게 되는데, 홍삼, 구기자, 오미자, 동충하초, 영지, 꿀, 녹용, 갈근, 산수유, 인삼, 생강, 대추

를 일정량 준비한다.

참고로,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상기 기본약재 및 추가약재 각각에 대한 기능 을 살펴보는 것이 본 발명의 효과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기본약재로 사용되는 오가피, 당귀, 천궁, 진피 및 감초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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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피는 두릅나무과의 낙엽관목으로 오갈피라고도 하며, 맵고 쓰고 화끈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간, 신경 계통에 작

용하고, 항피로작용이 있으며, 생체의 항병능력을 증강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당귀는 승검초의 뿌리를 한의학에서 가르키는 말로서, 달고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며, 특히 간(肝), 심(心), 비(脾)

에 작용하여 정력(강정), 피로회복, 식욕증진 및 진정효과가 있다. 간을 보호하고 글리코겐(Glycogen)의 감소를 방지

하고, 비타민E 결핍증에 대항하는 작용이 있다.

천궁은 한방에서 보혈·활혈·정혈제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체내의 악혈을 빨리 운반하여 없애고 강한 살균작

용으로 외과질환도 신속히 치유하며 자궁수축작용으로 산후에 피를 멎게 한다. 또한 진통·진정제로도 효과가 우수

하여 두통, 어지럼증, 빈혈 등에 쓰이고 강장약으로도 효과가 뛰어나다.

진피는 운향과의 상록성 소교목식물인 홍귤 및 그 여러 가지 동속식물의 성숙된 과실의 과피(果皮)이다. 맵고 쓰고 화

끈한 성질로서 정유가 들어 있어서 소화관에 대해 온건한 자극작용이 있어 위장에 쌓인 가스배출에 유리하며, 위액분

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는다.

그리고, 감초는 한약재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약의 성분은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백 가지의 

독을 풀어 주고 구토(九土)의 정이 되며, 모든 약으로 해서 효력이 나도록 한다.

다음으로, 추가약재로 사용되는 약재에 대한 효능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홍삼은 남녀의 모든 허증(虛症), 신체 허약을 신속히 회복시켜 주고, 인체의 오장 육부의 기능을 보(補)하여 주

며, 신경강장제로 효능이 있다. 구기자는 가지과의 낙엽성관목식물인 영하구기와 구기의 성숙한 과일로서, 줄기, 잎, 

열매, 뿌리등 전체를 사용한다. 성질은 달고, 간, 신경 등에 작용한다. 그리고, 효능은 정력(자양, 강장), 피로회복, 체

력증강에 매우 좋으며, 간세포내 지방침적을 억제하는 작용과 간세포의 신생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오미자는 오미자과의 낙엽 활엽 만목으로, 시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폐, 위, 심장에 작용한다. 정력(자양, 강

장), 피로회복, 체력증강에 매우 좋고, 내분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동충하초는 맥각균과에 

속하는 동충하초균이 인시목 곤충의 새끼벌레에 침입하여 만든 포자체를 말린 것으로, 성질은 달고 따뜻하며, 폐와 

신경계에 작용한다. 지혈작용과 담을 삭이는 효과가 있으며, 폐와 신을 보하여 정력을 증진시키고, 빠른 피로회복 효

과가 있어 컨디션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영지는 신비로운 효능이 많아 영지(靈芝)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한 차는 인삼차와 더불어 건강 장수차의 대표적인 것

으로서, 비만을 치료하고 고콜레스테롤을 예방한다. 벌꿀은 영양공급, 조혈, 소염, 세포기능강화와 빈혈 및 간장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또한, 피로회복, 숙취제거, 혈행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녹용의 약성은 더웁고 맛은 달고 시며 독이 없고, 심과 폐를 기르며 열독을 풀어 준다. 갈근은 칡뿌리 성분이 고르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풍독의 두통을 낫 게 하고 해기, 발표, 출한하고 주리를 열고 술독을 풀어 준다.

산수유는 시고 따뜻한 성질이 있으며, 간, 신경에 작용하고, 비타민A, 코닌(Cornin), 사포닌(Saponin), 갈릭산(Gallic 

acid)이 함유되어 있다. 땀을 멈추게 하고 유정을 치유하며, 이뇨작용, 혈압강하작용, 항암작용 등을 한다. 인삼은 오

갈피나무과의 다년초로 성질은 달고 조금 쓰며 조금 따뜻하다. 비, 폐에 작용하며, 파나키론, 파나책스, 사포게놀, 파

나센, 파나귀산, 파낫구스사포닌, 시도스테롤, 비타민A, 지방산, 정유, 효소, 각종 배당체가 함유되어 있다. 소량으로 

쓰면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심근 수척력을 증강하며 강심배당제와 같은 작용이 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Insulin)

과 협동작용이 있고, 고혈당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다.

생강은 생강과의 재배 다년초로 맵고 조금 화끈한 성질을 가지며, 폐, 비장에 작용하여 방향 건위제로 간위, 진통, 해

소, 복통 및 냉증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추는 달고 조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작용부위는 비, 위, 심, 간에 작용한다. 단백질, 당류, 유기산 

점액질과 비타민(A, B2, C) 등이 들어 있다. 혈청 총단백질과 알부민(Albumin)을 증가시키며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

이와 같이 기술한 상기 기본약재와 추가약재의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약재들은 각각 간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약재의 특성상 서로 다른 한약재를 배합할 경우 서로의 기운을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유

발할 수 있는 것이며, 배합되는 비율에 따라 발휘되는 약재의 특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본 발명자는 이러

한 한약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숙취해소를 위한 최적의 약재와 배합비율에 대해 연구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 본 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적의 배합비율을 얻게 되었다.

음주를 한 후 에틸알콜이 분해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주류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이 체내에 유입되면 위장 또는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중에 들어가서 간장으로 옮겨진다. 간세포에서 알콜탈수소효소가 알콜을 아세트알데히드로 

산화시키고, 아세트알데히드는 아세트알데히드탈수소효소에 의해 초산으로 분해되어 전신의 근육이나 지방조직으로

옮겨지고, 최종적으로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된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 간은 상기 기본약재와 추가약재에 의해 보호됨

은 물론 제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상기 약재들이 원활한 작용을 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약재

들은 다른 체내 내부기관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실시예를 통해 설명한다.

<실시예>
먼저, 상기한 바와 같이 법제된 상기 기본약재를 혼합한다. 상기 기본약재의 혼합비율은 오가피가 5~15 중량%, 당귀

3~8 중량%, 천궁 3~8 중량%, 진피 2~4 중량%, 그리고 감초 2~4 중량%로 혼합하였다.

여기에 추가약재를 다음과 같은 혼합비로 혼합하게 되는데, 상기 추가약재의 혼합비는 홍삼이 33~43 중량%, 구기자

3~8 중량%, 오미자 3~8 중량%, 동충하초 3~8 중량%, 영지 3~8 중량%, 꿀 3~8 중량%, 녹용 0.5~1.5 중량%, 갈근

2~4 중량%, 산수유 2~4 중량%, 인삼 1~3 중량%, 생강 0.5~1.5 중량%, 대추 0.5~1.5 중량%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이와 같이 기본약재와 추가약재를 혼합한 후 계량하여 물과 함께 무압력 한약 추출기에 넣고 온도를 90~100℃의 저

온으로 유지하며 60~80 시간 동안 증숙하였다. 이때 약재와 함께 무압력 한약추출기에 투입되는 물은, 가열에 의해 

발생된 증기가 냉각되어서 다시 본체 내에 충진되므로, 이때 충진되는 물의 양과 증숙시간 및 원하는 순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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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량을 투입하였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한 증숙을 위해 사용된 무압력 한약 추출기는 국내 등록실용신안 제0172785호에 개시되어 있

는 것을 이용하였다. 상기 무압력 한약추출기는 히터에 의해 순수한 물과 함께 가열된 한약재로부터 무압상태에서 한

약성분이 포함된 증기를 냉각시키는 동시에 순환추출 방식에 의해 한약을 달여서 고순도의 한약을 추출하기 위한 구

조로 이루어진다. 상기의 무압력 한약 추출기는 용기 내부가 가열에 의해 고압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압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온도와 고압에 의한 한약성분의 조정이나 변질이 발생되지 않는 이점이 제공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증숙에 의해 상기 기본약재와 추가약재 성분이 액기스 형태로 추출되면 추출된 액기스를 가공, 포장하여 

용기에 충진시켜 음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제조된 숙취해소용 음료는 선행기술에서 소개한 기능성 음료와 비교함으로써 본 발명의 효과를 더욱 명확

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1은 일반적으로 음용되는 주류로서 알콜농도 25%인 소주 반병(180㎖)을 건

강한 성인 남자가 마신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비교표이다. 표 1에서는 음주 후 아무

드링크류를 음용하지 않은 경우와, 본 발명의 숙취해소음 료를 음용한 후와, 선행기술에 의한 음료를 음용한 후의 상

태변화를 나타낸다.

<표 1> 혈중알콜농도의 측정결과 (단위 : %)

무음용 본 발명의 음료 음료A

1시간 후 0.105 0.045 0.075

2시간 후 0.090 0.025 0.050

3시간 후 0.075 0.005 0.010

4시간 후 0.060 0.001 0.007

* 음료A는 선행기술에 소개한 국내 특허공개 제2001-019767호에 의해 제조된 천연차임.

상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숙취해소용 음료는 음용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음료A에 비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특정 약재를 선택하여 숙취해소용 음료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내에서 얼마든지 변경 및 변형이 가능함은 당연하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기본약재와 추가약재를 혼합하여 추출된 숙취해소용 음료는 간장을 포함하는 체

내 내부기관들을 보호하며, 기를 상승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숙취해소에 특이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숙취해소용 음료를 추출함에 있어서 무압력으로 한약을 추출함으로써 한약성분의 파괴를 막고 양질의 약성

분을 추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법제된 오가피, 당귀, 천궁, 진피, 감초를 기본약재로 하여 수세하고 건조하여, 여기에 홍삼, 구기자, 오미자, 동충하초

, 영지, 꿀, 녹용, 갈근, 산수유, 인삼, 생강 및 대추를 추가약재로 혼합하여 이로부터 추출한 추출액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음료.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액은,

상기 기본약재의 혼합비를, 오가피 10 중량%, 당귀 5 중량%, 천궁 5 중량%, 진피 3 중량% 및 감초 3 중량%로 하고,

상기 추가약재의 혼합비를, 홍삼 38중량%, 구기자 5중량%, 오미자 5중량%, 동충하초 5중량%, 영지 5중량%, 꿀 5중

량%, 녹용 1중량%, 갈근 3중량%, 산수유 3중량%, 인삼 2중량%, 생강 1중량% 및 대추 1중량%로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숙취해소용 음료.

청구항 3.
콩가루와 쌀뜨물을 1:1의 중량비로 혼합한 혼합액에 기본약재로서 오가피, 당귀, 천궁, 진피 및 감초를 담가서 소정기

간 동안 방치하여 상기 기본약재의 독성, 냄새 등을 제거하는 법제(法製) 단계와;

상기 기본약재를 꺼내어서 물로 씻는 수세단계와;

상기 기본약재를 말려서 보관하는 건조 보관단계와;

준비된 상기 기본약재에 더하여 추가약재로서 홍삼, 구기자, 오미자, 동충하초, 영지, 꿀, 녹용, 갈근, 산수유, 인삼, 생

강 및 대추를 일정 혼합비로 혼합하여 이를 무압력 한약추출기에 투입한 후 100℃ 이하의 저온에서 60~80시간 동안

증숙하는 증숙단계; 그리고

증숙에 의해 상기 기본약재와 추가약재의 성분이 추출된 액기스를 추출하는 액기스 추출단계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숙취해소용 음료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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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저온 증숙단계에서의 증숙시,

상기 법제된 기본약재를 오가피 10 중량%, 당귀 5 중량%, 천궁 5 중량%, 진피 3 중량%, 감초 3 중량%로 하고, 상기 

추가약재는 홍삼 38중량%, 구기자 5중량%, 오미자 5중량%, 동충하초 5중량%, 영지 5중량%, 꿀 5중량%, 녹용 1중

량%, 갈근 3중량%, 산수유 3중량%, 인삼 2중량%, 생강 1중량% 및 대추 1중량%로 하여 이를 동시에 투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취해소용 음료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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