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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optimum condition of a thickening agent for brown sauce. Four 
thickening agents of non-glutinous rice, glutinous rice and potato starch, and roux as control thickeners were 
tes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each thickener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brown sauce 
samples. The moisture contents of the brown sauce samples thickened with non-glutinous rice, glutinous rice 
and potato starch showed higher than that of the brown sauce samples thickened with roux. The brown sauce 
samples thickened with non-glutinous rice and potato starch had higher viscosity than the samples with 
glutinous rice and roux. The brown sauce with roux showed the highest on Hunter’s color L and b value 
and the brown sauce with non-glutinous rice showed the highest a value. The brown sauce samples with 11% 
of roux, 11% of non-glutinous rice powder, 12% of glutinous rice powder and 6% of potato starch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the acceptance test. The brown sauce with 6% potato starch resulted in the 
highest score in brown color, gloss, and transparency, and the brown sauce with 11% of roux showed the 
highest roast smell. The brown sauces with 6% potato starch and 11% of roux showed higher viscosity than 
the samples with 11% of non-glutinous rice and 12% of glutinous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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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식품의 기능성도 

그 시  필요성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고

인 양공 의 개념에서 식도락의 즐거움을 주는 

방향으로 역할이 바 고 있다(Cho YB et al. 
2002). 특히, 식품의 일반 인 기능인 에 지와 

인체의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양소의 공 은 

소득과 생활수 의 향상으로 그 요도가 감소하

고 색, 풍미, 맛 등의 능  요소는 오히려 증가

하고 있으며(Hong YJ, 1998), 최종 으로 소비자

들은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을 찾게 되었다(Kim 
JK & Yoo SS 2012). 특히, 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따라 사회 반에 걸쳐 식생활의 서구화, 
건강과  생활에 한 심이 고조로(김동석, 
2006), 가정에서도 음식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

간과 노력을 하게 일 수 있고, 간편하게 구

입할 수 있는 편의식품과 소스류의 소비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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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오고 있다(Park SH 2007).
요리의 기본 인 구성요소는 주재료와 부재료, 

소스를 들 수 있으며, 소스의 근본 역할은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는데 소스는 서양요리에서 맛이나 

색을 더 좋게 하기 해 식품에 넣거나 끼얹는 액

체 는 반유동상태의 조미료를 총칭하며(염진철 

등 2006), 음식에 맛, 색상  향기를 부여하는 외

에 식욕을 증진시키고, 양을 높이면서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Kim DS et al. 2002; 
Kim HD 2004). 더불어 요리 체의 외 을 좋게 

하여 주어 식욕을 진시켜 주며(Cheon HK & 
Lee HI 1989), 식품의 감  증진  소화 진 등

의 효과도 있다(Thomer & Manning 1983). 한 

소스의 맛은 주 요리의 맛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서양요리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

으며, 소화와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양학 인 

면 뿐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의 이용으로 새로운 

맛을 만들 수 있다(나 선 1995). 한편, 소스 에

서도 양식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음식에 요한 

역할을 하는 소스는 라운소스로(Choi SK & 
Lee JP 2012), 이는 16~17세기경 조리에 루가 도

입되어 갈색으로 구운 육류로부터 량의 육즙을 

추출하는 조리방법이 개발된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Choi SK et al. 2006). 라운

소스는 육수와 농후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료 

구성에 따라 색, 풍미, 질감, 한 농도 유지

(Lee KI et al. 2002; Park HN et al. 2006)  소스

의 표면윤기 제공과 식는 것을 일정시간 지연시

켜주는 역할 등을 한다(문수재 · 손경희 1990). 이
러한 라운소스의 표 인 농후제로는 루

(roux)가 사용되어 왔으나(Becker MR 1986) 가

루를 버터와 함께 볶아서 호정화 시킨 후 사용하

는 버터 농후제인 루는 과다열량 섭취  고체지

방 섭취라는 단 이 있다(Kim SH et al. 2012). 더
불어, 가루의 루텐은 과민성 장 질환을 일으

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Ju JE et al. 2006), 알러

지 반응을 일으키는 소비자들도 있어 다른 체 

농후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하여 기존의 농후제인 루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농후제의 제조가 필요하

게 되어 루를 체할 라운소스의 농후제에 

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라운소스에 

젤라틴을 첨가한 연구(Choi SK & Lee JP 2012), 
뵈르마니에(Lee KI et al. 2002), 가루와 보리

(Kim DS et al. 2009; Kim SK & Kim CH 2012; 
Choi JH & Park GS 2012; Kim SH & Ahn JS 
2013)를 이용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으나, 멥
가루, 찹 가루, 감자 분 등의 분 재료 농후제

를 루와 비교한 기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멥 은 근래 들어 각 받기 시작한 농후제로 

통째로 물에 불려 사용하거나 마른 가루 는 

젖은 상태의 가루를 사용하며, 단백질은 식품 

에 가장 우수하다( 희 등 2000). 한 비타

민 B1, B2, 엽산, 나이아신 등 인체에 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을 공 하며,  콜 스테롤이나 

지방질의 축 을 하시켜 동맥 경화증이나 고

압의 방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암의 억

제능력이 크다(Englyst HN et al. 1992; Alexander 
RJ, 1995). 찹 은 분이 100% amylopectin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멥  

보다 단백질, 비타민 B1, B2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Kim YS et al. 2004). 한편, 감자 분은 인간

의 식량으로 오래 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옥수

수 분과 같은 다른 분들에 비해 같은 농도에

서도 도가 매우 높아 농후제로 이용하기 좋으

며, 특히 감자에 함유된 단백질에는 lysine, threo-
nine 등 양질의 아미노산 함량 많고 P, K 등 무기

질과 비타민 C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양조

성이 우수하며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뛰어나

다(Lee KR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의 건강한 삶에 

한 열망이 음식 선택  소비자 기호에도 

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기존 소

스의 농후제로 부분 사용하고 있는 루를 체

할 농후제 개발을 통해 라운소스의 상품  품

질을 향상하고자 하 다. 즉, 멥 가루, 찹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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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분을 여러 가지 농도로 사용하여 라

운소스를 제조한 후 수분, 도, 색도  능검사

를 실시하여 최 의 농도를 탐색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 던 루를 체할 

라운소스의 농후제 연구  산업 장에 활용 가

능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Ⅱ.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루( 한제분), 무염버

터(서울우유), 멥 (철원 오 미, 강원도), 찹

(경기도 이천), 감자 분(움트림), 양 , 토마토, 
샐러리, 마늘, 슬리 기, 닭 , 포도주(마주

앙), 백포도주(마주앙), 토마토 페이스트, 무염버

터(서울우유), 소 , 향신료는 L마트에서 구입하

고 소 사골, 소 등 , 돼지 등 , 돼지 족과 쇠고

기 사태는 호주산으로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

에서 구입하 다. 

2. 갈색 육수  라운소스 제조

갈색 육수의 재료 비율과 제조 공정은 Table 1
에 제시하 다. 소 사골과 소 등 , 돼지등 , 돼
지 족은 6~7cm의 크기로 단하여 찬물에 12시
간 담가 핏물을 제거 하 다. 쇠고기 사태는 

3~4cm의 크기로 잘라 핏물을 제거한 와 함께 

팬에 담아 200℃로 미리 열된 오 (convection 
oven, HGO40, Horbat Co., USA)에 넣어 25분간 

굽고 양 , 샐러리, 당근은 190℃ 온도에서 갈색

이 나도록 오 에 구웠다. 갈색 육수를 추출함에 

있어 통 인 추출방법에 비해 고압 가열 추출 

방식에 의한 추출방법이 우수하다고 한 최수근

(2001), 김동석(2006)의 추출방식을 바탕으로 

비된 와 채소, 나머지 재료와 물 15L를 추출기

에 넣어 120℃에서 15시간 추출한 후 고운체로 걸

러 냉각시켜 굳은 기름을 완 히 제거한 후 냉동 

보 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한편, 루는 시 에

서 구할 수 있는 무염버터(서울우유)와 력분 

가루( 한제분)를 1:1 비율로 비하여, 직경 

25cm 소스팬(퀸센스, 서울)과 기 인지(Yamada, 
Japan)를 간불로 1분간 열한 후, 버터를 녹인 

후 가루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어 주면서 15
분간 가열하여 라운 루를 만들어 사용하 다. 
멥 은 철원 오 (2006년산)을, 찹 은 경기도 

이천(2006년산)산을 4시간 찬물에 수침하여 1시
간동안 물기를 뺀 후 제분기(분쇄기, 삼우기기, 서
울)로 빻은 것을 사용 하 다. 입자의 균일성을 

하여 빻은 멥 가루와 찹 가루를 분쇄기(Food 
mixer FM-909T(C), Hanil Co., 서울)로 곱게 갈아 

40 mesh(청계상공사, 서울)에 내려서 사용하 다. 
루, 멥 가루, 찹 가루, 감자 분의 농후제의 용

량을 결정하기 해 Kim SK & Lee SJ(1999), 고
승정(2004), 김동석(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

리 공 학원생  연구원을 상으로 비실험

을 하 다. 비실험은 증제 농도 3%~20%의 

넓은 범 로 시료를 제조한 후 도와 식감을 

주로 평가하여 무 묽은 농도와 농도가 진한 시

료를 제외하는 식으로 하여 농도범 를 선정한 

후 각 증제의 시료 농도를 4개씩 결정하 다. 
이러한 비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루의 첨가량은 

7%, 9%, 11%, 13%, 멥 가루는 10%, 12%, 14%, 
16%, 찹 가루는 9%, 11%, 13%, 15%, 감자 분

은 5%, 6%, 7%, 8%로 4가지 수 으로 결정하여 

각 농후제를 첨가하 다. 라운소스 시료들의 

제조를 해 갈색 육수를 소스 팬에 넣고 농후제

로 루, 멥 가루, 찹 가루와 감자 분을 넣고 뭉

치지 않게 잘 풀어주며 기 인지(Yamada, 
Japan)에 간 불로 10분간 천천히 끓인 후 

40mesh 체에 걸러 사용하 다.

3. 실험방법

1) 수분

농후제의 종류에 따른 라운소스의 수분 측정

은 시료 1g 을 취하여 수분분석기(Moisture ana-
layser, MB45 Ohaus, Switzland)를 이용하여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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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of brown stock 

Ingredients Content Ingredients Content
Beef bone 1,500(g) Beef ethmoid bone 1,500(g)
Beef shank 1,500(g) Pettitoes 1,500(g)

Pig back bone 1,500(g) Chicken bone 1,500(g)
Onion 1,200(g) Celery 300(g)
Carrot 300(g) Tomato 520(g)

Tomato paste 520(g) White wine 50(mL)
Red wine 50(mL) Parsley stem 3(g)

Garlic 55(g) Spice 2(g)
Water 15,000(mL) Sauce Total 15,000(mL)

반복 측정 후 그 평균값을 이용하 다.

2) 도

라운소스 시료들을 63℃로 유지 되도록 wa-
ter bath에 30분간 방치하여 소스의 심온도가 

63℃가 도달된 후 도계(Brookfield digital visc-
ometer, LVD-Ⅱ+, Brookfield engineering labo-
ratories Inc., U.S.A)를 이용하여 각 시료의 도

를 측정하 다. 각 시료들을 자 울(Electronic 
balance, Ohaus, Switzland)을 사용하여 500mL 비
이커에 500g을 계량하고, spindle sc63을 사용하

여 회 속도 20 rpm에서 2  간격으로 10회 측정

한 평균값을 1회의 측정치로 하 으며, 각 시료별

로 3회씩 측정하 다. 

3) 색도

색도는 색차계(Color reader, JC 801, Color 
Techno System co. LTD., Japan)를 사용하 으며 

반사 에 의해 측정하 다. 이때 사용한 표  백

의 값은 L=93.89, a=1.41, b=1.72이었다. 라운

소스 시료들은 투명한 petri dish(35×10 mm)에 담

아 시료 당 3회씩 측정하 다. 

4) 능검사

  (1) 특성차이검사

능검사의 패 은 검사특성과 평가방법을 3
회에 걸쳐 충분히 훈련시켜 라운소스의 맛의 

차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

희 학교 Hospitality 학부 학생 13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능평가는 조리실과 분리되고 백색 

등이 설치된 실온의 검사장에서 오후 3시와 4시 

사이에 실시하 다. 용어선택을 해 김혜  등

(2006)의 자료를 참조하여 농후제의 종류를 달리

한 라운소스를 으로 색과 외 을 느끼고, 냄
새를 맡고, 맛 등의 용어를 취합하여 고, 토론을 

통하여 패  들이 합의한 특성용어를 도출하여 

검사용어로 선택 후 능 검사지를 작성하 다. 
평가항목은 갈색의 정도, 표면의 택, 투명도, 비
린취, 탄내, 구수한 냄새, 고소한 맛, 깔끔한 맛, 
떫은 맛, 감칠 맛, 걸쭉한 정도 등의 11개의 검사

용어를 채택하 다. 검사 시료의 온도는 63±2.0℃
로 하여 백색 라스틱 용기에 50mL 담아 제시하

으며 용기에 난수표에서 선택한 세 자리 숫자

를 기입하 다. 이 때 입 행굼용 물과 뱉는 컵, 식
빵을 제공하여 한 시료가 끝날 때마다 입을 헹구

게 하 다. 평가방법은 횡선의 양쪽 끝 1.5cm 부
분에 정박 이 표시된 15cm 선척도를 이용하

고 특성이 강할수록 높은 수를 주도록 하 다.

  (2) 기호도 검사

농후제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라운소스

의 최  배합 비율을 알아보기 해 훈련받지 않

은 경희 학교 Hospitality 학부 학생 60명을 상

으로 기호도 검사를 실시하 다. 평가항목은 색, 
도, 냄새, 맛, 택  종합 인 기호도의 항목

의 총 5문항으로 평가방법은 횡선의 양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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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isture content of the brown sauce samples thickened with various amounts of roux, non-glutinous
rice, glutinous rice and potato starch

(unit %)

Thickening agents F-value

Roux
7%1) 9% 11% 13%

14.64***
84.80±2.26a 84.07±0.27a 81.11±1.32b 78.29±0.62b

Non-glutinous rice
9%2) 11% 13% 15%

227.68***
86.76±0.04a 85.64±0.23b 84.17±0.21c 82.84±0.24d

Glutinous rice
10%3) 12% 14% 16%

803.86***
87.28±0.19a 85.99±0.07b 83.63±0.04c 83.06±0.13d

Potato starch
5%4) 6% 7% 8%

824.40***
88.66±0.04a 88.42±0.08b 87.67±0.05c 86.68±0.05d

Values are Means±S.D  *** p<0.001
a-d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range test
1) Brown sauce thickened with 7%, 9%, 11%, 13% of roux
2) Brown sauce thickened with 9%, 11%, 13%, 15% of non-glutinous rice
3) Brown sauce thickened with 10%, 12%, 114%, 16% of glutinous rice
4) Brown sauce thickened with 5%, 6%, 7%, 8% of potato starch

1.5cm 부분에 정박 이 표시된 15cm 선척도를 

이용하 다. 

5)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그 결과를 일

원 분산분석에 의해서 분석하 으며 p<0.05 수
에서 Duncan의 다범  검정(Duncan's multiple 
test)으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분

석은 SPSS 12.0을 이용하 다. 

Ⅲ. 결과  고찰

1. 농후제의 종류와 첨가량을 달리한 라

운소스의 수분함량

농후제의 종류를 달리한 라운소스 재료의 수

분함량은 <Table 2>와 같다. 루 7% 첨가군이 

8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루 13% 첨가군

이 78.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멥 가루는 9%
의 첨가군이 86.76%로 수분함량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멥 가루 15% 첨가군이 82.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찹 가루는 10%의 첨가군이 

87.28%로 수분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16%의 첨

가군이 83.06%로 수분함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

고, 감자 분은 5%의 첨가군이 88.66%으로 수분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8%의 감자 분 

첨가량이 가장 낮은 86.68%로 나타났다. 농후제

의 종류를 달리한 라운소스의 수분함량은 농후

제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의 (p<0.001)으로 낮

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흥국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낮아진다고 한 Kim SH 
& Ahn JS(2013)의 연구와 Kim KY et al.(2009)의 

연구에서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

은 유의 으로 감소하 다는 연구, Choi JH & 
Park GS(2012)의 분을 달리한 농후제의 이용에 

따른 Demi-glace sauce 제조  품질특성의 연구

에서 루 첨가 Demi-glace sauce에 비해 멥 , 찹
, 찰 미, 멥 흑미를 첨가한 Demi-glace sauce 

수분 함량이 높았다고 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2. 도

농후제의 종류와 첨가량을 달리하여 만든 라

운소스의 도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루, 
찹 가루, 멥 가루, 감자 분의 도는 농후제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시료간의 유의 인 차이

를 보이며 도는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Kim 
DS et al.(2009)의 루의 첨가에 따른 데미 라스 

소스의 이화학   능  특성의 연구에서 루



라운소스의 품질특성 153

<Table 3> Viscosity of the brown sauce samples thickened with various amounts of roux, non-glutinous rice,
glutinous rice and potato starch

(unit: cP)

Thickening agents F-value

Roux
7%1) 9% 11% 13%

11250.10***
1254.92±22.03d 1436.36±27.67c 2052.68±46.12b 3749.86±46.12a

Non-glutinous rice
9% 11% 13% 15%

13305.47***
2562.12±29.61d 3488.63±42.86c 4503.03±26.62b 5401.28±26.01a

Glutinous rice
10% 12% 14% 16%

1818.45***
1021.78±22.84d 1109.54±25.29c 1766.95±50.20b 2004.24±31.00a

Potato starch
5% 6% 7% 8%

30955.77***
1117.09±41.32d 1852.27±38.03c 3083.01±24.11b 5469.39±22.23a

Values are Means±S.D  *** p<0.001
a-d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range test
1) Legends for the samples are in <Table 2>

의 첨가에 따라 도가 격히 올라간다고 한 연

구와 Kim SH et al.(2012)의 흥국 우더 루 첨가

량을 달리한 라운 소스의 도를 측정한 결과 

흥국 우더의 첨가량이 올라갈수록 도가 증가

한다고 한 연구, 박범우(2010)의 연구에서 농후제

로 사용된 찹 가루, 분, 농후제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생선육수의 도가 시료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며 증가를 하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한 소스에서 도는 제품의 품

질에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

으로 분말 시료 첨가 시 도가 증가한다고 한 

Kim HD(2004), Han CW et al.(2006)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루, 찹 가루, 멥 가루, 
감자 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색도

농후제의 종류와 첨가량을 달리한 라운소스

의 색도 L, a, b 값은 <Table 4>와 같고 각 농후제

의 첨가량에 따라 라운소스 모두에서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L값은 체

으로 루의 명도인 7% 첨가군은 23.14~13% 첨
가군은 29.36으로 나타나 루의 명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감자 분의 5% 첨가군이 14.77~8% 첨
가군이 17.55, 멥 가루는 9% 첨가군은 

11.72~15% 첨가군이 12.84, 찹 가루 10% 첨가

군은 11.12~16% 첨가군은 12.13 순으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 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결과는 박범우(2010)의 연구에서 농후

제로 찹 을 첨가할수록 L값이 감소되었다는 연

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나 Lee JH et al.(2007)
의 살구 첨가 라운소스의 장 기간에 따른 품

질특성의 연구에서 살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
값이 증가하 다는 것과 Kim DS et al.(2009)의 

가루 Beurre Manie를 사용한 라운소스의 품

질 특성에서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명도가 높아진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색도인 a값은 멥 가루 9% 첨가군이 

23.88~15% 첨가군은 30.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찹 가루 10% 첨가군은 16.41~16% 첨가군은 

30.53, 루 7% 첨가군은 12.67~13% 첨가군이 

13.02, 감자 분 5% 첨가군은 1.05~8% 첨가군은 

3.52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i SK & 
Park GS(2012)의 분을 달리한 농후제의 이용에 

따른 Demi-glace sauce 제조  품질특성의 연구

에서 a 값은 찹 , 멥 , 루, 찰 미, 멥 흑미 순

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한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루 7% 첨가군은 30.05~13% 첨가군은 33.47, 멥
가루 9% 첨가군은 26.79~15% 첨가군은 32.49, 찹

가루 10% 첨가군은 19.94~16% 첨가군은 

32.85, 감자 분 5% 첨가군은 15.03~8% 첨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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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lor values of the brown sauce samples thickened with various amounts of roux, non-glutinous
rice and potato starch

Samples L-value F-value

Roux
7%1) 9% 11% 13%

23.14±0.15d 25.49±0.72c 27.31±0.32b 29.36±0.25a 195.39***

Non-glutinous rice
9% 11% 13% 15%

11.37***
11.72±0.46b 12.16±0.28b 12.72±0.11a 12.84±0.42a

Glutinous rice
10% 12% 14% 16%

25.01***
11.12±0.18c 11.49±0.24c 11.74±0.11b 12.13±0.21a

Potato starch
5% 6% 7% 8%

38.90***
14.77±0.64c 16.20±0.26b 17.11±0.29a 17.55±0.46a

Samples a-value F-value

Roux
7% 9% 11% 13%

12.67±0.29a 12.78±0.33a 12.97±0.23a 13.02±0.14a 2.02*

Non-glutinous rice
9% 11% 13% 15%

226.16***
23.88±0.22d 25.34±0.81c 29.31±0.20b 30.04±0.22a

Glutinous rice
10% 12% 14% 16%

627.80***
16.41±0.54d 18.01±0.90c 26.78±0.44b 30.53±0.42a

Potato starch
5% 6% 7% 8%

21.35***
-1.05±1.12c 0.70±0.74b 1.16±0.71b 3.52±1.01a

Samples b-value F-value

Roux
7% 9% 11% 13%

30.05±0.89b 30.30±1.33b 32.68±0.16b 33.47±0.43b 21.10***

Non-glutinous rice
9% 11% 13% 15%

221.86***
26.79±0.31c 27.99±0.77b 32.03±0.14a 32.49±0.16a

Glutinous rice
10% 12% 14% 16%

519.88***
19.94±0.44d 21.22±0.94c 29.29±0.51b 32.85±0.41a

Potato starch
5% 6% 7% 8%

29.02***
15.03±0.75c 16.38±0.35b 17.21±0.27a 17.79±0.49a

Values are Means±S.D  * p<0.05 ** p<0.01  *** p<0.001
a-d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range test 
1) Legends for the samples are in <Table 2>

은 17.79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DS 
et al.(2009)의 루 첨가에 따른 데미 라스 소스의 

이화학   특성에서 루의 첨가량과 가루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b값이 유의 으로 증가한다

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4. 능검사

1) 특성차이 검사

농후제의 종류를 달리한 라운소스의 정량  

묘사분석에서 특성차이의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분석결과 루, 멥 가루, 찹 가루, 감자 분을 

첨가한 라운소스의 갈색의 정도, 표면의 택, 
투명도, 비린취, 탄내, 구수한 냄새, 깔끔한 맛, 떫

은 맛, 걸쭉한 정도에서 농후제의 첨가량에 따라 

유의 인(p<0.05)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세부

으로 루의 갈색의 정도, 표면의 택, 투명도, 비
린취, 탄내, 깔끔한 맛은 RU7에서 투명도, 비린

취, 탄내는 RU9에서 표면의 택, 깔끔한 맛은 

RU11에서, 걸쭉한 정도는 RU13에서 높은 평균

값을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고소

한 맛, 감칠맛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루의 첨가량에 따라 

고소한 맛과 감칠맛에는 크게 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멥
가루의 갈색의 정도, 표면의 택은 NR9의 평

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구수한 냄새는 NR11, 
NR13, 걸쭉한 정도는 NR15이 평균값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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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ttribute difference of the brown sauce samples thickened with various amounts of roux, 
non-glutinous rice, glutinous rice and potato starch

Roux 7%1) 9% 11% 13% F-value
Brown color 10.91±1.18a 9.54±1.05b 7.89±0.80c 7.54±1.74c 17.35***

Gloss 11.05±1.82a 9.70±1.05a 10.17±1.66a 7.53±1.65b 9.98***
Transparency 11.07±1.54a 9.81±1.96a 6.17±1.30b 3.82±1.36c 50.01***
Meat flavor 5.73±2.42a 6.45±2.69a 4.83±2.08ab 3.42±1.16b 3.82*
Burnt smell 10.15±1.70a 9.73±1.53a 7.24±2.98b 6.96±1.26b 7.61***
Roast smell 7.35±2.79b 8.55±2.16ab 8.85±1.59ab 10.22±1.50a 3.57*
Savory taste 6.33±2.45 6.30±1.72 7.71±1.47 7.35±2.01 1.49
Light taste 7.63±2.37a 6.85±1.78ab 8.18±1.59a 5.37±2.15b 4.30*

Astringent taste 4.44±1.91b 3.45±1.71b 6.75±2.30a 4.93±2.04b 5.21**
Umami 5.47±2.47 5.14±2.80 6.75±2.30 6.38±1.04 1.18

Thickness 2.40±0.86d 5.78±2.02c 1.41±1.19b 12.93±0.49a 149.96***
Non-glutinous rice 9% 11% 13% 15% F-value

Brown color 10.86±0.96a 8.68±1.20b 7.39±1.35c 5.95±1.64d 27.92***
Gloss 11.19±0.71a 9.63±1.38b 8.85±2.29b 5.89±1.98c 18.82***

Transparency 7.02±1.29a 5.66±1.44ab 5.77±1.28ab 5.37±2.51b 1.99
Meat flavor 6.60±2.60a 4.52±1.88b 5.14±1.93ab 5.75±2.33ab 1.78
Burnt smell 5.12±2.61b 7.72±3.30a 7.67±2.69a 6.35±1.92ab 2.36
Roast smell 8.25±1.92ab 9.27±1.92a 8.90±1.81a 7.08±1.67b 3.03*
Savory taste 7.39±1.42 6.64±2.16 8.10±1.33 8.00±2.42 1.39
Light taste 6.50±1.95ab 4.81±1.85b 7.88±2.23a 6.20±1.70ab 4.64*

Astringent taste 8.05±3.10 8.81±3.11 7.85±2.04 8.30±2.46 0.26
Umami 5.84±1.53 5.34±1.85 6.63±1.93 6.26±2.42 0.88

Thickness 6.83±0.89d 7.79±1.13c 9.30±0.68b 11.16±0.91a 46.99***
Glutinous rice 10% 12% 14% 16% F-value
Brown color 10.20±1.20a 10.41±1.65a 8.13±0.65b 6.00±1.38c 28.83***

Gloss 11.02±1.49a 9.87±1.70ab 8.65±1.56b 8.71±1.60b 5.48*
Transparency 9.25±2.78a 8.82±1.61ab 7.26±1.69ab 7.00±2.75b 2.64
Meat flavor 9.05±3.15 8.17±3.34 7.45±2.39 7.65±2.07 0.71
Burnt smell 8.75±2.57a 8.72±2.77a 7.07±3.49ab 5.95±2.18b 2.61
Roast smell 7.75±2.51 7.89±1.72 8.74±1.83 9.41±2.03 1.58
Savory taste 6.23±2.10b 7.32±1.02ab 7.41±2.26ab 7.89±1.44a 1.72
Light taste 7.69±1.85ab 9.39±2.56a 6.52±2.74b 5.74±2.88b 4.32*

Astringent taste 4.65±2.72b 6.80±3.53ab 5.45±2.05ab 7.56±2.91a 2.33
Umami 5.08±1.28c 6.94±1.22ab 7.86±2.42a 5.86±1.62bc 5.64*

Thickness 4.36±1.42d 5.84±1.35c 9.05±1.53b 10.88±1.56a 45.07***
Potato starch 5% 6% 7% 8% F-value
Brown color 7.89±2.36c 9.24±1.85bc 9.63±1.60b 12.14±0.99a 11.03***

Gloss 10.71±1.77a 8.56±2.21b 8.48±1.78b 8.29±0.84b 4.79*
Transparency 10.34±8.99a 8.99±2.01a 8.64±2.03a 6.22±2.41b 7.28**
Meat flavor 3.62±1.78b 7.25±2.44a 5.70±2.48a 5.39±2.01ab 5.05*
Burnt smell 4.57±2.40 5.90±1.53 6.29±2.09 5.76±2.27 1.37
Roast smell 5.13±2.24a 5.92±2.16b 8.37±2.34a 7.97±1.53a 6.20**
Savory taste 8.25±2.24a 6.35±2.04bc 6.65±1.96ab 4.69±1.6c 6.03**
Light taste 8.82±1.97a 5.70±2.07b 6.74±1.88b 6.35±2.64b 4.28*

Astringent taste 4.17±2.14 4.87±2.33 5.39±2.30 4.86±1.77 0.60
Umami 6.17±3.05 5.37±1.35 6.46±2.27 5.33±1.52 0.78

Thickness 6.51±1.73c 9.78±1.22b 10.29±0.97b 13.24±1.07a 50.72***
Values are Means±S.D   * p<0.05 ** p<0.01  *** p<0.001
a-d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range test 
1) Legends for the samples are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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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cceptance of the brown sauce samples thickened with various amounts of roux, non-glutinous rice,
glutinous rice and potato starch

Roux 7%1) 9% 11% 13% F-value
Color 8.19±2.11a 8.62±1.40a 9.33±1.58a 5.53±1.28b 11.480***

Viscosity 5.92±1.67b 9.22±2.69a 9.11±2.68a 2.90±1.07c 21.725***
Flavor 6.17±1.95b 7.17±1.89ab 8.45±1.49a 6.90±0.97b 3.736*
Taste 4.73±2.64b 6.41±2.42ab 7.32±2.08a 6.46±1.30ab 2.744
Gloss 7.58±1.95b 8.41±1.50ab 9.57±1.74a 4.53±1.51c 18.037***

Overall acceptability 4.99±2.28c 7.19±2.29d 8.98±1.91a 5.69±1.61c 8.253***
Non-glutinous rice 9% 11% 13% 15% F-value

Color 10.80±0.91a 9.50±1.92ab 9.13±1.74b 6.28±1.44c 16.544***
Viscosity 8.79±2.02ab 8.15±1.61ab 9.25±1.41a 7.07±2.54b 2.607

Flavor 7.58±1.67ab 8.98±2.06a 8.91±1.37a 7.09±1.91b 3.174*
Taste 7.40±1.32b 9.49±1.99a 7.58±1.34b 6.84±1.82b 4.852**
Gloss 11.66±1.38a 10.37±1.91ab 9.64±1.56b 7.24±2.22c 11.823***

Overall acceptability 7.25±1.81bc 9.21±1.16a 8.33±1.79ab 6.41±1.65c 6.275**
Glutinous rice 10% 12% 14% 16% F-value

Color 9.19±1.51b 10.88±1.61a 8.39±2.12b 6.80±1.73c 10.240***
Viscosity 5.52±2.70b 9.59±2.64a 8.83±2.26a 8.76±2.48a 5.641***

Flavor 6.58±2.14b 10.0±2.19a 9.16±1.60a 7.28±1.47b 7.913***
Taste 5.35±2.81b 8.66±2.50a 8.33±3.12a 7.30±2.43ab 3.274*
Gloss 10.64±1.36ab 11.49±1.87a 9.91±2.27ab 8.86±2.59b 3.172*

Overall acceptability 7.02±1.43c 10.66±1.81a 9.21±2.01ab 7.49±2.75bc 7.266**
Potato starch 5% 6% 7% 8% F-value

Color 7.50±2.36 9.12±2.56 8.35±1.70 8.29±1.90 1.034
Viscosity 7.72±1.99a 8.20±2.51a 5.91±1.95b 2.65±1.08c 18.301***

Flavor 8.05±1.77a 7.49±1.11a 7.82±1.50a 5.89±1.98b 3.974*
Taste 7.39±2.43 7.12±2.24 6.86±1.74 5.90±1.39 1.754
Gloss 1.33±1.77 9.65±1.49 9.12±2.10 9.45±1.23 1.013

Overall acceptability 8.83±1.27ab 9.03±1.50a 7.65±1.37b 5.97±1.50c 10.828***
Values are Means±S.D * p<0.05 ** p<0.01  *** p<0.001
ab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range test 
1) Legends for the samples are in <Table 2>

아 유의한(p<0.05)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투명

도, 비린취, 탄내, 고소한 맛, 떫은 맛, 감칠맛에서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찹 가루의 갈색의 정도, 표면의 택은 GR10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깔끔한 맛은 GR12, 감
칠맛은 GR14, 걸쭉한 정도는 GR16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유의한(p<0.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투명도, 비린내, 탄내, 
구수한 냄새, 고소한 맛, 떫은맛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분의 표면의 

택, 투명도, 고소한 맛, 깔끔한 맛은 PS5가 가장 

평균값이 높았으며, 표면의 택은 PS6, 구수한 

냄새는 PS7, 갈색의 정도, 구수한 냄새, 걸쭉한 정

도는 PS8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 유의한(p<0.05)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내, 떫
은맛, 감칠맛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기호도 분석

농후제의 종류를 달리한 라운소스의 기호도 

검사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농후

제의 종류를 달리한 라운소스의 색도, 도, 냄
새, 맛, 택, 종합  기호도에서 첨가량에 따라 

시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루에서 11%를 첨가한 RU11이 색도, 
냄새, 택, 종합  기호도, 도에서 유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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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값을 나타내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Kim SK & Lee SJ(1999)의 라운

소스 제법의 최 화의 결과로 루의 첨가량이 11%
일 때라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멥 가루의 기호도 분석결과 색도와 택은 

9%(NR9)에서 냄새, 맛, 종합  기호도는 11% 
(NR11), 도는 13%(NR13)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멥 가루의 

첨가량이 11%일 때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찹 가루의 색도, 도, 냄새, 맛, 택, 종합

 기호도는 12%(GR12)에서 모두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찹 가루 첨가량 12%가 가장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의 기호도 분석결과 

냄새는 5%(PS5)에서 도, 냄새, 종합  기호도

는 6%(PS6)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다만, 색도, 맛, 택에서는 분

의 첨가량이 색도, 맛, 택의 기호도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라운소스의 제조 과정  농

후제로 사용하는 루를 신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멥 가루, 찹 가루, 감자 분 등을 농후제로 사

용하여 라운소스를 제조한 후 최 의 농도를 

탐색하 다. 이를 바탕으로 최  농도의 4가지 농

후제로 제조한 라운소스 시료에 해 능검사

와 기호도 검사를 통해 능  품질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기호도가 높은 농후제를 찾아내고

자 하 다. 
수분은 농후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멥 가

루, 찹 가루, 감자 분의 수분함량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도는 루, 멥 가루, 찹 가루, 
감자 분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시료간의 유의

(p<0.001)인 차이를 보이며 도는 증가하 다. 
명도는 체 으로 루의 명도가 가장 높고, 다음

으로 감자 분, 멥 가루, 찹 가루 순으로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명도 값이 유의 (p<0.001)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도는 멥 가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찹 가루, 루, 감자 분순

으로 나타나 농후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시료

간의 유의 (p<0.001)인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

고, 황색도는 루, 멥 가루, 찹 가루, 감자 분순

으로 나타나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유의

(p<0.001)인 차이를 보 다. 
능  검사  특성차이검사 결과, 루는 갈색

의 정도, 표면 택, 투명도, 탄내, 떫은맛은 루의 

첨가량 증가 시 약하게 평가되었고, 멥 가루는 

갈색의 정도, 표면 택은 멥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약하게 평가되었다. 찹 가루의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갈색의 정도는 약하게 평

가되었고 표면 택, 깔끔한 맛, 감칠맛은 찹 가

루의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약하게 평가되다가 

강하게 평가되었다. 감자 분은 갈색의 정도, 표
면 택, 투명도, 고소한 맛은 감자 분의 첨가량

이 증가 시 약하게 평가되었고, 비린취, 구수한 냄

새, 고소한 맛, 깔끔한 맛은 감자 분의 첨가량의 

증가 시 약하게 평가되었다가 강하게 평가되었다. 
루, 멥 가루, 찹 가루, 감자 분의 시료의 증가

량에 따라 맛이 약하게 평가되었다 강하게 평가

되는 이유는 증가량에 따라 시료간의 차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호도 결과는 루의 11%를 첨가한 RU11이 색

도, 냄새, 택, 종합  기호도가 가장 좋았고, 멥
가루의 색도와 택은 9%(NR9), 냄새, 맛 종합

 기호도는 11%(NR11), 도는 13%(NR13)의 

기호도가 가장 좋았다. 찹 가루는 첨가량 

12%(GR12)의 색도, 도, 냄새, 맛, 택, 종합  

기호도에서 모두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감자

분은 도, 냄새는 5%(PS5), 도, 냄새, 종합  

기호도는 6%(PS6)에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라

운소스의 루, 멥 가루, 찹 가루, 감자 분은 

체 인 기호도에 향을 미치며, 루 11%, 멥 가

루 11%, 찹 가루 12% 감자 분 6% 첨가 시 

라운소스의 기계  특성과 능  기호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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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가장 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루, 멥 가루, 찹 가루, 감

자 분을 농후제로 사용할 때 최 의 첨가량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라운소스의 농후제의 연구

에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더불어, 라운소스의 량 생산을 한 표

화  품질을 유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일부 학생들

을 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 와 

성별에 따른 심도 있는 실증분석을 통해 소비자

의 기호도에 맞는 제품생산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한  록

본 연구는 루, 멥 가루, 찹 가루, 감자 분 등

을 농후제로 사용하여 라운소스 재료의 최 화

와 품질특성에 하여 살펴보았다. 농후제 종류

에 따른 라운소스의 수분함량은 루 첨가 라

운소스에 비해 멥 가루, 찹 가루, 감자 분을 

첨가한 라운소스의 수분함량이 높았으며, 도

는 농후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도는 증가하

다. 색도변화는 명도 L값과 황색도인 b값은 루 

첨가 라운소스가 가장 높았으며, 색도 a값은 

멥 가루 첨가 라운소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능검사결과 루 11%, 멥 가루 11%, 찹 가루 

12% 감자 분 6%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상

의 실험결과로 루, 멥 가루, 찹 가루, 감자 분

을 농후제로 사용할 때 최 의 첨가량을 확인함

으로써 추후 라운소스의 농후제의 연구에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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