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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own sauce is very frequently used for western meat dishes, and this study aims to develop brown sauce 
for Asians and Koreans by adding jujube concentrate which has natural sugar and is used in Chinese 
medicine. The ingredient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were 
examin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isture content increased with increased amount of jujube 
concentrate added, while the pH decreased. In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the sample added with 
5% jujube concentrate had the highest score, and the one added with 9% jujube concentrate had the lowest 
score in color. In the flavor evaluation, the sample added with 5% jujube concentrate had the highest score, 
and the one added with 9% jujube concentrate had the lowest score. In overall acceptability, the sample added 
with 5% jujube concentrate had the highest score, and the scores were high in order of 3%, 7%, and 9% 
concentrates when the samples were heated for 16 hours. Also, when making brown sauce made with beef 
leg bones, their ingredients continued to flow out even heated for more than 10 hours. Therefore, it was 
considered that more delicious and healthier sauce could be made by adding jujubes when making beef leg 
bone brown sauce. Based on these results, even though brown sauce originated from western foods, it can 
be used to Koreans' taste by adding Korean ingredients. Moreover, more recipes can be made from the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for more Asians including Koreans to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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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리의 거장인 카렘(Creme)이 요리에서 Sauce
는 “언어에서의 문법이고 음악에서의 멜로디와 

같다”고 한 말과 같이, 요리에 있어서 소스는 매

우 요한 요소이다. 고  로마시 부터 소스를 

개성이 있고 완 히 다른 맛을 내기 해 연구하

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며, 사회  조건이

나 지리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재료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 졌다 (오승일·
이수근 1983). 랑스의 요리사 Augustre Escoffier
는 랑스 요리의 탁월성이 소스 때문이라고 기

술한 바 있다(Craeknell HL & Kaufmann RJ 
1990). 그리고 새우 부산물을 첨가한 데리야끼소

스의 제조  품질평가 (조은혜 등 2011)와, 루 첨

가량에 따른 데미 라스소스의 이화학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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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김동석 등 2009)등 소스를 이용한 요리 개

발이 증가하고 있다. 한 소스를 조화롭고 맛있

게 잘 만드는 것은 음식의 품질을 더 높이고 다양

한 음식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소스의 역

할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 에서도 라운소스는 서양육류요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유럽에서는 송아

지 를 이용하여 제조한다. 라운소스는 육수

(Stock)와 농후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료 구성에 

따라 색, 풍미, 질감 등이 다르게 만들어지며(정청

송 1983), 육수는 주재료와 미로포아(Mirepoix), 
부 가니(Bouquetgarni), 물 등으로 이루어지고

(Chariotte T 1964) 주재료는 소나 송아지, 양, 닭, 
생선 등의 와 근육이 사용되고 미로포아는 양

, 샐러리, 당근 등의 채소, 부 가르니는 타임

잎, 월계수잎, 검은 페퍼콘, 슬리 기 등이 이

용된다. 이 라운소스는 시 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는데, 재에는 소스의 농도가 이 의 

진한 농도에서 연한 농도로 바 는 특징이 있다. 
일반 으로 우리나라에서 라운소스를 제조

하는 방법은 소 사골을 10시간미만으로 가열한 

후 주재료인 사골을 버리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5~7회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라운소

스 제조 방법은 인 , 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음식이 약리작용을 통해 건강에 도움

을 주는 방향으로 발 하는 추세를 반 하지 못

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운

소스의 맛과 양을 개선하기 한 하나의 안

으로 한방학  에서 건 추를 가열 제조한 

농축액을 기존의 라운소스에 첨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로부터 추는 한방에서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신비의 생약 

는 식품으로 취 되고 있고(You 1999), 생으로 먹

기에 맛도 있고, 양분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한
약 조제에 감 와 함께 빠질 수 없는 재료로 이용

되고 있다. 추를 재료로 요리개발이 추 페이

스트를 첨가한 약밥(김덕희 2008), 추고추장의 

품질특성과 이의 이용성에 한연구(최수근 등 

2010), 추농축액을 첨가한 데리야끼소스의 개

발(안 배 등 2012)등과 같이 기능성재료를 이용

한 요리의 화에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추에는 이뇨제, 견이통의 완화제와 거담, 만성

기 지염, 결핵, 체력 회복, 압강화, 배뇨 축진 

등 46종의 약리효과가 있고(김달래 1995 ; Lee & 
Park 1992), 추의 단맛은 정신안정과 히스테리

에 좋고 노화를 막아  뿐만 아니라 피부를 곱게 

하고 특히 마른 체질의 사람들(소음인)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곤 1989). 이러한 추에 

함유되어 있는 약리 성분과 성인병을 방  치

료할 수 있는 약리 작용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밝

지면서 건강, 약리 식품으로의 이용도 격히 

증가 하고 있고(Cook Nc 1996 ; Christie BR 
1987), 그 보존성  가공성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Kwon et al. 1993). 아울러 서양식 요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운소스에 추를 

결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

만 지 까지 추와 라운소스의 결합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목 은 추 농축액

을 첨가물로 활용하여 라운소스를 개발하고, 
이 에서 추농축액의 첨가량에 따라 들이 

느끼는 공통 인 맛을 찾아내어 라운소스 제조

방식의 객 화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재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나치게 높은 함량의 양소에 

하여 조리법을 개선하는데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추의 특성  

련 연구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둘째, 
라운소스에 추를 부재료로 첨가했을 때의 성분

 특성(수분함량, 색도, pH, 당도)을 측정하 다. 
셋째, 소스제조 시간과 추농축액 비율을 달리

한 라운소스를 제조하여 패 을 상으로 능

검사를 실시하여 최 의 조군 라운소스를 선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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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고찰

1. 추의 기원  우리나라 재배 황

추는 기원  10세기부터 국에서 재배되었

으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명종18년(AD 1188)에 

재배를 권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
국식품개발연구소 1993). 식물 분류학 으로 갈

매 나무과(Rhammace) 추나무(Zizyphus)속에 

속하는 낙엽활엽 교목성 과수로서, 재 40여종

의 품종(정 천 1991 ; 윤평섭 1989)과 400여종의 

변종이 있다(Ahn et al. 1997). 그 에서 국계

(Zizyphus jujube MILLER)와 인도계 추(Zizy-
phus mauritiana LAM)의 2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국계가 재배되고 있다(Abbas et 
al. 1988).

우리나라에는 추가 1970년 까지는 품종화 

되지 않았으나, 주산지의 지명에 따라 편의상 의

성 추, 동곡 추, 완주 추, 임실 추, 보은 추 

등으로 호칭 되고 있는 재래종(김용석·김월수 

1988)과 무등, 성, 월출 등의 다수성 신품종이 

국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용석·김월수 2005). 아직은 장  가공

방법의 개발이 미진하여 품질 하와 경제  손

실이 큰 것으로 지 되고 있다(Hur 1994 ; 경산시 

농 지도소 1991).
한편 우리나라에서 추는 제사용, 혼례용에 

빠질 수 없는 식품이며 그 외에 추병과, 추탕, 
추죽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Choi et al. 1990), 그 역사가 긴 식품으로 한방에

서는 추를 불면증, 호흡기질환 등에 처방되어 

왔다(Yook et al. 2000). 경제발 으로 인한 국민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이 순 1998),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1990년  추를 이용한 건

강음료의 개발(김용석·김월수 2005)등과 추의 

식용, 약용, 의식용, 어로용등으로 용도의 다양화

(이 연 1991)로 인한 수요 증가로 추 재배 농

가는 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자선 등 

2003).

2. 추의 성분과 효능

추의 주요 성분으로는 당질이 60%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수분이 25.7%, 조단백 

4.9%, 조회분 4.7% 등이 있다. 당의 주성분으로서

는 glucose, fructose, sucrose(Park 1993 ; Son et 
al. 1993), 종자의 성분으로는 주로 Oleic acid, li-
noleic acid 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지방

유와 Sapoin, ebelin l acton등이 포함되어 있다

(Census of Agriculture 1995 ; 김용석·김월세 1994). 
그 밖의 성분은 섬유질1.8%. 철 3.9 mg, Vit C 188 
mg, Vit A 103 Iu, Vit P1 354 mg, Vit B1 0.03 mg. 
Vit B2 0.42 mg 정도 이다(박자선 등 2003).

추의 성분에 한 선행연구 에서 추의 

당에 한 선행연구로는 추당(Zizy beoside)인 

alkaloids(Han & Park 1987)와 glycosides(Kim 
1997 ; Lee & Cho 1995), triterpenoids(Bae et al. 
1996 ; Yagi et al. 1978) c-AMP  c-GMP(Cyong 
& Hanabusa 1980), saqponins(Okamura et al. 
1981), cabo-hydrates(Tomoda et al. 1973) rutin과 

Flavone glycoside등이 있고(Kim & kim 1996), 
추의 특수 성분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성분을 

Glycoside, Alkaloid, Triterpenoid, C-AMP, GMP
로 분류하며, 추의 메탄올 추출물을 용매의 극

성에 따라 분획하여 높은 진정 작용을 나타내는 

daechualkaloid-c, daechu cyclopeptide-1ZiZyphu-
sine 등을 확인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Lee & 
Cho 1995).

그 밖에 추의 약리  효능으로 추와 다섯 

가지의 효능이 알려진 약용 식물에 하여 항산

화 기능을 조사 하 다고 하 는데, 추의 물 추

출물과 불용성 섬유소, 가용성 섬유소의 각각 

DPPH에 한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
ity, EDA(%))을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은 38.9%, 
불용성 섬유소는 45%, 가용성 섬유소는 29.1%로 

나타났다(Do et al. 1993). 그러나 추의 따뜻한 

성질 때문에 생 추를 다량 섭취하면 몸에 열이 

생겨서 장 기능을 손상시켜 소화 장애를 일으

킬 가능성도 있다(김달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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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를 응용한 요리에 한 선행 연구

추를 부재료로 첨가한 라운소스의 선행 연

구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고, 무한 실정이었지

만, 추를 요리에 응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추고 첨가량을 달리한 추편의 품질특성을 보고

한 (Hong 2002)의 연구가 있으며, 추를 이용한 

소스의 개발(이 순 1998), 추출 방법을 달리한 

추의 향기분석(민용규 등 1999), 추의 장내세

균 유해효소 ß-Goucuronidase와 Tryptophanase 
해효과(Rhee et al. 1988), 다진 추를 첨가한 

추인 미의 능  이화학  특성과 장성 연구

(Cha & Lee 2001), 한국산 추  추 음료의 

당에 한연구(안용근 등 1997)와 라운소스의 

제법의 체 화(Kim 1997), 재료 배합 비를 달리

한 라운소스의 품질특성  장성 연구(Lee 
2002), Fond de Boeuf Brun의 조리과학  성질

(Kwon 1990), 돼지 를 이용한 라운스톡과 

라운소스의 이화학   능  특성(Kim 1997)
등 몇 편의 연구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Ⅲ. 재료  방법

1. 재 료

실험에 사용된 Beef Bone과 Stock Meat은 정육

마트에서 한우를 구입, 건 추는 2012년산 경북, 
경산에서 수확한 것을 경동시장에서 구입하 다. 
향신료는 한국  용품센터에서, 버터는 2012년
산 서울우유 유크림으로 사용하 다. Salad Oil은 

2012년에 제조된 해표제품, 포도주는 Alcohole 
12%, 백포도주는 Alcohole 11% Majuang(2012년
산), Tomato Paste는 2012년에 제조된 오뚜기제품

을, 야채류는 당일 입하된 것을 인근 마트에서 일

 구입하여 사용하 다.

2. 추 농축액(Jujube Concentration)의 

제조

추농축액의 제조는 Cha 등(2001)을 참고 자

료로 제조하 으며, 추 800g을 찬물로 세 번에 

걸쳐 깨끗이 씻고, 칼집을 세로로 넣고 씨앗을 제

거하 으며, 이때 씨앗의 무게는 130 g이었다. 그
리고 믹서기(후드믹서 TSC H067026-4007 A, 
Model HM 7000(주)흥보 자)에 추와 물 2 L를 

넣고 3분간 분쇄 하 다. 곱게 분쇄된 추과육을 

700 g씩 4종류 동량으로 나 어서 소스 제조용기

(직경20 cm, 높이 60 cm, 두께 3 mm)에 물 6 L씩

과 합친 다음 LNG GAS불 에서 센 불로 가열하

다가 끓기 직 에 불을 낮추고 온도를 98℃로 맞

추면서 표면의 불순물을 걷어내고 계속 끓인 다

음, 가열을 종료하고 불에서 내렸다. 그리고 여과

포를 이용하여 곱게 걸 으며, 거르고 난 후 남아

있는 잔류량에 물 1 L씩을 더 붓고 다시 거르기를 

3회 반복한 것을 1시간씩 재가열하여 추 농축

액 제조를 완성하 다. 최종 산출량은 9시간을 가

열제조한 군이 600 g, 12시간 가열제조군이 450 
g, 15시간 가열제조군이 300 g, 18시간 가열제조

군이 150 g 이었다. 이때 잔류폐기량의 무게는 9
시간 가열제조군이 315 g, 12시간 가열제조군이 

302 g, 15시간 가열제조군이 291 g, 18시간 가열

제조군이 278 g이었다. 산출된 4종류의 추농축

액  18시간 가열제조군을 제외한 나머지 3종류

를 소스용기에 다시 담고 재가열한 후 18시간 가

열제조군과 같이 278 g 동량으로 완성하 다. 최
종 산출된 4종류의 시료를 스텐용기에 담고 흐르

는 찬물에서 완 히 식힌 다음 랩으로 한 후 

4℃ 냉장고에 보 하여 사용하 으며 <Fig. 1>에 

그 과정을 나타내었다.

3. 추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Brown 

Sauce)의 제조

라운소스의 제조는 (Kim 1997 ; Kwon 1990)
등을 참고 하 으며 가열 시간을 일부 수정하여 

10, 13, 16, 19시간의 4종류로 각각 다르게 제조하

고 모든 재료와 제조 용기는 동일한 것으로 

비하 다. 가열 시간을 4종류로 다르게 제조한 것

은 연구의 목 에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조군

소스로서의 최 치를 알아보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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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f bone and meat  Dried jujubes

Soak them in water for 3hrs  Clean them 3 times 

 Roast them until brown Jujube flesh Jujube seeds

 Add 
30L water

 Add 2L water 

Vegetable, 
wine

Devide
them into 4 

samples 
(200g) 

Add
6L water

 Boil them for 10, 13, 16, 19 hrs  Boil them for 9, 12, 15, 18 hrs

 Strain(Filter)  Strain(Filter)

Add 1L water

 Boil them for 1hr  Boil them for 1hr

 Reduce to the same quantity  Reduce to the same quantity

 Brown sauce  Jujube concentrate

 Cooling  Cooling

 Brown sauce sample  Jujube concentrate sample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0, 3, 5, 7, 9%) 

<Fig. 1> Process of making jujube concentrate and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먼  기오 (Deayung Electric deck Oven 
MODEL NO 25F Korea)을 온도 270℃에 고정 시

킨 다음 로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오  안에 

넣어 20분간 열 시켰다.
쇠사골 는 길이 5 m, 두께 3 cm,로 단한 다

음, Stock Meat과 함께 달구어진 로스 팬에 담고 

오  속에 넣어서 오 온도 220℃에서 40분 동안 

Roasting하면서 3회 어주고 갈색화 시켰다. 4종
류의 라운소스는 제조용기 직경 35 cm, 높이 36 
cm, 두께 2 mm에 물량을 공히 30 L 동량씩으로 

하고 쇠 사골 와 Stock Meat을 합친 다음 먼  

센 불로 가열하고 끓을 때 약불로 여서 물 온도

를 98℃로 조정 하면서 표면의 불순물을 걷어내

고 가열을 계속 하 다. 가열시간으로부터 7시간 

후에 양 , 당근, 샐러리, 마늘을 달구어진 라이

팬에 버터와 함께 10분간 갈색이 날 때까지 볶은 

다음, 토마토페이스트를 넣고 다시 10분간 더 볶

은 것과 미리 비된 토마토와 와인을 넣고 계속 

끓 다. 가열 시간으로부터 9시간 후에 슬리, 
다임, 로즈마리, 베이질, 마조람, 통후추를 향료 

주머니에 싸서 넣고 1시간 동안 더 제조한 후에 

10시간 제조군을 1차 산출하 다. 산출량은 1630 
g, 잔류 폐기량은 740 g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13시간 제조군은 산출량 1,264 
g, 잔류 폐기량 618 g, 16시간 제조군은 산출량 

558 g, 잔류 폐기량 605 g, 19시간 제조군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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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Ratio of jujube concentrate(%) Brown sauce(g) Jujube concentrate(g)
0 100 0
3 97 3
5 95 5
7 93 7
9 91 9

<Table 2> Recipe for brown sauce

Ingredient Unit S hotel (makes 3 times 
per 8 hours)

H hotel (makes 5 times 
per 8 hours)

Brown sauce
(made once per 16 hours)

Tomato Paste g 750 1,250 250
Butter g 30 50 10

Red Wine g 90 150 30
White Wine g 60 100 20

Salad oil mL 30 50 10
Beef bone kg 1.5 2,5 0.5
Beef meat g 600 1,000 200

Onion g 300 500 100
Carrot g 300 500 100
Celery g 150 250 50
Tomato g 150 2,500 50
Garlic g 30 50 10

Parsley stem g 6 10 2
Thyme mg 30 50 10

Rosemary mg 150 250 50
Bay leaf pc 1.5 2.5 0.5

Water L 90 150 30

량 380 g, 잔류 폐기량 651 g을 정한 시간별로 채

취하 다. 산출된 4종류의 라운소스  19시간 

제조군을 제외한 나머지 3종류를 소스용기(직경 

25 cm, 높이 12 cm에 다시 담고 재가열한 후 19시
간 제조군과 같이 380 g동량으로 완성 하 다. 제
조된 라운소스에 추농축액 비율을 0, 3, 5, 7, 
9%의 4종류로 첨가한 라운소스는 <Table 1>과 

같고, Brown Sauce Recipe는 <Table 2>와 같으며 

<Fig. 1>에 그 과정을 나타내었다.

4. 실험방법

1) 추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의 수분

측정

시료 20 g을 수분측정 컵에 담고 수분측정기

(Infrared moisture determination balance FD 610 
Japan)로 3회 반복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나타내

었다.

2) 추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의 색도 

측정

측색 색차계 (Chroma meter CR-300. Japan)로 

반사 에 의해 3회 반복 측정하 으며, 소스를 23 
mm의 용기에 담아서 측정하 다. 명도(L), 색

도(a), 황색도(b)값을 측정하 다.

3) 추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의 pH측정

시료 5 g에 증류수를 10배 취한 후 pH meter 
(Sartorius AG PB-10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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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isture content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Ratio of jujube concentrate (%) Moisture (%) F-value
0 86.10±1.301) 

0.030
3 86.13±1.55
5 86.33±1.36
7 86.33±1.30 
9 86.42±1.37

1) Values are Mean ± S.D.

4) 추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의 당도 

측정

당도계(Refracto meter PR-101 Japan)로 3회 반

복 측정하 으며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5) 능검사

실험 상인 추농축액을 포함한 라운소스

는 조군 라운소스에 추농축액을 3, 5, 7, 9%
의 4종류 비율로 다르게 첨가한 후 지름이 23 ㎜인 

용기에 담아서 각 성분을 측정 하 으며, 능검

사를 3회 반복실시한 후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 

소스는 비 제조 과정을 참고로 하여 9, 12, 15, 
18시간의 4종류로 산출하 고, 추농축액에 

한 능검사는 (Penfield MP·Campbell AM 1990)
등을 참고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제조 

시 시료의 온도는 60℃에서 각각 소스포트에 50 
㎖씩 담아서 제시하 으며, 능검사를 실시한 조

리사는 18명으로 H 호텔 요리사로 구성하 고, 실
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설문지 작성 방법에 

하여 충분히 숙지시킨 후 실시하 다.
독립변수로 사용한 라운소스는 비실험을 

통하여 16시간을 가열 제조한 시료가 가장 선호

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조군 시료로 선정하

다. 라운소스는 양념을 사용하는 소스이지만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시료는 일체의 양

념을 하지 않았으며, 추농축액을 첨가한 라

운소스의 색(Color), 향미(Flavor), 단맛(Sweet 
taste), 농도(Thickness), 부드러운 정도(Softness), 

체 인 느낌(Overall acceptability)에 한 기호 

검사  각 특성에 한 검사를 3회실시 하 으며 

입 헹굼 용 물을 함께 제공 하 다. 

매회 30분씩 휴식을 취하게 하고, Scoring test
를 이용하여 5  평  법으로 평가 하 으며, 이
때 5 은 ‘매우 좋음’으로 1 은 ‘매우 나쁨’으로 

평가 하 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은 모두 유의수  p<0.05에서 

검증하 으며, 통계 처리는 SPSS WIN 12.0 로그

램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추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의 성분

1) 수분

추 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의 수분함량

은 <Table 3>, <Fig. 2>와 같다. 추 농축액 0%
를 첨가한 라운소스의 수분 함량은 86.10%로 

가장 낮았고, 추 농축액 9%를 첨가한 라운소

스의 수분 함량은 8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추 농축액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라운소스

의 수분 함량이 증가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 찹 가루로 만든 인 미에 추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수분함량이 높았다는 Cha(200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사료된다.

2) 색도

추 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4>, <Fig. 3, 4>와 같다. 추 농축

액 0%를 첨가한 라운소스의 L, a, b값이 각각 

22.48, 4.62, 8.14로 Kim(1997)의 소 를 이용하여 

10시간 가열제조한 라운소스의 L, a, b값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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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 value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Hunter's Ratio of jujube concentrate (%) F
-valueColor value 0 3 5 7 9

L 22.48±0.561) a2) 20.87±0.23 22.64±1.10 22.13±0.17 21.40±0.85 3.647
a 4.62±0.18 cd 4.15±0.56 bc 3.96±0.39 ab 3.40±0.03 a 4.99±0.25 b 10.107**2)

b 8.14±0.20 b 5.29±0.26 a 5.63±0.64 a 4.95±0.01 a 5.71±0.58 a 28.440*** 
1) Values are Mean ± S.D.
2) a~d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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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isture content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1.73, 5.73값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긴 시간

동안 소스를 가열하면서  속의 성분이 더 많이 

용출된 것으로 생각되며 한 갈색의 정도가 짙

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5% 첨가군 

에서는 L값이 22.64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갈색

의 정도가 엷게 나타난 반면, 3% 첨가군 에서 

20.8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추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명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각 처

리군 에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rk(2005)의 소 를 이용한 

라운소스 시료의 22.79와는 비슷하게, 임(1985)
의 12시간 가열 제조한 설농탕의 “L"값인 33.5보
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Lim 등(2002)의 연구에서 

부재료를 첨가했을 때의 밝기가 감소하 다는 것

과 유사한 경향으로 사료된다. a 값은 7% 첨가군 

까지 감소 하다가 9% 첨가군 에서 다시 4.99로 

증가 하 다. 한 Lee(2002)의 와인을 첨가하고 

제조 시간을 8시간씩 7회를 반복하여 산출한 닭 

 라운소스의 a값 14.56과는 상이한 차이를 나

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긴 시간 가열이 진행되

는 동안 색이 짙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b
값은 조군인 추 농축액 0% 첨가군 에서 8.14 
이었으며 추 농축액 7% 첨가군 까지 증가 하다

가 9% 첨가군 에서 다시 감소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1997)의 10시간 가열제조한 시료의 a
값 1.73, b값 5.73과는 유의 인 차이가 있는데 이

는 소스 제조 시간에 의한 갈변의 변화로 생각된

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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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value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L value)

<Fig. 4> Color value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a and b values)

<Table 5> pH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Ratio of jujube concentrate(%) pH F-value
0 5.56±0.01c1)

48.618***2)
3 5.50±0.02b 
5 5.49±0.01b

7 5.47±0.01a

9 5.45±0.01a

1) Values are Mean ± S.D.
2) a~c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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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3) pH

추 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의 pH에 

한 결과는 <Table 5>, <Fig. 5>와 같다. 추 농축

액 3%를 첨가한 pH는 5.50이었고 추 농축액을 

5, 7, 9%로 각각 달리 첨가한 라운소스는 5.49, 
5.47, 5.45로 추 농축액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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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weetness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Ratio of jujube concentrate(%) Sweetness F-value
0 1.53±0.121)a2)

7105.773***2)
3 18.47±0.06b

5 19.63±0.15c

7 20.47±0.12d

9 21.47±0.31e 
1) Values are Mean ± S.D.
2) a~e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p<0.001

<Fig. 6> Sweetness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pH 값은 감소하 다. 추농축액 0%를 첨가한 

조군 라운소스의 pH는 평균 5.56으로 Lee 
(2002)의 와인이 첨가되지 않고 돼지 로 제조한 

라운소스의 5.51-5.56과는 매우 일치하 는데, 
소  는 돼지 를 이용하여 제조한 라운소스

가 pH 값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긴 시간을 제조한 Park 
(2005)의 pH 5.2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Park 등
(1982)은 소스 제조 시 과도한 가열은 품질을 

해 한다고 보고하 다(p<0.001).

4) 당도

추 농축액의 첨가 비율을 달리한 라운소스

의 당도에 한 결과는 <Table 6>, <Fig. 6>과 같

다. 추 농축액 3% 첨가군이 18.47 Brix, 5% 첨
가군 19.63 Brix, 7% 첨가군 20.47 Brix, 9% 첨가

군 21.47 Brix로 나타났다.
추 농축액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당도 값

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찹 가루

에 첨가한 다진 추량이 증가 할수록 환원당함

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Cha 등(2001)과 유

사한 경향으로 보이며, 추 자체의 높은 당분함

량으로 생각된다(p<0.001).

5) 능평가

추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의 향미, 색
상, 농도, 맛을 포함한 체 인 느낌에 한 차이

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7>, <Fig. 7>과 같다.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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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preference test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Sensory
Ratio of Jujube concentrate (%)

F-value
3 5 7 9

Color 3.33±0.77ab 3.78±0.81b 3.33±0.77ab 2.83±0.62a 4.846***3)

Flavor 3.11±0.68ab 3.78±0.81c 3.33±0.77bc 2.67±0.69a 7.100***

Thickness 3.28±0.75 3.50±0.71 3.61±0.78 3.89±0.68 2.185
Taste 3.33±0.77b 4.00±0.77c 3.22±0.81b 2.67±0.77a 8.914***

Overall Preference 3.33±0.77b 4.06±0.73c 3.28±0.75b 2.72±0.83a 9.115***

1) Values are Mean ± S.D.
2) a~c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p<0.01, ***p<0.001

0

2

4

6
Color

Flavor

TicknessTaste

Overall
 preference

3% 5% 7% 9%

<Fig. 7> Sensory evaluation of preference test of brown sauce added with jujube concentrate

상(Color)은 5%의 추농축액을 첨가한 경우 평

균 3.78과 3%와 7%를 첨가한 경우가 각각 3.33, 
9%를 첨가한 경우는 평균 2.83으로 나타났다. 5%
의 추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 으며 9%를 첨가한 경우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향미(Flavor)는 5%
를 첨가한 소스가 평균 3.78로 가장 선호 되었고, 
7%가 평균 3.33, 3%가 평균 3.11로 9%를 첨가한 

경우는 평균 2.67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 다

(p<0.001). 농도(Thickness)의 경우는 9% 첨가한 

경우 평균 3.89로 다음이 7%를 첨가한 경우 평균 

3.61, 5%를 첨가한 경우는 평균 3.50, 3%를 첨가

한 경우는 평균 3.28로 나타났고, 역시 9%의 추

농축액을 첨가한 경우가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

타난 반면 3%를 첨가한 시료가 가장 낮게 나타났

다. 맛(Taste)은 5%의 추농축액을 첨가한 경우 

4.00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를 첨

가한 경우가 평균 3.33, 7%를 첨가한 경우는 평균 

3.22, 9%를 첨가한 경우 평균 2.67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 다(p<0.01).
추농축액의 첨가 비율을 달리한 4종류 라

운소스의 종합 인 능평가에서는 시료 액 비 

5 > 3 > 7 > 9% 첨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능  선호도를 볼 때, 천연 당

분의 당한 첨가는 맛에 요한 요소로 작용하

며, 그 미만과 이상에서는 오히려 선호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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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육류를 심으로 생산되는 서양식 라운소스

에 천연당분 함량이 높고 한방학 으로 약리 작

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 추를 농축하여 부

재료로 첨가한 후 그 성분과 능  특성에 하

여 알아본 체 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수
분함량은 추 농축액의 첨가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pH는 추 농축액의 첨가가 늘어

남에 따라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는 소스를 

제조하는 동안에 지나치게 가열함으로써 소스의 

품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 색도에서 L
값이 추 농축액 5%첨가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

으며 a값은 7% 첨가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9% 
첨가의 경우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b값에 해서

는 일 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추농축

액의 첨가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도도 증가하

는데, 역시 추 자체의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추농축액의 첨가 비율을 달리한 

라운소스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색상부분에

서의 선호도는 추농축액 5% 첨가군이 가장 높

았고, 9% 첨가군이 가장 낮았다. 향미는 추농

축액 5% 첨가군이 가장 높았으며, 9% 첨가군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 다. 농도는 추농축액 

9% 첨가군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3% 첨가군

이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첨가 비율을 

달리함에 따라 농도 부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

지는 않았다. 
종합 으로, 16시간 가열 제조한 라운소스에 

추 농축액 비율이 5 > 3 > 7 > 9% 첨가 순으로 

나타났다. 반 인 능평가의 결과로 볼 때, 
다수의 응답자가 5%와 3%를 첨가한 양에서는 맛

의 호응이 높았으나 7%의 첨가한 양에서 부터는 

오히려 과도한 맛을 나타냈다. 한편 쇠 사골 로 

라운소스를 제조할 때에 10시간 이상 가열 하

여도  속의 성분은 계속 용출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소 를 이용하여 라운소스를 

제조할 때에 가열시간은 맛에 매우 요하게 작

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여러 형태의 라운소

스라 할지라도 추농축액을 첨가한 라운소스

가 유의 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소 사골  라운소스 제조 시에 추를 부재료

로 투입 한다면 더욱 맛있고 건강에 좋은 소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결과를 

심으로 볼 때 라운소스는 그 기원이 랑스

로서 서양요리에 심을 두고 있지만 한국 인 

재료를 첨가함으로써 맛과 농도, 색 등의 특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 농축액을 사용

한 라운소스의 객 인 시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추 농축액을 

라운소스에 사용하여 한국 는 아시아인들의 

입맛에 맞는 라운소스를 개발 하면 좋은 성과

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연구의 한계

첫째, 시료채취 후 장기간에 따른 성분분석

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

며 둘째, 시료에 한 다양하고 범 한 성분분

석이 이루어지지 못하 으며, 시료의 건조방법에 

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다양한 패 을 상으로 한 인구통계학

인 능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부분이 한계

으로 간주되며, 향후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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