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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을 첨가한 라운 소스의 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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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Brown Sauce by Adding Different Ratios of Ju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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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brown sauce made with different 
ratios of Jubak. In the brown sauce made from Jubak, the followings showed changes according to the amount 
of Jubak. The content of crude lipid increased, that of crude protein and moisture decreased, and that of crude 
ash and reduced sugar increased. Brown sauce made from Jubak contained more reduced sugar than general 
brown sauce, and the content of reduced sugar increased. pH increased from initial pH 4.32 to 5.42 
respectively, and viscosity increased. The “L” value expressing brightness of samples had a tendency to 
increase with Jubak added. “a” value had a tendency to increase in case of no Jubak added, and “b” value 
had a tendency to decrease according to the amount of Jubak. In the sensory evaluation, color and flavor 
decreased and viscosity increased with the amount of Jubak. Overall, it was the highest in 0% Jubak. From 
the above results, an addition of 25% Jubak to brown sauce is recommended for commercial use. 

Key words : characteristics, brown, sauce, Jubak, sensor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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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서양요리의 기본 구성은 주재료(main)와 부재

료(garniture), 소스(sauce) 등을 들 수 있는데, 소
스의 역할은 음식에 풍미를 더해 주어 음식의 맛

을 결정하는 주요소라고 할 수 있다(최수근 2001). 
요리에 첨가되어 음식의 맛을 한층 더 돋우고 재

료의 맛을 향상시키며 당한 수분을 유지함으로

써, 식욕을 진시키는 등 서양요리에 없어서는 

안 될 요한 역할을 하며, 음식의 색, 재료간의 엉

김 작용, 양가, 수분 첨가로 식품의 감  증진 

 소화 진 등이 있다(Thorner․Manning 1983; 
Kwak et al. 2002). 랑스, 국, 일본, 한국에서

는 ‘sauce’,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salsa’, 독

일에서는 ‘sosse’, 국은 ‘Zhi’, 인도는 ‘Chatni’로 

불리고 있다(Cousminer JJ 1996). 서양의 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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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용도, 주재료 등에 의해 분류되며 색에 의한 

소스 분류는 demi-glace(갈색), veloute(아이보리

색), bechamel(흰색), tomato( 색), hollandaise(노
란색)으로 5  모체(母體) 소스로 분류된다(최수근 
2004). 라운 소스는 육수와 농후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료 구성에 따라 색, 풍미, 질감 등이 다

르게 만들어진다(정청송 1983). 육수는 체로 와

인과 , 고기, 향미채소(Mirepoix), 향신료(bouquet 
garni) 등을 넣어 고아낸 육수로 진한 갈색을 나

타내며, 구성과 배합이 잘 되어야 소스의 깊은 맛

을 낼 수 있다. 농후제로는 주로 가루를 동량

(同量)의 버터에 볶은 루(roux)와 뵈르마니에(beurre 
manie), 분, 리에종(liaision), 타피오카 등을 사

용한다(James 1998; Beck MR 1986). 술 제조 시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주류공장에서 사용한 원료 

곡물의 약 20%가 주박 형태로 배출되고 있으며, 
당질, 알코올, 유기산, 효모 등을 함유하고 있고, 

분질과 단백질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희엽 2005). 
주박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은 퇴비화 과정

을 통하여 식물에게 유용한 탄소원과 질소원 등

의 자원화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산

물 자원이 될 수 있어 식 의 원료, 임류, 사료, 
비료로서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에서 비

료 즉 유기질 비료로서의 효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박을 이용한 퇴비화 기술 개발(Chung IH 
2000), 효모 포자의 체 배지 생산 연구(김재욱 

1985), 기능성 식품소재로서의 연구(Kim and Cho 
2006), 일본의 나라쯔께(なら漬け)처럼 임류, 주
박 (酒粕酢)(배상면연구소 2004; 한국문화재보호

재단 2001) 등으로 사용하나, 식품의 재료로 사용

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 주박을 라운 소스에 첨

가하여 소스의 부재료 역할을 하는 농후제의 사

용 가능 여부를 시험한 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라운 소스의 연구는 오미자 첨가량에 따른 테

미 라스 소스의 일반 성분과 유리당 함량  

능  특성(김 덕 2006; Kim HD 2004), 재료 배

합비에 따른 능  기계  특성(이 일 등 2002; 
이경희 등 2002), 돼지 를 이용한 갈색 육수소

스의 이화학   능  특성(김용식․송청락 2001), 
능검사와 반응 표변분석에 의한 라운 소스 

제법의 최 화(이승주 1997) 바질을 첨가한 데미

라스 소스의 품질 특성에 한 연구(최수근 등 
2006), 닭  혼합비에 따른 brown sauce의 pH, 
도, 탁도, 색도  능  성질(이종필 2003), 표
고버섯과 양송이버섯 라운 소스의 품질 특성

(한치원 등 2006), 된장 분말을 첨가한 돈가스

소스(윤향식 등 2006) 등 라운 소스에 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식품 가공을 하

고 남은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의 연구

가 미진하여 앞으로 이에 한 체계화  과학

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라운 소스를 상으로 체계 인 

라운 소스의 제조와 술을 제조하고 남은 주박을 

첨가하여 소스의 농후제로서의 식품가공부산물

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운 소스의 

제조 단가를 낮추고 산업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에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 환경오염에 

향을  수 있는 주박의 활용가치를 높임으로

써 라운 소스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식품부산물 

가공업의 다양화에 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

다. 

Ⅱ. 재료  방법

1. Brown Sauce 제조

라운 소스의 제조는 Tim Ryan(Tim Ryan and 
Victor Gielisse 2002)과 James(James peterson 1991)
의 방법으로 제조하 고, 서피와 만드는 과정은 
〈Table 1〉 〈Fig. 1〉과 같다. 스테인 스 용기(지
름 20.5 cm, 높이 11 cm)에 버터를 약간 넣어 mire-
poix(당근, 샐러리, 양 ) 300 g과 bouguet-garnit
(마늘, 크러 , 다임, 월계수 잎, 통후추) 50g 넣
고 5분간 볶은 후 토마토 페이스트 80 g 첨가하

여 5분간 볶는다. 볶은 재료에 오 에서 구운 갈

색  5 kg과 라운스톡 15 L를 첨가하고 향신료

를 넣어, 100℃에서 10시간 끓이면서 수시로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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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 다. 끓인 액을 여과포로 걸러  후 

포도주 0.5 L와 농후제로 사용한 버터와 가루

를 신하여 주박을 첨가하여 약한 불로 졸여 

체 부피가 10 L에 이르 을 때의 소스를 여과포

로 걸러  후 시료로 사용하 다. 재료의 배합비

와 제조 방법은 각각〈Table 1〉 〈Fig. 2〉와 같

다. 주박을 이용한 라운 소스의 특성을 알아보

기 하여 주박의 비율을 달리한 소스를 각각 만

들었다. 실험군은 주박을 첨가하지 않고 Roux를 

첨가한 조군과 주박의 비율이 각 25%, 50%, 
75%, 100%를 넣고 라운 소스를 만들어 실험군

으로 사용하 다. 주박의 비율을 제외한 다른 모

든 조건은 동일하게 하 다. 제조된 라운 소스

는 5℃ 냉장고(CRF-1146D, SAMSUNG., Korea)
에 보 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2. 실험 방법

1) 주박 라운 소스의 일반성분 분석

라운 소스를 제조한 후 수분(moisture), 조지방

(crude lipid), 조단백질(crude protein) 함량, 회분

(crude ash) 측정은 AOAC법(AOAC 1995)에 

하여 분석하 다. 수분 함량은 105℃ 상압가열건조

법으로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단백질은 Auto

<Table 1> Formulas of brown sauce

Ingredients Weight(kg) Percent to weight of bone(%) Percent of ingredient weight(%)

Brown stock 15.0 300.0 70.6

Beef and bone  5.0 100.0 23.6

Mirepoix  0.3   6.0  1.41

Jubak or Roux  0.8  16.0  3.77

Tomato paste  0.08   0.16  0.39

Bouquet-garni  0.05   0.10  0.24

(Garlic)
(Clove)
(Thyme)
(Bay leave)
(Black pepper-corn)

(0.01)
(0.01)
(0.01)
(0.01)
(0.01)

-
-
-
-

-
-
-
-

Seasoning dash - -

Yield 10L

Dry bones
↓ Drying

Roast bones until every brown
↓ Roasting

Add brown mirepoix and tomato paste
↓ Browning

Add Red wine and Jubak mix well 
to distribute

↓ Distributing
Combine bones with brown stock

↓ Combining
Simmer slowly for required time and 

skim off fat
↓ Simmering

Add to aromatic one hour before end 
of the cooking time

↓ Aromatizing
Strain
↓ Straining

Reboil and reduce by one third
↓ Reducing

Strain again
↓ Straining

Brown sauce
<Fig. 2> Flow experimental design of brown sau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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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eldahl법으로, 조회분은 600℃ 직 회화법으로 

측정하 다.

2) °Brix 측정

주박 첨가량이 라운 소스의 당도 변화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해서 실험을 

하 다. 시료 100 mL와 증류수 100 mL를 혼합하여

(g/vol) Vertex mixer(Heidolph Vortex Mixer EEAX- 
Top., Germany)로 150 rpm으로 1분 shaking하여 

여과지(Filter paper: No. 5B 4μm. Japan)로 여과 

후 디지털 굴 당도계(PR-32a ATAGO., Japan)로 

당도를 측정하 다.

3) pH 측정

시료를 25℃(한치원 2005)로 유지한 후 pH me-
ter(Ec-510 Sechange Instrument)와 buffer solution 
(pH 4.0, 7.0, 9.0)을 사용하고, 실험방법은 실험

하기 30분 에 pH meter를 작동시켜 시료의 pH
가 산성 쪽일 때는 pH 4.0, 7.0의 buffer solution
으로 보정한다. pH 7.0 buffer solution을 pH me-
ter의 유리 극이 잠기도록 설치한 후 call 버튼을 

러 보정한다. 보정이 끝나면 pH 4.0 buffer sol-
ution도 같은 방법으로 보정한다. 시료를 넣고 

read 버튼을 러 pH를 측정한다. 측정을 마친 후 
극은 증류수로 세정한 다음 pH 7.0의 buffer 

solution에 담가 보 한 후 이를 5회 반복하여 측

정하 다.

4) 도 측정

Water bath에서 25℃로 탕한 후 각각의 소스

를 30mL viscometer(Brookfield viscometer LVDV 
-Ⅰ+,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U.S.A)
를 이용하여 도용 spin No. 4인 spindle S-63에 

회 속도 30 rpm으로 10  간격으로 1분간 작동

시킨 후 측정하 고, 모든 시료는 5회 반복 측정

하여 평균값을 취하 다.

5) 색도(Hunter's Color Value) 측정

소스의 색도 측정은 색도계(Colorimete JC 801, 
Color Techno System Co. Tokyo, Japan)를 사용

하 다. 시료를 각각 10mL씩 측량하여 color me-
ter beaker(Cell)에 넣고 측정한 후 수치를 읽었다. 
이때 사용한 표  백색 은 CD(C/2), S/N 1016, 
X=94.30, Y=96.11, Z=114.65이었으며, 모든 시료

의 색도는 5회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6) 능검사

주박이 0%, 25%, 50%, 75%, 100%(w/w) 첨가

된 라운 소스를 25℃로 가열하여 petridish에 50 
mL 분량으로 담아 각 패 에게 제시하여 능 

평가를 하 다(Kim et al. 1993). 능평가는 scor-
ing test를 이용하여 7  기호도 평가 방법(excellent= 
7, very good=6, good=5, moderate=4, poor=3, very 
poor=2, extremely poor=1)으로 실시하 다. 기호

도 평가는 I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리경력 5～10년
의 문 조리사 20명을 패 로 선정하여 검사방법

과 평가방법을 교육시킨 후 능검사를 실시하

다. 능검사는 2007년 7월 27일 오  11시에 실

시하 으며, 평가항목은 색(color), 풍미(flavor), 성

(viscosity), 맛(taste), 체 인 평(overall)의 다섯 

가지 항목에 해 이루어졌고 평균값을 나타냈다.

7) 통계처리

본 실험의 통계처리 결과는 통계 로그램인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1988)Program
을 사용하 고, 차이분석은 Duncan's new multiple 
rang test(Duncan 1955)를 사용하여 P<0.05에서 유

의 인 차이를 검증하 다(송문섭 et al. 1992; 배
웅 1999).

Ⅲ. 결과  고찰

1. 주박 라운 소스의 일반성분 분석

주박을 첨가한 라운 소스의 일반성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지방은 기 0.41%에서 주

박의 비율이 증가될수록 0.71%로 유의 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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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 다. 조단백질은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기 2.90%에서 2.13%로 유의 으로 감소하 다

(p<0.05). 수분 함량은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93.3%가 90.1%로 감소하 고, 조회분은 기와 

비교하여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0.86%에서 

0.92%로 유의 으로 증가하 다(P<0.05). Lee et 
al.(2002) 등의 연구는 수분이 77.60～85.63%, 조
단백은 1.89～2.40% 조지방은 1.79～2.49%로 본 

연구의 수분과 조단백과 유사한 값을 나타냈고, 
조지방은 낮은 수치로 나타냈다. Choi et al.(2006) 
등의 연구에서는 수분이 81.31～81.75%, 조지방

은 6.66～7.85%, 조단백은 3.42～3.99%, 회분은 
0.54～0.58%로 조지방과 조단백은 낮은, 회분은 

높은 수치를 보 다. Kim(2004)은 수분이 69.10～
73.50%, 조단백은 1.45～1.66%로 주박을 첨가한 

<Table 2>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brown sauce made with various ratios and Roast time of Jubak1,2)

(%)

Roux : Jubak(%) Crude lipid Crude protein Moisture content Crude Ash

100 : 0  0.41e 2.90a 93.3a 0.86e

75 : 25  0.49d 2.41b 93.0ab 0.87d

50 : 50  0.56c 2.37c 92.8b 0.91c

25 : 75  0.61b 2.25d 91.8c 0.93a

0 : 100  0.71a 2.13e 90.1d 0.92b

F-value 14.10** 4.58**  0.67 6.31**
1) Number is a Mean of 5 observations.
2) a～h Means within a column not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3) Means±SD, **p<0.01.

<Table 3> Change in °Brix, pH, viscosity value of brown sauce with added various ratios of Jubak1,2)

Roux : Jubak(%) °Brix(%) pH Viscosity(cP)

100 : 0  9.98d 4.32a  120e

75 : 25 11.14c 5.08d  480d

50 : 50 11.58c 5.17c  740c

25 : 75 12.97b 5.28b 2040b

0 : 100 13.47a 5.42a 2800a

F-value  7.83** 4.86**   37.23****
1) Each number is a mean of 5 observations.
2) a～d Mean within a column not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3) Means±SD, **p<0.01, ****p<0.0001.

라운 소스의 실험이 높은 값을 나타내 농후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당도(°Brix %)

라운 소스에 주박의 비율을 달리한 소스를 제

조하여 당도를 측정한 결과는〈Table 3〉과 같다. 
기 °Brix 9.9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Brix 13.47로 
증가하 다. Kim(2006)의 기 값과 비슷하 고, 
당도가 높아 기호도에 좋은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주박을 첨가할수록 당도의 수치

가 증가하는 것은 주박에 함유된 알코올과 당류

와 연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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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을 첨가한 라운 소스의 pH 값은〈Table 
3〉과 같다.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기 pH 
4.32에서 5.42로 유의 으로 높아졌다(p<0.05). Lee 
et al.(2002) 등의 연구에서는 라운 소스의 pH 
범 가 5.0～5.6의 범 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 기 pH 4.32로 낮은 수치를 보 으나,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 다. 이
는 주박 라운 소스를 가열하면서 유기산과 같

은 당류의 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도

주박을 첨가한 라운 소스의 도는〈Table 
3〉과 같다. 주박의 비율이 100%일 때 가장 높은 

2800cP 수치를 나타내었다. 주박의 비율이 증가

할수록 120 cP에서 2800 cP로 증가하 다. Yue et 
al.(1999) 등은 가열과정  amylose의 용출을 방

해하고 수분 결합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하 는데, 
이는 주박 소스의 가열과정  소스의 도에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의 손상은 분입

자의 팽윤  수화의 감소를 래하여 도를 감

소시킨다고 하는 Lintauw C와 D'Appolonia BL(1973) 
등의 연구와 볶음 시간의 길이가 길수록 도가 

감소한다는 Lee et al.(2004) 등 결과와 유사하

다. 

5. Hunter's Color Value

주박을 첨가한 라운 소스의 색도 “L,” “a,” 
“b”값은〈Table 4〉와 같다. 명도 “L”값은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기 32.28에서 41.39로 증가

하여 소스가 밝아짐을 보 다(p<0.05). 색도 “a”
값은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5.89에서 6.60으

로 증가하여 색에 근 함을 보 다. 황색도 “b” 
값은 기 17.73에서 15.78까지 감소하여 주박의 

양과 유의 으로 반비례하는 값이 나왔다. 주박

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소스의 색이 란색에 근

하 다. 반 으로 “L”값은 주박을 첨가하

을 때 수치가 높아지고, “a”와 “b”값은 주박의 비

율과 비례하여 소스의 색깔이 어두워졌다.

<Table 4> Hunter's color value of the brown sauce 
made with various ratios of Jubak1,2)

Roux : 
Jubak(%)

Hunter's color value

L* a* b*

100 : 0 32.28c 5.89d 17.73a

75 : 25 34.28c 5.99cd 17.53a

50 : 50 38.51b 6.04c 16.28b

25 : 75 39.65ab 6.14c 16.46b

0 : 100 41.39a 6.60c 15.78bc

F-value  0.67 4.87**  7.54**
1) Each number is means of 5 observations.
2) a～e Means within a column not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3) Means±SD, **p<0.01.

6. 능검사

주박을 첨가한 라운 소스의 능검사는〈Ta-
ble 5〉와 같다. Color는 주박을 첨가하지 않을 때

가 5.60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주박의 비율

을 첨가할수록 5.40에서 4.98로 수치가 낮아졌다. 
Flavor는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Viscosity는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5.02에서 

5.50으로 증가하여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 
0.05). Taste는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5.50에
서 4.71로 유의 으로 감소하 다. Overall은 주

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5.43에서 4.81로 수치가 

떨어졌다.〈Fig. 2〉는 주박 라운 소스의 능검

사를 QDA profile로 나타냈다. 능평가에서 

조구인 Roux 100% 소스와 주박의 비율이 25%인 

소스가 Flavor, Flavor, Taste에서 유의 인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도는 주박을 첨

가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아 주박을 첨가한 소스 

제품 개발에 좋은 재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주박을 첨가한 라운 소스의 일반성분은 주

박의 비율이 증가될수록 조지방, 조회분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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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nsory characteristics of brown sauce made with various ratios of Jubak1,2)

Roux : Jubak(%) Color Flavor Viscosity Taste Overall

100 : 0  5.60a  5.52a 5.02c  5.50a 5.43a

75 : 25  5.40ab  5.13ab 5.21b  5.12ab 4.90b

50 : 50  5.35ab  4.60c 5.31b  5.05b 4.89b

25 : 75  5.21b  4.40c 5.45ab  4.81c 4.85b

0 : 100  4.98c  4.31d 5.50a  4.71c 4.81b

F-value 13.79**** 16.31**** 4.53** 27.43**** 5.87**
1) Mean of 20 observations.
2) a～c Means within a column not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3) Means±SD, **p<0.01,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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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QDA profile of sensory characteristics of brown sauce made with various ratios of Jubak.

으로 증가하 고, 조단백질과 수분 함량은 감
소하 다(p<0.05). 주박 라운 소스의 당도는 주

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당도의 수

치가 증가하는 것은 주박에 함유된 알코올과 당

류와 연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박 라운 소스의 pH는 주박의 비율이 차 

증가함에 따라서 pH 가 유의 으로 높아졌고(p< 
0.05), 도도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120 cP에

서 2800 cP로 증가하 다. 주박 라운 소스의 명

도 “L”값은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기 32.28
에서 41.39로 증가하여 소스가 밝아짐을 보 다

(p<0.05). 색도 “a”값도 증가하여 색에 근

함을 보 고, 황색도 “b”값은 기 17.73에서 15.78

까지 감소하여 주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나타냈다. 
능검사에서 Color는 주박을 첨가하지 않을 

때가 5.60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주박의 비

율을 증가할수록 5.40에서 4.98로 수치가 낮아졌

다. Flavor는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낮아졌고, 
Viscosity는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5.02에서 

5.50으로 증가하여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5). 
Taste는 주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5.50에서 4.71
로 유의 으로 감소하 고, Overall은 주박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5.43에서 4.81로 수치가 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능평가에서 조구와 주박 25%

인 소스의 Flavor, Flavor, Taste에서 유의 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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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도는 주박을 

첨가할수록 높아져 주박을 첨가한 소스 제품 개

발에 농후제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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