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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냉동감자를 사용한 포테이토 칩의 제조방법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냉동감자를 사용한 포테이토 칩의 제조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냉동감자를 사용하여 포테이토 칩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테이포  칩의  품질은  갓  수확한  감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감자의  수확기가  한정되어  있어  비수확기에  포테이토  칩을  제조할  경우,  주로  수확기에 
저장해  둔  원료  감자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기  저장  감자는  저장중에  발아,  부패  또는  중량감소 
등이  일어나며  특히  자체  호흡으로  인한  영양분  손실  및  환원당의  함량증가  등으로  포테이토  칩을 
제조할 경우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통상의  저장감자로서는  다음해  수확시기까지  양질의  포테이토  칩을  일정하게  제공할  수 없었
다.  또한  감자의  저장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감자를  그대로  냉동저장한  후  이를 해동시
켜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동시키는  동안에  감자  자체의  효소  작용으로 인하
여 감자가 검게 변색되어 칩으로 가공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한 포테이토 칩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의  연구한  결과,  원료감자를  본  발명에  따른 방법으
로  처리한  후  이를  냉동저장하였다가  필요시  해동시켜  사용함으로써  항상  일정하게  갓  수확한  원료 
감자를 사용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갖는 포테이포 칩을 제조할 수 있었다.

본  발명은  감자를  이용한  포테이토  칩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감자를  공지의  방법으로  수세  및 
탈피한 후,  소정의 크기로 썰어 슬라이스를 만들고,  이  감자 슬라이스의 표면 전분을 수세한 후, 울
트라포스페이트  0.2  내지  1.0중량%  용액,  또는  시트릭산  0.05  내지  0.3중량%  및  아스코르빈산  0.1 
내지  0.5중량%의  혼합용액,  또는  시트릭산  0.05  내지  0.3중량%,  아스코르빈산  0.05  내지  0.4중량% 
및  E.D.T.A.  0.01  내지  0.2중량%의  혼합용액,  또는  시트릭산  0.05  내지  0.3중량%,  울트라포스페이트 
0.2  내지  1.0중량%  및  E.D.T.A.  0.05  내지  0.2중량%의  혼합용액을  40  내지  50℃로  가열하여  3  내지 
5분간  침지한  후  -40  내지  -60℃에서  5  내지  30분  동안  급속냉동시켜  -20℃에서  저장한  것을  30 내
지 00℃에서 해동시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테이토 칩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혼합용액의  성분중  상기  및  하기의  "울트라포스페이트"는 (Na2O) 4 P2O5 [Sodium  acid(poly) 

phosphate]를 말한다.

상기  혼합용액에  원료  감자를  침지시키면,  냉동된  감자의  해동시  발생하는  원료  감자의  변색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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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포테이토 칩으로의 가공시 칩의 조직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한  방법에  의해  처리된  원료  감자를  사용한  포테이토  칩의  제조방법은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을 사용한다.

이상,  본  발명에  따라  냉동시킨  원료  감자를  사용하여  포테이토  칩을  제공할  경우,  오랜  기간의 저
장에도  불구하고  갓  수확한  햇감자로  제조한  포테이토  칩에  비해  색상이나  조직감  또는  풍미  등이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제시하여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받지를 않는다.

[실시예 1]

직경  4  내지  7cm의  감자를  통상의  방법으로  수세,  탈피하고,  두께  약  1.5mm로  얇게  썰고,  이  감자 
슬라이스  표면의  전분을  수세한  후,  울트라포스페이트  0.5중량%가  용해된  용액을  40  내지  50℃로 가
열하여 3 내지 5분간 침지시킨 후, -40℃에서 급속냉동한 다음 -20℃이하에서 저장한다.

상기한  방법으로  7개월  동안  저장한  저장감자를  사용하여  면실유,  미강유  또는  팜유  등의  식물성 기
름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170 내지 190℃에서 1분 30초 동안 튀겨 포테이토 칩을 제조한다.

[실시예 2]

울트라포스페이트  0.5중량%  대신에  시트릭산  0.1중량%  및  아스코르빈산  0.3중량%의  혼합용액을 사용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하다.

[실시예 3]

울트라포스페이트  0.5중량%  대신에  시트릭산  0.1중량%,  아스코르빈산  0.2중량%  및  E.D.T.A. 0.05중
량%의 혼합용액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하다.

[실시예 4]

울트라포스페이트  0.5중량%  대신에  시트릭산  0.15중량%,  울트라포스페이트  0.3중량%  및  E.D.T.A. 
0.05중량%의 혼합용액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하다.

[비교예 1]

갓  수확한 직경 4  내지  7cm의  햇감자를 수세,  탈피하고,  두께  약  1.5mm로  얇게  썰고,  이  감자 슬라
이스  표면의  전분을  수세하여  제거한  후,  면실유,  미강유  또는  팜유  등의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170 내지 190℃에서 1분 30초 동안 튀겨 포테이토 칩을 제조한다.

[비교예 2]

6  내지  8℃  및  상대습도  85  내지  95%의  조건하에서  7개월간  저장한  감자를  사용하여  비교예  1과 동
일하게 포테이토 칩을 제조한다.

하기  표  1은  본  발명에  따라  냉동시킨  원료감자를  사용하여  제조한  포테이토  칩과  비교예  1과 비교
예  2에  의해  제조한  포테이토  칩의  제품을  각기  기기적  및  관능적으로  비교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각  경우  10점  만점으로  하였으며,  10명의  훈련된  패널리스트를  동원하여  그  평균값을  택하였다. 색
상의 경우에는 Agtron(모델  E-5F,  MAGNUSON  ENGINEERS,  INC.  가장  밝을 때의 수치 :  100,  가장 어두
울 때의 수치 : 0)으로 측정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감자를  이용한  포테이포  칩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감자를  공지의  방법으로  수세  및  탈피한  후, 
소정의  크기로  썰어  슬라이스를  만들고,  이  감자  슬라이스의  표면  전분을  수세한  후, 울트라포스페
이트  0.2  내지  1.0중량%  용액,  또는  시트릭산  0.05  내지  0.3중량%  및  아스코르빈산  0.1  내지 0.5중
량%의  혼합용액,  또는  시트릭산  0.05  내지  0.3중량%,  아스코르빈산  0.05  내지  0.4중량%  및  E.D.T.A. 
0.01  내지  0.2중량%의  혼합용액,  또는  시트릭산  0.05  내지  0.3중량%,  울트라포스페이트  0.2  내지 
1.0중량%  및  E.D.T.A.  0.05  내지  0.2중량%의  혼합용액을  40  내지  50℃로  가열하여  3  내지  5분간 침
지한 후  -40  내지  -60℃에서 5  내지 30분동안 급속냉동시켜,  -20℃에서 저장한 것을 30  내지 80℃에
서 해동시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테이토 칩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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