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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식·약용식물, 버섯류, 해조류, 과·채소류, 허브류, 천연향으로

부터 추출물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물에 12시간 정도 콩을 침지시켜 불리는 단계와, 불린 콩을 2시간 정도 스팀 증

자하고 순수 분리된 청국장균을 콩에 접종하여 38∼40℃의 약 20시간 발효시키는 단계, 및 발효시킨 콩을 50℃ 건조실에

서 건조한 후 분쇄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색인어

청국장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청국장 분말가루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추출물에 콩을 침지시킨 후 청국장을 발효시켜 제조

한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대문명의 질병인 성인병으로부터 탈출코자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국장은 옛부터 이용되

어 온 우리민족의 토속음식인데 최근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국장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더하고 있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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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청국장 제조방법을 보면 먼저 콩을 세척 한 후 일정시간 물에 불린 다음, 콩을 삶고 그리고 식인 후 청국장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대개의 경우 청국장제조에는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콩을 삶을 때에 물에 약초 등을 넣어 콩에 흡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나(한국특허공개공보 10-1996-0033292), 발효된 청국장 메주분말에 추출물을 첨가하는 형식(한국특허공개

공보 10-2002-0072834)을 취하거나, 청국장과 기타 식물류를 함께 건조하여 분말화하는 형식(한국특허공개공보 10-

2003-0008200)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들 방식은 콩을 물에 12시간 가량 불리면, 본래 콩 무게의 2~3배 정도 물을 흡수

하므로 콩을 삶을 때에 약초 등을 첨가하여 삶을 때는 이미 콩의 흡수 능력이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기에 약초성분의 흡수

가 미미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의 목적은 약리적 효능뿐만 아니라, 맛, 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영

양소를 고르게 갖추고 있는 식·약용식물, 버섯류, 해조류, 과·채소류, 허브류, 천연향으로부터 추출한 추출물에 콩을 흡수

시킨 후 청국장을 발효시켜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를 제조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 제조방법은 식·약용식물, 버섯류, 해조류, 과·채소

류, 허브류, 천연향으로부터 추출물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물이나 추출물을 혼합한 후 12시간 정도 콩을 첨지시켜

불리는 단계와, 상기 불린 콩을 2시간 정도 스팀 증자하고, 순수 분리된 청국장균을 콩에 접종하여 38~40℃의 약 20시간

발효시키는 단계, 및 상기 발효시킨 콩을 50℃에서 건조시킨 후 분쇄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의 제조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약리적 효능뿐만 아니라, 맛, 향이 뛰어나고 인간이 섭취해야 할 여러가지 영양소를 고르게 갖추고 있는 식·약용식물

(어성초, 삼백초, 작약, 뽕나무, 천궁, 치자, 홍화, 당귀, 황기, 감초, 천마, 포공용, 오가피, 자소, 인삼, 산삼, 장뇌삼, 홍삼,

단삼, 고삼, 산사, 황정, 황연, 길경, 마황, 백출, 창출, 복령, 우황, 익모초, 쑥, 우슬, 음양각, 결명자, 하수오, 반하, 사원자,

차전초, 차조기, 홍차, 강활, 계피, 매실, 오미자, 산수유, 대추, 구기자, 복분자, 갈근, 알로에, 석류, 월계수, 녹차, 독활, 음

나무, 두충, 솔잎, 율무, 현미, 보리, 옥수수, 감잎, 뽕잎, 팥, 대나무잎, 벌꿀, 박하 등), 버섯류(송이버섯, 표고버섯, 상황버

섯,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아카리쿠스, 잎새버섯, 팽이버섯, 노루궁뎅이, 꽃송이, 만가닥, 버들송이, 석이, 시

메지버섯, 동충하초 등), 해조류(다시마, 미역, 김, 멸치 등), 과·채소류(양파, 마늘, 생강, 호박, 천아,무우, 배추, 당근, 사과,

배, 포도, 머루, 참다래, 살구, 매실, 바나나, 감, 참외, 오이, 수박, 파인애플, 밀감, 오렌지, 키위, 망고, 메론, 한라봉 등), 허

브류(로즈마리, 타임, 세이지, 라벤더, 애플민트, 레몬버베나, 레몬밤, 레몬그라스, 스피아민트, 페파민트, 스테비아, 케모

마일 등), 천연향(솔잎, 레몬, 바나나, 바닐라, 커피, 초크렛, 박하)을 약100℃의 열수를 이용하여 수조에서 4시간 정도 추

출하는 열수 추출방법, 냉수를 이용하여 수조에서 4시간정도 추출하는 냉수 추출방법, 수증기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수증

기 증류 추출방법, 알콜이나 핵산 등을 이용하여 속스렛장치에서 추출하는 유기용매 추출방법 또는 착즙기를 이용하여 추

출하는 착즙방법 등으로 추출물을 추출한다.

이어서, 식·약용식물, 버섯류, 해조류, 과·채소류, 허브류 또는 천연향으로부터 추출한 추출물이나 이들 추출물 2 내지 6종

을 혼합한 후 12시간 정도 콩을 침지시켜 콩을 불린다.

이어서, 불린 콩을 2시간 스팀 증자한 다음, 순수 분리된 청국장균(바실러스속)을 콩에 접종하여 38∼40℃의 발효실에서

약 20시간 발효시킨다.

마지막으로, 50℃의 건조실에서 건조한 후 분쇄기에서 분쇄하여 기능성 청국장 분말 가루를 제조한다.

본 발명의 청국장 분말가루를 우유, 두유, 요쿠르트, 음료 등에 첨가하여 먹을 수 있으므로 먹기에도 편리하고, 추출물에

의한 청국장의 냄새를 상쇄시켜 훨씬 미각적인 맛과 향을 더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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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청국장 분말가루는 기능성을 갖는 추출물을 콩에 흡수시켜 만든 분말청국장이므로 약효가 뛰어나

고 영양가가 높으며, 냄새가 없는 기능성 청국장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식·약용식물, 버섯류, 해조류, 과·채소류, 허브류, 천연향으로닥터 추출물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물이나 추출물을 혼합한 후 12시간 정도 콩을 침지시켜 불리는 단계와;

상기 불린 콩을 2시간 정도 스팀 증자하고, 순수 분리된 청국장균을 콩에 접종하여 38~40℃의 약 20시간 발효시키는 단

계; 및

상기 발효시킨 콩을 50℃에서 건조시킨 후 분쇄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 제조방

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식·약용식물은 어성초, 삼백초, 작약, 뽕나무, 천궁, 치자, 홍화, 당귀, 황기, 감초, 천마, 포공용, 오가피, 자소, 인삼,

산삼, 장뇌삼, 홍삼, 단삼, 고삼, 산사, 황정, 황연, 길경, 마황, 백출, 창출, 복령, 우황, 익모초, 쑥, 우슬, 음양각, 결명자, 하

수오, 반하, 사원자, 차전초, 차조기, 홍차, 강활, 계피, 매실, 오미자, 산수유, 대추, 구기자, 복분자, 갈근, 알로에, 석류, 녹

차, 월계수, 독활, 음나무, 두충, 솔잎, 율무, 현미, 보리, 옥수수, 감잎, 뽕잎, 팥, 대나무잎, 벌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

성 청국장 분말가루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버섯류는 송이버섯, 표고버섯, 상황버섯,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아카리쿠스, 잎새버섯, 팽이버섯, 노루

궁뎅이, 꽃송이, 만가닥, 버들송이, 석이, 시메지버섯, 동충하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해조류는 다시마, 미역, 김, 멸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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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채소류는 양파, 마늘, 생강, 호박, 천아, 무우, 배추, 당근, 사과, 배, 포도, 머루, 딸기, 참다래, 살구, 매실, 바나나,

감, 참외, 오이, 수박, 파인애플, 밀감, 오렌지, 키위, 망고, 메론, 한라봉, 셀러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칭국장 분말

가루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허브류는 로즈마리, 타임, 세이지, 라벤더, 애플민트, 레몬버베나, 레몬밤, 레몬그라스, 스피아민트, 페파민트, 스테비

아, 케모마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친연향은 소나무, 레몬, 바나나, 바닐라, 커피, 초크렛, 박하 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 제조방

법.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의 방법으로 제조되어진 기능성 청국장 분말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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