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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단맛은 전 세계 인류가 모두 좋아하는 맛 중의 하나로 

탄수화물이 주요 감미 성분이고 그중 설탕이 단맛을 가진 

대표적인 물질이다. 그러나 근래에 산업화에 따른 생활패

턴의 변화에 따라 과도한 당의 섭취는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 결과 비만증을 비롯한 당뇨병, 동맥경화, 심

근경색, 고혈압 등의 성인병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

다(1,2). 특히 설탕 및 액상 과당이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소비자들에

게 당류의 이미지는 다소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

라 스테비아, 아스파탐 등 고감미 감미료의 수요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설탕을 대체하여 첨가한 저칼

로리 베이커리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감미료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으로의 적용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수크랄로스와 

스테비오사이드를 이용한 쿠키의 제조(3), 자일리톨 등 

알코올 당류를 이용한 양갱의 제조(4), 올리고당을 사용

한 스펀지케이크의 제조(5)와 같은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의 적용을 위한 첨가량 결정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단순히 칼로리의 

양뿐 아니라 체내 흡수 속도 역시 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밝혀져 포도당의 혈당치 상승률을 지수로 표현

한 GI(Glycemic Index)수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흡수 속도가 느린 즉 GI가 낮은 식품은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같더라도 장기

간 섭취하는 경우 체내 지질합성이 저하되고 내장지방을 

감소시켜 성인병 및 대사증후군 등을 예방한다고 보고되

었다. 팔라티노스는 에너지의 양적인 기준인 칼로리에 에

너지의 질이라 할 수 있는 흡수속도가 추가된 개념인 슬

로우 칼로리에 부합하는 당류이다. 팔라티노스는 벌꿀이

나 사탕수수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이당류로서 설탕과 

결합 양식이 다른 구조 이성질체이다. 감미는 설탕의 약 

45% 정도지만 흡수가 느릴 뿐 아니라 다른 당질의 소화 

흡수를 지연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러나 감미도가 낮아 

불가피하게 설탕과 같은 높은 감미도를 가지는 첨가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되 설탕의 최저량을 투입하고 관능적으

로도 유의적 차이가 없는 첨가량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투고를 통하

여 실제 팔라티노스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빵에서 팔라티

노스는 어떤 효과를 주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연구를 토대로 하여 밝히고자 한다.

팔라티노스를 이용한 GI 제과 제조의 문제점

빵은 탄수화물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식품군

으로서 온전한 전분의 함유뿐 아니라 많은 양의 설탕이 

첨가되어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는 과자류나 빵류

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도 비만에 대한 두려움과 대사증후

군에 시달리는 특정 증후군 보유자들에게는 기피할 수 

있는 식품으로 취급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분은 차치하

고라도 첨가되는 설탕의 양을 줄이거나 다른 감미 대체물

질로 대체할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GI를 유지하는 식품으

로 탈바꿈이 가능하며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제과, 제빵업에 팔라티노스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러나 팔라티노스는 설탕과 같은 분자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결합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과당의 환원기가 결합

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팔라티노스는 설탕보다는 

화학적 반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 이 특징은 오히려 팔라티노스가 각종 식품의 가공에 

쓰이기 힘든 난점이 있다. 팔라티노스의 잠재력은 꽤 높

으나 조리 분야 외에 가공업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연구를 소개하자면 팔라티노스의 제

과, 제빵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들렌과 

다쿠아즈제조에 팔라티노스를 다양한 농도로 첨가하여 

비교한 바 있다. 마들렌은 박력분, baking powder, 설탕, 

계란, 레몬필, 소금, 버터를 사용하여 기존의 레시피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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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medeleine color after adding palatinose 
instead of sugar (from left to right, 0, 20, 50%).

Table 1. Ingredient of dacquoise made with sugar and palatinose                                                (unit: g)
Ingredient S100P0 S80P20 S60P40 S40P60 S20P80

Egg white
Sugar
Palatinose
Almond powder
Sugar powder
Wheat flour

165
 50
  0
100
 83
 27

165
 40
 10
100
 83
 27

165
 30
 20
100
 83
 27

165
 20
 30
100
 83
 27

165
 10
 40
100
 83
 27

하여 오븐 온도는 윗불 180, 아랫불 160°C로 20~ 25분 

구워 제조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 설탕

으로 제조한 것, 설탕 80%+팔라티노스 20%, 설탕 

50%+팔라티노스 50%로 첨가한 것 모두 색도의 차가 확

연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팔라티노스의 양을 증

가시킬수록 어두운 갈색으로 제품이 변화되는 것과 딱딱

한 물성을 보이고 있어 제과로서는 팔라티노스의 첨가가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었다. 보통 팔라티노스를 

첨가하여 제과 혹은 제빵에 사용할수록 색도의 변화가 

심하여 기존의 레시피에 준하여 설탕을 대체하여 팔라티

노스를 첨가할 경우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품질적인 요소

가 충족되지 못한다. 팽창제나 이스트를 사용하여 용적의 

변화를 늘리는 제품의 경우 에어셀(air cell) 사이에 형성

되는 얇은 반죽의 막 사이에 용해되어 있는 팔라티노오스

는 고온의 열에 의한 caramelization의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갈색화 진행정도도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팽창제나 이스트의 역할을 크게 기대

하지 않는 제품에 팔라티노스를 이용한 GI 제품을 적용하

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행히도 팽창제나 이스트를 사용

하지 않는 제과의 대표적 제품으로 다쿠아즈라는 제품이 

있다. 다쿠아즈라는 이름은 ‘닥스의’라는 뜻의 여성형 프

랑스어 단어인 dacqoise에서 따왔다. 다쿠아즈는 팽창제

나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머랭을 이용한 팽창력에 

의존하게 된다.

GI 다쿠아즈의 제조

다쿠아즈의 제조를 위한 배합비율은 Table 1과 같으며 

가장 중요한 공정은 머랭의 제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머랭의 제조는 거품형 반죽법을 사용하며 달걀흰자를 이

용하여 거품을 내고 완성 전에 감미료를 첨가한 후 다시 

반죽을 완성하여 최종적으로 머랭을 완성하게 되어 있다. 

이 완성된 머랭은 후에 밀가루의 반죽에 혼합하고 최종적

으로 다쿠아즈의 반죽을 완성하게 된다. 다쿠아즈용 팬에 

유산지 또는 실리콘 페이퍼를 펼친 후, 제조한 반죽을 15 

g씩 정확하게 배분하고 이를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고르

게 펴는 과정을 거치고 오븐의 상단을 180°C, 하단은 

160°C로 설정하여 22분간 굽게 된다. 이때 균일한 다쿠

아즈에 색을 위해 굽는 과정 중 11분에 뒤집어 주어 완성

하게 된다.

팔라티노스를 이용하여 제조한

다쿠아즈의 품질 변화 관찰

제조된 다쿠아즈의 색도의 측정은 색차계(Konica 

Minolta Optics, Inc., 일본)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

쿠아즈의 L, a, b 값을 시료당 5개를 추출하여 각각 3회씩 

측정하여 총 15회의 평균을 구하였으며 L, a, b의 보정값

은  각각 +95.0, -0.35, +3.68이었다. 색차는 [(95.0- 

L)2+(-0.35-a)2+(3.68-b)2]1/2로 계산하였다. 다쿠아즈

와 같이 머랭의 팽창력에 의존하여 최종 제품의 물성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경우 팔라티노스의 첨가량의 변화에 

따라 머랭의 밀도 변화와 최종 제품의 상관관계를 측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Table 1의 배합비율로 제조된 

설탕과 팔라티노오스만 첨가되어 완성된 머랭을 30 mL 

컵에 담고 스크래퍼로 깎아 평평하게 만들어 무게를 측정

하였다. 머랭의 비중은 무게/비중으로 계산하였으며 각 

시료당 10회의 반복실험을 행하여 평균을 냈다. 제조된 

다쿠아즈의 팽창도는 제조된 이후 6시간 동안 상온으로 

냉각시킨 이후, 다쿠아즈팬의 하나의 틀의 용적(20.41 

mL)에 대하여 늘어난 높이만큼 다시 계상하여 (최종제품 

용적/틀의 용적)×100으로 하여 팽창도(%)로 계산하였

으며 15회의 반복을 통하여 평균을 냈다. 다쿠아즈의 물

성은 팔라티노스 첨가량을 달리한 다쿠아즈의 중심부를 

Universal Test Machine(Testron, 대한민국)을 이용하

여 원추형의 probe를 이용하여 시료당 각 1회씩 관통하

여 관통하면서 전달되어지는 힘을 평가하였다. Univer-

sal Test Machine의 probe의 속도는 30 mm/min이었으

며 load cell은 10 kg로 정하였다. 시료는 5회씩 반복실험

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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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colorness of dacquoise according to re-
placement content of palatinose instead of sugar.

    Palatinose 0%      Palatinose 40%     Palatinose 80%  

Fig. 3. Appearance of dacquoise made of various palatinose 
contents.

Fig. 4. Color differences of dacquoise with various contents 
of palatinose replaced sugar.

Fig. 5. Change of density of meringue and expansion degree 
of dacquoise according to contents of palatinose.

GI 다쿠아즈 색도의 변화

설탕과 팔라티노스에 첨가량을 달리 사용하여 제조한 

다쿠아즈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쿠키의 제조에서 쿠키의 색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주로 당에 의한 영향이 크고 환원당에 의한 비효소적 갈

변이라고 할 수 있는 Maillard reaction, 열 에너지 투입

에 따른 당에 의한 caramelization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

을 받는다(6). 설탕을 대체한 팔라티노스의 첨가량을 증

가할수록 whiteness는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a 값은 증가하고 b 값도 L 값과 매우 유사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팔라티노스를 첨가할수록 어두워

지고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팔라티노스를 0%, 40%, 80%로 설탕을 대체하여 첨가하

여 제조하였을 때 제품의 외관을 나타내는 사진으로, 확

연하게 갈색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색차에서도 

설탕으로 제조된 다쿠아즈의 색보다 팔라티노스를 첨가

하여 제조한 다쿠아즈는 매우 다른 외관의 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이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쿠아

즈를 대상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였는데 특히 팽창제가 

첨가제로 들어가는 제빵의 경우에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

으로 제조되어 전혀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확인한 

바, 팽창제가 첨가되지 않으나 머랭으로 팽창효과를 주는 

다쿠아즈로 선택한 이유이다. 따라서 팔라티노오스를 제

과, 제빵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

다. 이는 팔라티노스는 설탕(glucose(α1→2) fructose)

의 구조와는 달리 glucose와 fructose 간에 α1→6 결합

을 이루고 있어 fructose의 환원기가 노출되어 설탕보다

는 화학반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7) caramelization 반

응에 의한 갈색화의 정도가 설탕보다 매우 큰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머랭의 밀도 및 다쿠아즈의 팽창도

설탕과 팔라티노스에 첨가량을 달리하여 첨가한 계란

흰자 머랭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최저 

0.0927(g/mL)에서 최고 0.1007(g/mL)의 수준으로 설탕

을 팔라티노스로 대체할수록 밀도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설탕만을 첨가한 머랭보다 팔라티노스로 설탕의 

첨가를 대체하였을 때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팔라티노스

가 첨가된 머랭이 단위 부피당 더 많은 양의 머랭이 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팔라티노스가 첨가된 머랭의 

거품 내에 존재하는 air cell의 분포가 설탕이 첨가된 머

랭보다 수적으로 더 적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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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hear stress of dacquoise made with various contents 
of palatinose; gray box, first peak area of each profile.

것이다. 김 등(8)은 야콘 농축액을 이용한 식빵의 제조 

시에 측정한 빵의 부피 및 비용적의 결과에서 설탕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빵에서 비교적 적은 값을 나타낸 바 

있다. 빵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제품의 수율이 높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9) 팔라티노스를 사용한 

것은 제빵에 적용할 경우에도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머랭에서 낮은 밀도를 보이는 본 실

험의 결과는 반죽에서 오히려 팽창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보통 제과에서의 밀도는 반죽

의 팽창 정도를 나타내고 완성된 쿠키의 향과 색깔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10). 제과에서의 밀도는 낮은 경우 쿠

키가 딱딱하게 되고 높으면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나타낸

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특성은 밀가루의 종류, 흡수율, 

지방의 종류와 사용량, 반죽의 혼합 방법, 휴지시간, 팽창

제의 종류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6), 머랭의 

경우는 계란 흰자와 감미료만을 혼합하여 보통 제과에서 

사용되는 반죽의 밀도와 완성된 제품 간의 상관성을 연결 

짓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다쿠아즈는 특별한 팽창제가 

첨가되지 않고 머랭의 거품성만을 의존하여 제품의 물성

을 조절하므로 머랭의 밀도를 팽창제와 연관하여 평가하

여 보았다. Fig. 5의 팽창도를 보면 오히려 팔라티노스가 

첨가된 다쿠아즈의 팽창도는 설탕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머랭의 밀도와 다쿠아즈의 팽창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설탕을 이용한 머랭의 거품

은 나머지 재료를 섞고 진행되는 반죽 과정에서 팽창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단단한 거품의 유지에 큰 효과가 없

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해 팔라티노스는 머랭의 거

품을 후반죽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팽창도는 설탕만을 첨가한 경우 

18.7%의 용적 팽창도를 보였으나 설탕의 80%를 팔라티

노스로 대체한 경우 5%정도 증가된 23.4%의 팽창도를 

보였다.

물성 측정

설탕과 팔라티노스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다쿠

아즈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Fig. 6에 보여주는 그래프는 각 시료의 대표적인 프로파

일을 나타낸 것으로 대체적으로 원추의 probe가 관통하

면서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shear stress가 누적된 값으

로 나타나 후반의 값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

며 모든 그래프에서 두 개의 피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에 보이는 피크는 다쿠아즈의 표면을 관통하면서 표면의 

경화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후반의 피크는 probe가 관통

되면서 누적된 하중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쿠아즈의 반죽이 매우 고르거나 틀에 분포된 반죽이 

균일하지 않아 표면을 침투한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보이

는 피크의 높이는 같은 시료에서도 매우 편차가 유의적으

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물성의 평가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경화된 표면을 침투하는 첫 번째의 피크는 Fig. 

6의 gray box 시험구의 시료 간에 편차가 다소 존재하더

라도 대체적으로 일관된 프로파일을 보였다. 설탕만을 첨

가하여 제조한 다쿠아즈와 설탕의 60%까지 팔라티노스

로 대체한 다쿠아즈의 초기 피크는 시료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다쿠아즈 제조 시에 팔라티노스를 설탕의 80%

까지 대체한 경우 유의적으로 표면의 경화도가 더욱 단단

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 피크가 나타나는 

거리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팔라티노스를 첨가할수

록 표면의 경도도 증가하며 단단한 표면의 두께도 증가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팔라티노스를 이용하여 

다쿠아즈를 제조할 경우 연한 물성보다는 바삭거리는 물

성을 소비자에게 느끼게 하여 관능적인 측면에서 씹힘성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방 등(3)의 연구에

서는 설탕과 감미료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쿠키의 

경도를 측정하였으며 단단한 물성은 설탕만으로 제조된 

쿠키가 가장 높았다는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바 

있다. 물론 사용된 감미료는 수크랄로스를 사용하여 직접

적인 비교는 힘드나 결론적으로 방 등(3)의 연구에서는 

감미료보다는 한천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결론지었다.

관능검사

10명의 훈련된 관능검사원을 설정하여 실험의 목적과 

평가방법을 설명한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시료는 가

로, 세로 2 cm 크기로 잘라서 관능검사원에게 제시하였

으며 강도실험으로서 단맛에 대한 맛을 강하다와 약하다

로서 10점 스케일로 표시하고 조직감, 색, 맛을 기호도로 

표시하게 한 항목과 총 기호도를 표시하게 한 항목을 추

가하였다.

관능검사의 결과는 Fig. 7과 같이 총기호도는 팔라티

노스를 설탕의 40% 대체한 시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오히려 설탕만으로 제조된 다쿠아즈는 다른 시

료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흥미 있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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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nsory test results of dacquoise produced with 
various contents of palatinose that replaced sugar.

감미도에서 팔라티노스가 설탕의 40% 정도의 감미도 밖

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탕의 40%를 대체한 팔라티

노스가 첨가된 다쿠아즈를 패널들이 훨씬 달다고 느꼈으

며 다른 시료구들은 이에 비해 감미도를 낮게 감지하였

다. 이는 맛의 상승작용에 의하여 단맛이 증가되었다는 

것보다는 다른 항목에 대한 상대적인 심리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팔라티노스를 첨가할수록 표면의 

경화가 진행되어 더욱 바삭하다고 느껴짐과 동시에 약간

의 갈색으로 외관이 변색되어 패널들의 입맛을 돋우었다

고 생각한다. 빵의 씹힘성은 경도, 탄력성 및 응집성 등의 

혼합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특성이며 물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경도로, 경도가 낮을수록 씹힘성에 대한 

기호도도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10). 설탕의 80%를 

대체한 다쿠아즈는 감미도, 향미, 물성 그리고 색에 전반

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설탕의 60%를 대체한 다쿠

아즈는 감미도, 향미에서 설탕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관능적으로는 설탕 첨가량의 40%를 대체한 

다쿠아즈가 우수한 관능적 결과로 나타났다.

결 론

팔라티노스는 다양한 생체 활성적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탁상용 감미료나 몇 가지의 가공식품의 첨가물 

이외에는 응용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팔라티노스가 열처리 이후 제품에 유도되는 색깔의 변화

가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오히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팽창제를 이용한 제과, 제빵이 아닌 경우라면 관

능적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적당한 갈색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제품의 표면을 바삭하게 경화시킬 수도 있어 기존

의 설탕만을 이용한 제품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의 관능적

인 향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머랭과 같은 거품의 형성에

서 좀 더 단단하고 견고한 거품을 형성하여 열처리 이후

에도 팽창력이 증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고열로 가열 처리해야하는 식품

군에 적용되기 힘들었던 팔라티노스의 가공적 단점이 장

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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