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O TAT O A P P L I C AT I O N

미국 감자의 기능적인 역할
충전·결합·증점 효과
FILLERS, BINDERS & THICKENERS

미국 감자가
재료로 사용될 때
■ 글루텐 프리
■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비알러지성
■ 클린 라벨에 대한 기대 충족

충전제, 결합제, 증점제로서 감자의 이점
탁월한 글루텐 프리 식재료
다양한 형태의 감자는 일반적으로 빵가루나 분말이 사용되는 수많은 식품에서 밀을 대체하는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 감자를 활용하여 촉촉한 글루텐 프리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순하고 중성적인 맛
■ 차별성

향상된 결합력
감자는 특히 결합제로서 기능적으로 밀가루와 대등한 대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 감자
플레이크는 수분을 유지하고 조직을 개선해 촉촉한 맛을 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분이
증발하는 작용을 방지해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텍스처
감자 원료를 결합제나 충전제로 사용할 경우 수분 함량이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빵가루나 밀가루 기반 제품에 비해 입안에서 뛰어난 식감을 자랑합니다.
매력적인 풍미
감자의 풍미는 신선하면서도 중성적이므로 허브나 양념 혹은 중심이 되는 다른 맛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다채로운 향미를 지닌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외관
감자를 충전제로 사용할 경우, 균일한 외관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며 감자에 함유된 천연 당분을
갈색으로 만듭니다. 충전제로 사용된 감자는 클린 라벨을 한층 더 강조하고 중성적인 맛을
부각하므로 다른 원료들의 풍미를 돋보이게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감자를 충전제로 사용하면
고가의 단백질 투입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원가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PG.3

비동물성 단백질의 결합제
튀김이나 베이커리 제품의 바삭한 겉면은 메뉴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반죽이나 브레딩
또는 코팅의 경우 글루텐이나 기타 분말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자를 활용하면
제품의 외관, 텍스처, 제품 표현에 도움이 됩니다. 생감자는 나선형이나 슈레드 형태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냉동감자나 건조감자는 수분을 가하면 매력적인 풍미를 더하고 글루텐 프리 원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활용법을 제시해줍니다. 첫 단계로 감자 플라우어를 사용하면 수분을 흡수하여
최종적인 제품 표면의 응집력을 균일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자 플레이크로 만든 미트볼

감자 플레이크로 만든 미트로프

이상적인 감자 제품

브레딩(Breading)

■ (생감자 혹은 냉동 또는 건조 플레이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매쉬드 포테이토(Mashed Potato)는
결합력을 높이고 조직을 개선합니다.

육류의 비중이 높은 식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풍미와 텍스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원가를
낮출 목적으로 충전제·결합제·증량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자는 중성적인 풍미와
우수한 보습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종 제품에 부드럽고 균일한 텍스처와 촉촉함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충전제·결합제·증량제에 추가되는 원료로 매우 적합합니다. 이러한 경우 감자는
미트로프나 미트볼 같은 제품에서 물에 적신 빵이나 빵가루 또는 오트밀을 대신하는 이상적인
글루텐 프리 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맛이나 조직을 해치지 않고도 글루텐 프리 제품을

- 신선한 매쉬드 포테이토와 냉동 매쉬드 포테이토는 완제품에 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조리됐거나 즉석에서 만든 매쉬드 포테이토의 수분 함량은 제품의 사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건조 감자 플레이크나 그래뉼에 물을 가해 사용하거나 제품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 감자 플라우어는 감자 플레이크와 비슷한 작용을 하며 감자 플레이크 분량의 절반만 사용해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배합 비율 예시

이상적인 감자 제품
■ 일반적인 감자 플레이크나 슈레드를 빵가루 또는 기타 곡물 대용물과 1대1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비건 버거
VEGAN BURGER

있습니다.
■ 빵가루 또는 기타 곡물 대용물 투입량의 절반 가량을 분쇄 감자 플레이크와 플라우어로 대신할 수

매쉬드 포테이토························ 31.8%

있습니다.

다진 호두································ 24.5%
캔 병아리콩····························· 18.4%
조리한 퀴노아 · ··························· 11%

배합 비율 예시

감자 플레이크 · ························· 4.9%

클래식 미트볼

클래식 미트로프

애플 사이다 식초 ······················· 3.7%

CLASSIC MEATBALLS

CLASSIC MEATLOAF

치아시드·································· 2.4%

쇠고기 분쇄육 · ·························· 45%

쇠고기 분쇄육 · ·························· 57%

카놀라유·································· 1.8%

다진 양파 ································· 23%

돼지고기 분쇄육 ························· 29%

다진 마늘···································· 1%

달걀 ········································ 12%

달걀 ·········································· 6%

갈은 커민(Cumin)······················ 0.5%

케첩 ·········································· 8%

감자 플레이크 · ···························· 3%

100%

감자 플레이크 · ···························· 4%

다진 마늘 ····································1%

깍둑썰기한 구운 고추 ···················· 4%

갈은 고추 ····································1%

양념 ·········································· 2%

코셔 소금 ····································1%

다진 마늘 ····································1%

머스터드 ·····································1%

우스터 소스 ·································1%

우스터 소스 ·································1%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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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하여 공 모양으로 빚습니다.

■ 혼합하여 덩어리 모양으로 빚습니다.

■ 165°F(74°C)에서 노릇해질 때까지 굽습니다.

■ 165°F(74°C)에서 노릇해질 때까지 굽습니다.

매쉬드 포테이토와 포테이토 플레이크는 결합력을 높이고
텍스처를 개선하며 포테이토 플레이크를 덧입혀
바삭바삭한 크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모든 재료를 혼합한 후 블렌더에 넣고 섞습니다.
■ 패티 모양으로 빚습니다.
(원하는 경우 겉에 감자 플레이크를 입힙니다)
■ 기름을 두르고 갈색이 될 때까지 굽습니다.
■ 단단해질 때까지 오븐에서 400°F(204°C)로

매쉬드 포테이토와 포테이토 플레이크는 결합력을 높이고
텍스처를 개선합니다.

15분간 익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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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의 결합제
디저트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결합제로는 크림, 달걀, 전분, 밀가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자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감자 원료는 수분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으므로 크리미한 텍스처와 부드러운 식감을 형성합니다. 유제품 기반 디저트에서 크림이나
달걀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며 원가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감자 플레이크는 루(Roux)에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자 플레이크는 전통적인
그레이비(Gravy) 소스의 점도를 높입니다.

감자 플레이크를 사용하면 보다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감자 제품
■ 감자 플레이크를 제품에 바로 사용하거나 감자 플레이크에 물을 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액체 성분의 재료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증점제

■ 결합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선한 매쉬드 포테이토와 냉동 매쉬드 포테이토는 완제품에
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조리됐거나 즉석에서 만든 매쉬드 포테이토의 수분 함량은

감자를 증점제로 사용하면 수분을 유지하는 크리미한 조직을 만들고 실크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제품의 사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냅니다. 전통적인 루(Roux)와 마찬가지로 밀가루 대신 감자 플라우어를 증점제로 사용할 경우
크리미한 텍스처와 실크 같은 식감, 그리고 균일한 특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배합 비율 예시

건조 감자 플레이크나 플라우어와 생감자 또는 냉동감자를 소스, 수프, 그레이비에 넣으면
뛰어난 윤기와 부드러운 조직 그리고 탁월한 맛이 얻어집니다. 또한, 감자는 글루텐 프리

바닐라 플랜 / 커스터드

대용물로도 적합합니다.

VANILLA FLAN / CUSTARD
가당연유 ·································· 25%

이상적인 감자 제품

무당연유 ·································· 24%

■ 감자 플레이크를 첨가하고 열을 가하면 증점제 역할을 합니다.

달걀 ········································ 19%

■ 감자 플라우어는 감자 플레이크와 비슷한 작용을 하며 감자 플레이크 분량의 절반만 사용해도

매쉬드 포테이토 ·························· 8%
설탕 ········································· 4%

같은 효과를 냅니다.

바닐라 ······································· 1%

■ 결합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선한 매쉬드 포테이토와 냉동 매쉬드 포테이토는 완제품에 바로

캐러멜라이징용 설탕 ··················· 19%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조리됐거나 즉석에서 만든 매쉬드 포테이토의 수분 함량은 제품의
사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0%
■ 캐러멜라이즈에 쓸 설탕을 제외한 모든 원료를

배합 비율 예시

매쉬드 포테이토는 결합력을 높이고 텍스처를 개선합니다.

혼합합니다.
■ 그릇에 캐러멜라이징용 설탕을 넣습니다.

포크 그레이비

전통적인 그레이비

PORK GRAVY

TRADITIONAL GRAVY

갈은 소시지··············· 46%

스톡(Stock)··············· 89%

브로스(Broth) 수프······ 95%

우유 ························ 50%

버터 혹은 지방 ············· 6%

감자 플레이크 · ············ 5%

감자 플레이크 · ············ 4%

감자 플레이크 · ············ 5%

100%

100%

100%

■ 고기를 갈색으로 볶습니다.
■ 감자 플레이크와 우유를
넣습니다. 가열하면서

수프 점도 증가

■ 커스터드를 붓습니다.

■ 버터, 감자 플레이크, 스톡을

■ 수프에 감자 플레이크를

혼합합니다. 가열하면서

넣습니다. 가열하면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 단단하질 때까지 구워줍니다.
■ 열을 식힙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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