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A23F 3/16
     A23F 3/06
     A23F 3/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6월03일
10-0492628
2005년05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5-0026485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5년03월30일 (43) 공개일자

(73) 특허권자 (주)엔돌핀에프앤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7-5 벽천빌딩 8층

한국식품연구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산46-1

(72) 발명자 김인호
경기 용인시 풍덕천2동 임광아파트 301-1501

정재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2 이매촌 102-2003

(74) 대리인 이처영

심사관 : 조현경

(54)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옥수수 수염을 140~160℃에서
30~45초간 증열하고, 상기 증열 단계를 거친 옥수수 수염을 20~40℃에서 1시간동안 1차 건조한 다음, 2차 동결건조시키
고, 상기 동결건조된 옥수수 수염에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류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옥수
수 수염차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류를 혼합하여 옥수수 수염차의 감미를 증가시킴으로써 음용시 거부감이 없으
며, 체내에서 생성되는 엔돌핀의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이 강화된 옥수수 수염차를 제조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인들에게
기호성 우수하고 건강기능이 뛰어난 인스턴트차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옥수수수염, 페닐알라닌, 티백,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의 제조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티백 포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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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옥수수 수염을 140~160℃에서
30~45초간 증열하고, 상기 증열 단계를 거친 옥수수 수염을 20~40℃에서 1시간동안 1차 건조한 다음, 2차 동결건조시키
고, 상기 동결건조된 옥수수 수염에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류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옥수
수 수염차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에 관한 것이다.

  옥수수 수염은 옥수수의 열매 부분을 싸고 있는 실같은 부분으로 옥촉서예 또는 옥촉수(玉蜀鬚)라 부르기도 한다. 옥수수
수염은 특유의 약리효과가 뛰어나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는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원산지는 열
대 미주지역이며, 현재는 북미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재배되는 포이풀과의 1년생 초본으로 1~3m 크기로 자라며 병충해에
매우 강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다(이우철, 원색한국기준식물도감, 아카데미서적, 1996; 안덕균, 원색한
국본초도감, 교학사, 1988;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1979).

  옥수수 수염을 약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이뇨작용이 뛰어나며, 담즙분비를 촉진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내리며, 지혈작용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종, 비만, 월경전증후군 및 전립선 관련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Udaya, R.,
Traditional Food Plants in Sri Lanks, Hector Kobbekaduwa Agrarin Research and Training insstitute, 1998;
Phyllis, B. and James B., Prescription forb Nutritional Healing 3rd Edition, Avery Publishing, 2000). 또한, 옥수수
수염의 주성분으로는 휘발성 정유성분, 검(gum), 레진(resin), 사포닌, 알카로이드, 당분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특유의 구수한 맛과 단맛으로 인해 기호성 차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내인성 모르핀으로 다른 마약 모르핀처럼 중독성이 없으며 그 효과는
18~50배에 달한다고 한다. 단순한 진통 효과로만 알려졌던 엔돌핀의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매사를 긍정적 발상으로 받아
들이게 되어 인간에게 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젊음을 유지 시키고 암세포를 파괴 시켜준다는 새로운 학설이 현대의학에
의해서 최근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몸에는 엔돌피나아제(endorphinase)라는 엔돌핀 분해효소가 있어서 이들에 의해 엔돌
핀이 쉽게 파괴되므로 그 작용이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엔돌핀의 분비도 감소한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엔돌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미국 시카고 의과대학 Dr. Seymour Ehrenpreis는 동물과 임상실
험에서 DL-페닐알라닌이 엔돌핀을 보호하여 고통을 차단하고 엔돌핀의 수준을 어떠한 부작용과 독성 없이 끌어올린다는
결과를 발표했다(Ehrenpresis S. et al., Advances in pain research and therapy, Raven Press, New York, 3:479,
1979; Ehrenpresis S. et al., Endogenous and exogenous opiate agonist and antagonists, Pergamon Press, Elsford,
New York, p379-382, 1980)

  현대인들은 문화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정서적, 육체적으로 체력의 저하를 느끼며 살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건강
을 위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다. 인체는 매일 일정량의 물을 흡수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실들에 착안하여 여러 회사들은 우리가 늘 음용하는 물에 스트레스 해소 또는
쇠약한 신체의 일부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능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한방 재료들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으
며, 이런 제품들 중에서도 현대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제품은 언제 어디서든 뜨거운 물만 부어서 마실 수 있도록 제작된 인
스턴트용 차이다.

  본 발명자들은 이뇨작용, 담석증, 당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옥수수 수염을 가공하여 쉽게 음용할 수 있는 옥
수수 수염차를 개발한 바 있다(특허등록 제 10-0466550). 그러나, 상기 티백차는 옥수수 수염 특유의 떫은 맛과 누린 맛
을 가지고 있어, 기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으며, 최근 기능성을 강조한 건강음료들과 비교하여 기능적인 측면이 떨어
지는 경향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자들은 옥수수 수염에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류를 첨가하여 옥수수 수염차를 제조하는 것이, 옥수수 수염
차의 감미를 증가시켜 음용시 거부감이 없으며, 체내에서 생성되는 엔돌핀의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부과하는 것을 확인
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결국, 본 발명의 목적은 옥수수 수염 특유의 떫은 맛과 누린 맛을 제거하여 옥수수 수염차의 감미를 증가시켜 음용시 거
부감이 없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엔돌핀의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아미노산을 첨가하여 기능성이 강화된 기능성 옥
수수 수염차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a) 옥수수 수염을 세척하고 일정 크기로 절단하는 단계, (b) 상기 절단된 옥수
수 수염을 140~160℃에서 30~45초간 증열하는 단계, (c) 상기 증열 단계를 거친 옥수수 수염을 20~40℃에서 1시간동안
1차 건조시킨 다음, 2차로 동결건조하는 단계, (d) 옥수수를 침수, 증숙, 건조 및 파쇄하여 분말로 제조하는 단계, 및 (e) 상
기 (c)단계에서 동결건조된 옥수수 수염에 아미노산과 상기 (d)단계에서 제조된 옥수수 분말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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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e)단계에서 혼합비율은 동결건조된 옥수수 수염 100중량부에 대하여, 옥수수 분말 100~1000
중량부 및 아미노산 0.1~50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동결건조된 옥수수 수염 100중량부에 대하여,
옥수수 분말 200~500중량부 및 아미노산 1-10중량부이며, 상기 옥수수 분말의 사이즈는 1~70mesh인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첨가되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0.1중량부 이하인 경우, 엔돌핀의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절대량
이 부족하며, 10중량부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측면에서 역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옥수수 분말의 함량이 100중량부
이하일 경우에는, 옥수수 수염차의 비린 맛과 떫은 맛을 제거하기 어렵고, 500중량부 이상일 경우에는 옥수수 수염차 본연
의 시원한 맛을 발현하기 어렵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아미노산류는 류신(leucine), 리신(lysine), 메티오닌(methionine), 발린(valine), 세린(serine),
시스테인(cysteine), 시스틴(cystine), 아르기닌(arginine), 아스파라긴(asparagine), 알라닌(alanine), 오르니틴
(ornithine), 이소류신(isoleucine), 트레오닌(treonine), 티로신(tyrosine), 글루타민(glutamine), 글루탐산(glutamic
acid), 글리신(glycine), 히스티딘(histidine), 프롤린(proline), 타우린(taurine) 및 페닐알라닌(phenylalanine)으로 구성
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고, 상기 아미노산으로 DL-페닐알라닌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e)단계에서 옥수수 수염,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이외에 과일추출물, 식품추출물, 한약재추출
물, 버섯류추출물 및 식품영양강화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을 추가로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고, 상기 (e)단계 이후에 상기 제조된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를 물이 투과될 수 있는 기공을 가진 티백으로 포장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옥수수 수염,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
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되고, 옥수수 수염,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이 기공을 가진 티백내부에 포장된 기
능성 옥수수 수염 티백차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티백내부에는 옥수수 수염,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 이외에 과일추출물, 식물추출물, 한약재추
출물, 버섯류추출물 및 식품영양강화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과일추출물은 바나나추출물, 레몬추출물, 귤추출물, 석류추출물, 오렌지추출물, 사과추출물, 메
론추출물, 매실추출물, 수박추출물, 야자추출물, 파인애플추출물 및 대추추출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식물추출물은 허브추출물, 녹차추출물, 둥글레추출물, 구기자추출물, 알로에추출물, 현미추출물, 민들레추출
물, 백련추출물, 옥수수 추출물, 매실추출물, 복분자추출물, 오미자추출물, 뽕잎추출물, 쑥추출물, 산수유추출물 및 연근추
출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한약재추출물은 오가피추출물, 홍삼추출물, 쌍화추출물, 인삼추출물, 칡추출물, 계피추출물, 당
귀추출물, 동규자추출물, 율무추출물, 생강추출물, 더덕추출물, 삼백초추출물, 천궁추출물, 헛개나무추출물, 두릅나무추출
물, 갈근추출물 및 두충추출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
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버섯추출물은 영지버섯, 운지버섯,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및 동충하초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식품영양강화제는 비타민류, 철제류, 칼슘제 및 아연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 실시예는 오로지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실시예 1. 옥수수 수염의 채취

  옥수수 수염을 이용한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를 제조하기 위해서, 먼저 옥수수 수염을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옥수수 수
염은 옥수수 암꽃의 꽃술부분으로, 처음에는 하얗고 촉촉하지만 가루받이가 끝나면 붉게 변화하고, 열매가 다 익으면 시들
어 말라 버리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하게는 옥수수 수염이 마르기 전인 7월중이 가장 적당하다.

  실시예 2. 옥수수 수염의 전처리

  상기 실시예 1에 따라 채취된 옥수수 수염은 그늘에서 장시간 말린 뒤에 잡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세했다. 또한, 욕조에 담
겨 진 옥수수 수염 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너무 가늘거나 바싹 마른 것들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옥수수 자체가
가지는 비린맛을 제거하기 위하여 욕조에 소량의 식초를 희석시켜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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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된 옥수수 수염은 적당한 크기로 절단했다. 옥수수 수염이 너무 잘게 절단되면 물에 침출시 티백포장 밖으로 빠져나
올 있으며, 너무 크게 절단되면 티백 포장에 담기가 불편하므로 약 1.0~1.5mm 정도로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실시예 3. 옥수수 수염의 증열처리 및 건조

  옥수수 수염내의 효소를 불활성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절단된 옥수 수염에 증열 과정을 행하였다. 증열 과정을 거
친 옥수수 수염은 부드러워지고, 또한 옥수수 수염 세포막을 파괴함으로서 냉수에서도 가용성 성분들이 빠른 시간에 잘 우
러나도록 하였다. 이때 증열 과정의 조건은 140~160℃에서 약 30~45초간 증기를 쐬도록 처리했다.

  증열 과정을 거친 옥수수 수염은 20~40℃에서 약 1시간정도 1차 건조과정을 거쳤다. 상기 증열과정을 거친 옥수수 수염
은 고온 상태이고,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열 풍기를 이용하여 온도를 낮추어 주면서 수분함량이 10~15%
유지하도록 하였다.

  상기 1차 건조과정을 거친 옥수수 수염은 식품의 맛, 향,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결건조 방식을 행하였다. 상기 동결
건조 방식은 원료를 -35℃이하의 온도로 급속히 동결시킨 후, 0.1~1.0기압의 진공로에서 수분을 승화시켜 건조하는 첨단
방법을 실시하였다.

  실시예 4. 옥수수 분말 제조

  옥수수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옥수수를 세척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다음, 24시간 욕조에서 침지시켰다. 침
지한 옥수수는 140~160℃에서 2~3시간 증숙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 열풍건조기를 통해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상
기 건조된 옥수수는 12~50mesh로 파쇄하여 사용하였다.

  실시예 5. 옥수수 분말 및 페닐알라닌의 첨가

  상기 과정을 거친 옥수수 수염은 특유의 떫은 맛과 누린 맛이 잔존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맛을 제거하여 옥수
수 수염차의 감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상기 과정을 거친 옥수수 수염에 실시예4에 따라 제조된 단맛을 내는 옥수수 분
말, 에돌핀의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페닐알라닌을 첨가하여 기능성이 강화된 옥수수 수염차를 제조하였다(표 1).

  

표 1.
 성분  배합비(g)
 옥수수 분말(12~50mesh)  371
 옥수수 수염  100
 DL-페닐알라닌  5

  실시예 6. 티백 포장

  실시예 5에 의해 제조된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 조성물은 인스턴트용 티백(Tea bag)에 포장했다.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티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스턴트용 티백을 사용했으며, 티백의 재질은 내부에 수용되는 물질이 물에 용해되어 쉽
게 외부로 우러나면서도 내부의 고형물질이 외부로 잘 빠져나가지 않는 기공을 가진 면포 또는 부직포를 이용했다. 티백은
상기 면포 또는 부직포로 구성된 수용포대(10)와 끈(20)으로 연결된 라벨(30)로 구성되어, 사용자는 컵등의 용기에 물을
붓고 상기 수용포대(10)를 물 속에 잠기도록 위치시킨 후 충분히 수용포대 속의 내용물이 우러나면 끈으로 연결된 라벨
(30)을 이용해 수용포대를 꺼낼 수 있다. 대안으로, 티백포장은 상기 면포 또는 부직포로 구성된 수용포대만으로 제조되어
보리차와 같이 끊는 물에 넣어 침출시킨 후 음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기능성 옥수수 수염 티백차를 음용하는 방법은, 적당량의 끓는물을 용기에 붓고, 기능성 옥수수 수염
조성물이 들어있는 수용포대(10)를 물에 잠기도록 한다. 소정시간이 지나면 수용포대에 들어있던 기능성 옥수수 수염 조
성물로부터 침출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물의 색깔은 연한 황색으로 변한다. 물색깔이 변하면 그 상태로 수용포대를 흔들어
침출반응을 가속시키커나, 잠시 그대로 두어 색이 완전히 퍼지면 수용포대를 제거하고 마시면 된다.

  이상으로 본 발명 내용의 특정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는 바,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
체적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실시양태일 뿐이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할 것이다. 따라
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옥수수 수염 특유의 떫은 맛과 누린 맛을 제거하여 옥수수 수염차의 감미
를 증가시켜 음용시 거부감이 없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엔돌핀의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아미노산류를 첨가하여 기
능성이 강화된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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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 제조방법:

  (a) 옥수수 수염을 세척하고 일정 크기로 절단하는 단계;

  (b) 상기 절단된 옥수수 수염을 140~160℃에서 30~45초간 증열하는 단계;

  (c) 상기 증열 단계를 거친 옥수수 수염을 20~40℃에서 1시간동안 1차 건조시킨 다음, 2차로 동결건조하는 단계;

  (d) 옥수수를 침수, 증숙, 건조 및 파쇄하여 분말로 제조하는 단계; 및

  (e) 상기 (c)단계에서 동결건조된 옥수수 수염에 아미노산과 상기 (d)단계에서 제조된 옥수수 분말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
는 단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의 혼합비율은 동결건조된 옥수수 수염 100중량부에 대하여, 옥수수 분말 100~1000중량
부 및 아미노산 0.1~50중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옥수수 수염 100중량부에 대하여, 옥수수 분말 200~500중량부 및 아미노산 1~10중량부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미노산은 류신(leucine), 리신(lysine), 메티오닌(methionine), 발린(valine), 세린(serine), 시스
테인(cysteine), 시스틴(cystine), 아르기닌(arginine), 아스파라긴((asparagine), 알라닌(alanine), 오르니틴(ornithine),
이소류신(isoleucine), 트레오닌(treonine), 티로신(tyrosine), 글루타민(glutamine), 글루탐산(glutamic acid), 글리신
(glycine), 히스티딘(histidine), 프롤린(proline), 타우린(taurine) 및 페닐알라닌(phenylalanine)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아미노산은 DL-페닐알라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옥수수 분말의 사이즈는 1~70mesh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에서 옥수수 수염,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이외에 과일추출물, 식품추출물, 한약재추출물,
버섯류추출물 및 식품영양강화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을 추가로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 이후에 상기 제조된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를 물이 투과될 수 있는 기공을 가진 티백으로
포장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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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옥수수 수염,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기능성 옥
수수 수염차.

청구항 10.

  제8항의 방법에 의해 제조되고, 옥수수 수염,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이 기공을 가진 티백내부에 포장된 기능성 옥수수
수염 티백차.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티백내부에는 옥수수 수염, 옥수수 분말 및 아미노산 이외에 과일추출물, 식물추출물, 한약재추출
물, 버섯류추출물 및 식품영양강화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티백차.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과일추출물은 바나나추출물, 레몬추출물, 귤추출물, 석류추출물, 오렌지추출물, 사과추출물, 메론
추출물, 매실추출물, 수박추출물, 야자추출물, 파인애플추출물 및 대추추출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
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백차.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식물추출물은 허브추출물, 녹차추출물, 둥글레추출물, 구기자추출물, 알로에추출물, 현미추출물,
민들레추출물, 백련추출물, 옥수수 추출물, 매실추출물, 복분자추출물, 오미자추출물, 뽕잎추출물, 쑥추출물, 산수유추출
물 및 연근추출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백차.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한약재추출물은 오가피추출물, 홍삼추출물, 쌍화추출물, 인삼추출물, 칡추출물, 계피추출물, 당귀
추출물, 동규자추출물, 율무추출물, 생강추출물, 더덕추출물, 삼백초추출물, 천궁추출물, 헛개나무추출물, 두릅나무추출
물, 갈근추출물 및 두충추출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백차.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버섯추출물로는 영지버섯, 운지버섯,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및 동
충하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백차.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식품영양강화제로는 비타민류, 철제류, 칼슘제 및 아연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
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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