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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야채 및 과일이 포함된 닭고기용 양념 조성물

(57) 요약
본 발명은 야채 및 과일을 이용한 닭고기용 양념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닭고기를 섭취할 때 자연스럽게
야채 및 과일의 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닭고기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닭고기용 양념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소맥분, 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L-Glutamate), 정제염, 흑후춧가루, 고춧가루, 계핏가루, 마늘가루, 올레오
레진캡시컴(Oleoresin Capsicum), 파프리카(Paprika)추출색소, 생강가루, 인삼가루, 소나무복령가루, 대나무에서 구운소
금을 일정비율로 섞은 파우더와; 간장, 설탕, 양파, 마늘, 물엿, L-글루타민산나트륨, 고춧가루, 후춧가루, 생강, 산탄검
(Xanthan Gum), 셀러리(Celery)가루, 계핏가루, 동충하초가루, 뽕나무잎가루, 녹차가루, 매실액 및 다이어트원액을 일정
비율로 섞은 염지액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닭고기용 양념 조성물에 의하면 닭고기와 함께 야채나 과일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닭고기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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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분 40.5 중량%, 전분 40.5 중량%, L-글루타민산나트륨 4.0 중량%, 정제염 3.5 중량%, 흑후춧가루 1.02 중량%, 고춧
가루 0.6 중량%, 계핏가루 0.6 중량%, 마늘가루 0.30 중량%, 올레오레진캡시컴 0.18 중량%, 파푸리카추출색소 0.03 중
량%, 생강가루 0.12 중량%, 인삼가루 2.2 중량%, 소나무복령가루 6.3 중량%, 대나무에서 구운소금 0.15 중량%의 비율로
섞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닭고기용 양념 파우더.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야채 및 과일을 이용한 닭고기용 양념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닭고기를 섭취할 때 자연스럽게
야채 및 과일의 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닭고기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닭고기용 양념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닭고기는 저렴하고,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닭고기는 기름에 튀기거나, 불
에 직접 굽거나 혹은 삶는 방법으로 조리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계탕이나 육계장 등의 탕
으로 요리하여 먹기도 한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주거생활이나 식생활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식생활문화에서는 몸에 좋
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기 닭고기 요리 방법 중 기름에 튀기는 방법은 기름에 있는 노폐물이나, 콜레스테
롤 등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기를 꺼리고 있다.
상기와 같이 닭고기를 기름에 튀기지 않고 불에 직접 굽거나, 전기구이 장치로 구워서 먹는 방법은 닭고기를 구울 때 닭고
기를 올려놓는 그릴(Grill)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철망에 들러붙거나 철망의 녹 등의 발암물질이 닭고기에 묻어 나오기
도 하였다.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숯을 고압으로 압축하여 형성시킨 숯판을 사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압력식 구이
장치의 내부에 상기 철망으로 형성된 그릴 대신에 숯판 위에 닭고기를 올려놓고 조리하는 방법이다.
상기 숯판의 상단에서 닭고기를 조리할 때 최근에는 염지액에 닭고기를 오랫동안 담구었다가 조리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는
데, 이는 간장과 소금등 일반적으로 맛을 내기위한 양념에 불과한 것이이어서 새로운 양념이 요구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die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게 되고 닭고기를 섭취할 때에도 야채나
과일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숯판에서 닭고기를 굽는 일반적인 닭고기 조리방법에 사용되는 양념 조성물에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섞어서 닭고기를 섭취함과 동시에 야채와 과일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닭고기
용 양념 조성물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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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소맥분, 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L-Glutamate), 정제염, 흑후춧가루, 고춧
가루, 계핏가루, 마늘가루, 올레오레진캡시컴(Oleoresin Capsicum), 파프리카(Paprika)추출색소, 생강가루, 인삼가루, 소
나무복령가루, 대나무에서 구운소금을 일정비율로 섞은 파우더와;
간장, 설탕, 양파, 마늘, 물엿, L-글루타민산나트륨, 고춧가루, 후춧가루, 생강, 산탄검(Xanthan Gum), 셀러리(Celery)가
루, 계핏가루, 동충하초가루, 뽕나무잎가루, 녹차가루, 매실액 및 다이어트원액을 일정비율로 섞은 염지액으로 구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닭고기의 표면에 입히는 파우더는 소맥분 40.5 중량%, 전분 40.5 중량%, L-글루타민산나트륨 4.0 중량%, 정제
염 3.5 중량%, 흑후춧가루 1.02 중량%, 고춧가루 0.6 중량%, 계핏가루 0.6 중량%, 마늘가루 0.30 중량%, 올레오레진캡
시컴 0.18 중량%, 파푸리카추출색소 0.03 중량%, 생강가루 0.12 중량%, 인삼가루 2.2 중량%, 소나무복령가루 6.3 중량%
, 대나무에서 구운소금 0.15 중량%의 비율로 섞어서 형성한다.
상기 소나무복령가루는 소나무봉약가루라고도 불리우며, 배어낸지 여러해 지난 소나무 뿌리에서 기생하여 혹처럼 크게 자
란 균핵을 가루로 형성한 것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맛은 달고 심심하며 성질은 평하다. 폐경, 비경, 심경, 방광경에 작용한
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방재료이다.
상기 올레오레진캡시컴은 엷은 황색 또는 암적색의 특이한 향미와 약간의 점조성을 가지는 액체 천연 착향료이다.
본 발명의 닭고기를 일정시간 담가서 양념이 스며들도록 하는 염지액은 간장 23.0 중량%, 설탕 27.0 중량%, 양파 14.5 중
량%, 마늘 8.4 중량%, 물엿 9.4 중량%, L-글루타민산나트륨 3.5 중량%, 고춧가루 3.18 중량%, 후춧가루 0.88 중량%, 생
강 0.66 중량%, 산탄검 0.6 중량%, 셀러리가루 0.08 중량%, 계핏가루 1.2 중량%, 동충하초가루 0.05 중량%, 뽕나무잎가
루 0.05 중량%, 녹차가루 1.0 중량%, 매실액 1.0 중량% 및 다이어트원액 5.5 중량%의 비율로 섞어서 형성된다.
상기 다이어트원액은 사과, 배, 오이, 당근, 토마토, 호박, 미나리, 양파를 같은 비율로 섞어서 간 후 24시간 냉장보관하여
형성한 원액이다.
상기 염지액에 숙성시킨 닭고기는 상기 파우더를 묻힌 후 숯판에 굽게 되는데, 상기 숯판은 탄소가루 즉 숯가루를 바인더
와 함께 고온고압으로 성형한 구이용 숯판으로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성6327568호에 개시된 것이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상기 숯판에서 굽는 이유는 숯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으로 인해서 닭고기가 빨리 구워질 뿐만아니라, 발암물질 등의 해로
운 물질이 조리할 때 닭고기에 묻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로 형성된 닭고기용 양념 조성물을 사용하여 닭고기를 조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다이어트원액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과, 배, 오이, 당근, 토마토, 호박, 미나리, 양파를 세척하고 썰어서 같은 비율로 간
후 24시간 동안 냉장보관한다.
또한, 닭고기를 세척하고 절단한 후에 상기 다이어트원액이 포함된 염지액을 닭고기 1kg당 100g을 봉투에 담아서 진공포
장하고 6~7시간동안 숙성시킨다.
상기 숙성된 닭고기를 꺼내서 파우더를 묻히고 랩이나 호일 등으로 싸서 2~3시간 동안 보관한 후에 상기 숯판의 상단에
올려놓고 220℃에서 약 10분간 굽는다.
본원 발명자는 상기 염지액과 파우더를 묻혀서 구운 닭고기를 다이어트치킨이라고 부르는데, 야채와 과일이 콜레스테롤의
분해를 도와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것과 같이, 본 발명의 닭고기용 양념 조성물에 의하면 닭고기와 함께 야채나 과일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닭고기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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