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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불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써,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 음식 중

하나이다(Kim EM 등 2013). 불고기는 밑간을 통
해발전시킨고유의발효음식으로써고기에양념

이잘베어들수있도록소스를사용하는것이필

수적인데, 불고기가김치와함께대표적인한국음
식으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각종 양념이 쇠고기

와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기 때문이다

(한국육가공협회 2002). 특히 불고기에 첨가되는
양념은 단맛을 주면서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육
취를 제거하면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Moon JH 등 1991). 또한, 최근에는 웰빙추
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능성 식재료를 첨가한

불고기 양념 소스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Lee SH 등 2010). 불고기 양념에 기본
적인요소로포함되는설탕은간장, 소금, 양파와
함께불고기에첨가되어풍미를증진시키는데필

수불가결한요소이지만(Cho JL 등 2011), 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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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Bulgogi sauce and Bulgogi added with various amounts 
(0, 25, 50, 75, 100 %) of licorice extract used as sugar. The color values, °Brix, pH, attribute difference and 
acceptance of the samples were tested. As for the color of the Bulgogi sauce sweetened with various % of 
the licorice extract, a higher percentage of the licorice extract showed a higher L-value. In addition, the °Brix 
of the Bulgogi sauce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njunction with additional licorice extract, although the pH 
did not show any differences. Attribute differenc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transparency of the Bulgogi 
sauce and gloss of the Bulgogi were highest in the sample containing 100% of licorice extract. The sweet odor, 
both for the Bulgogi sauce and Bulgogi, increased with higher amounts of licorice extract, as well as the scent 
of the herb. Furthermore, Bulgogi sauce with 50% licorice extract resulted in the highest score for umami taste. 
The aftertaste of both the Bulgogi sauce and Bulgogi appeared to be the highest with 75% of licorice extract. 
Bulgogi marinade prepared with 50% of licorice extract possessed the significantly highest score in the overall 
accept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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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혈압, 성인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
는 주된식품이다(Kim HA․Lee KH 2012). 따라
서 설탕을 대신하여 트레할로스(Jung HS 등
2014), 솔비톨과 자일리톨 등의 당알콜류(Choi 
YS 등 2013), 스테비오사이드(Bae HJ․Lee JY 
2013; Bang SK 등 2013), 프락토올리고당(Kim 
MH 등 2010) 등이나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잎
(Choi SN 등 2013) 등을식품에첨가함으로써단
맛을 유지하고, 칼로리를 낮추는 기능성 가공 식
품의 개발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감초(Licorice, Glycyrrhiza glabra)는 콩과(Le-

guminosae)류에속하는다년생초본으로, 단맛성
분인 glycyrrhizin을 6～14% 함유하고 있어서 감
미로운 맛을 내기 때문에 예로부터 천연 감미료

로많이사용되어왔다(Chung WT 2002). 특히감
초는 일반적으로 설탕의 50배 정도 단맛이 있지
만, 칼로리는 1 g 당 0.1 kcal로거의없으며, 항염
작용, 해독작용, 항암 작용, 항당뇨 작용, 항혈전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등 다양한 약리적인 특성
이 있으므로 그효용적가치가 매우 높다고하겠

다(Koo HS 2005). 감초의생리활성기능에관한
연구로는 항균 효과(Kim HJ 등 2014), 항산화 효
과(Woo KS 등 2006), 항염효과(Bak JP 등 2011) 
등이 있으며, 감초를 식품에 활용한 연구로는 김
치(Lee SH 등 1998a; Lee SH 등 1998b, Ko YT․
Lee SH 2006), 물김치(Oh YS 등 2008), 동치미
(Jang MS․Moon SW 2005), 콩나물(Choi SD 등
2002), 탁주(Kim AR 등 2008), 돈육 소시지(Cho 
SH 등 2006), 식빵(Lee SY 등 2006), 고추장(Lim 
SI․Song SM 2010a), 된장(Lim SI․Song SM 
2010b), 청국장(Hwang SH 등 2005) 등이있다. 그
러나 기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감초를 이용하여 식품의 저장성 및 기능

성을향상시키는방안을모색하는데한정되어있

으며, 감초의 단맛을 식품에 활용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불고기양념에첨가되는다량의설탕을

기능성재료인감초로대체한다면, 우리나라전통

의 불고기 맛을 살리면서 현대인에게 도움이 되

는 저열량 불고기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

진다. 현재까지불고기와관련되어이뤄진선행연
구로는오미자즙(Nam JS 등 2010), 당귀추출액과
매실(Lee SH 등 2010), 오디(Cho JL 등 2011), 울
금(Park SW․Byun GI 2014) 등기능성재료를첨
가하여 불고기 소스를 제조한 연구가 이뤄져 왔

으나, 감초를 활용한 불고기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감초 추출물의 첨가

량을달리하여불고기소스를제조하였으며, 불고
기 소스의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여 품질 특성을

고찰하고, 감초 추출물을 첨가한 소스로 제조한
불고기의 관능검사를실시함으로써, 감초 추출물
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의 표준 배합비를 제시하

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감초는 중국산으로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였다. 
불고기 소스재료로 간장(송품 진간장, 몽고장유, 
한국), 황설탕(제일제당, 한국), 마늘(의성, 한국), 
생강(홍성, 한국), 청주(백화수복, 한국), 참기름
(제일제당, 한국), 후추(오뚜기, 한국) 등은 시중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불고기용 쇠고기
는 마장동 우시장에서 도축한 불고기용 한우 목

심 3 kg을구입한다음약 3 mm 두께로썰어 600 
g씩분할한후냉동 보관하면서시료로사용하였
다. 

2. 시료 제조

감초추출물은 Lee SY 등(2006)의방법을참고
하여은증류수 1 L에감초 100 g을가한후 80℃
에서 6시간동안추출한 것을 3회반복하여얻은
추출액을 여과지(1001-110, Whatman, USA)로여
과한 후 회전식 증발농축기(rotary evaporator, N- 
1000V, Eyela, Japan)로 농축한 다음, 동결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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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ze dryer, TFD, Ilshin, Korea)를 사용하여 동
결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불고기 소스 시료의 제
조는 Choi SK․Lee EJ(2007)의표준배합비를참
고하였으며, 물과 간장, 마늘, 생강, 황설탕, 청주, 
참기름, 후추를 넣어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
록충분하게혼합한다음, 체에내려냉장보관하
면서실험에사용하였다. 불고기용고기는국내산
한우 목심을 사용하였다. 감초 추출물은 설탕의
50배의단맛을지니고있으므로(Belitz HD․Gros-
ch W 1999; Lee SR․Shin HS 2004), 예비실험에
서 감초 추출물을 50배 희석한 후 차이식별검사
를 통해 설탕과 비교하여 감미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설탕의 양과 감초 추출
물의 양을 비율별로 조절하여 <Table 1>과 같이

제조하였다. 관능검사를위한불고기시료는불고
기 600 g에 소스 800 g을 넣고 5°C에서 10시간
동안침지한후가스렌지(ST-10000A, 썬터치, Ko-
rea)에주철재질의프라이팬(지름 25 cm)을 80±5 
℃로 가열한 후 양념한 불고기를 넣고 앞면을 30
초간구운후뒤집어뒷면을 30초동안구운다음
관능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1) 색도

감초 추출물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불고기 소스의 색도는 측색 색차계(color reader, 
JC 801, Color Techno System co. Ltd, Japan)를사
용하여 시료를 5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L값(명
도, lightness), a값(적색도, redness), b값(황색도, 
yellowness)의평균값을구하였으며, 이때사용된
표준백판의 L값은 98.764, a값은 —1.203, b값은
1.425이었다. 

2) pH와 당도

5가지 불고기 소스 시료의 pH는 상온에서 pH 
meter(Orion pH meter, Model 420A, USA)를이용
하여 5회 반복 측정하였다. 또한, 당도는 당도계
(digital refractometer, PAL-3, Atago, Japan)를 이
용하여 5회반복측정한후, 평균값과표준편차를
구하여 °Brix로 표시하였다. 

3) 특성 차이 검사

감초 추출물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불고기 소스와 시료 소스들로 제조한 불고기에

대한 관능 평가는 관능검사의 기본 특성과 방법

에 대해 충분히 훈련시킨한식당 조리팀 직원 1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선발된 패널의 성별
구성은남자 7명, 여자 3명이었고, 나이는 23세부

Samples Control LBS1 LBS2 LBS3 LBS4

Brown sugar 200 150 100 50 0

Licorice extract 0 1 2 3 4

Water 4,500 4,500 4,500 4,500 4,500

Soy sauce 1,000 1,000 1,000 1,000 1,000

Garlic 150 150 150 150 150

Ginger 20 20 20 20 20

Rice wine 100 100 100 100 100

Sesame oil 50 50 50 50 50

Black pepper 5 5 5 5 5

<Table 1> Formulas for Bulgogi sauce with addition of licorice extrac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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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40세이었다. 불고기소스시료 5가지는 70 mL 
투명컵에 50 mL씩담아각각의시료에흰색플라
스틱 스푼이 함께 제공되었다. 조리된 불고기는
모든시료를동일한크기(25×25×4 mm)로절단한
후흰색플라스틱스푼과함께지름 12 cm인흰색
플라스틱 접시에 놓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하여

평가전까지뚜껑을덮어두었다. 모든시료는난
수표에서 추출한 임의의 세 자리 숫자를 기입한

라벨을 부착하였으며, 생수를 시료 평가 사이에
제공하여 반드시 입을 헹구도록 하였다.
불고기 소스 시료들의 특성 차이 검사를 위한

평가 항목은 예비 조사와 불고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Cho JL 등 2011; Park SW․Byun GI 2014)
을참고하여선정하였으며, 외관에있어서는갈색
(browniness)과 투명도(transparency), 향미 평가

항목으로는 달콤한 냄새(sweet odor), 감초 냄새
(licorice extract odor), 간장냄새(soy sauce odor), 
단맛(sweet taste), 짠맛(salt taste), 감초맛(licorice 
extract taste), 감칠맛(umami taste), 마지막으로후
미(after taste) 등 12항목을 측정하였다. 또한, 감
초를 첨가한 불고기 소스로 양념한 불고기 시료

의 평가 항목은 외관으로 갈색(browniness)과 윤
기(gloss), 향미는 달콤한 냄새(sweet odor), 감초
냄새(licorice extract odor), 간장 냄새(soy sauce 
odor), 쇠고기 누린내(fatty odor), 단맛(sweet tas-
te), 감초맛(licorice extract taste), 감칠맛(umami 
taste), 조직감으로는부드러운정도(softness)와씹
히는 정도(chewiness),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미

(after taste)를측정하였다. 모든특성차이평가는
15 cm 선척도를 이용하였다. 

4) 기호도 검사

감초 추출물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불

고기 소스와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불고기의 기

호도 검사는 50명의 일반인 패널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각각의 시료에 대해 색(color), 냄새
(odor), 맛(taste), 조직감(texture) 및 전반적인 기
호도(overall acceptance) 등을 평가였으며, 평가방
법은 15점 기호도 척도를 이용하여, 선호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4. 통계 처리

본연구를통해얻어진실험자료는 SPSS 16.0
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시료간의유의성검정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 
0.05 수준에서 Duncan test를 통한 다중범위검정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실시하여각시료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색도

감초 추출물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의 색도 측

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
값(lightness)은 LBS3가 3.28로 가장 높았고, 대조
군이 0.5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감초 추출

Samples Control LBS11) LBS2 LBS3 LBS4 F-value

L  0.53±0.53c 1.03±0.11c 2.02±0.44b 3.28±0.64a 3.10±0.79a 13.43***

a  6.62±2.24 9.33±1.28 6.44±1.32 7.32±1.67 8.14±1.68 2.51NS

b 10.33±0.85 9.15±1.92 9.60±0.89 9.53±1.67 8.65±1.33 0.59NS

Mean±S.D.; ***p<0.001; NS Means not significant.
1)Refer <Table 1>.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Hunter's color values of Bulgogi sauce with various amount of licorice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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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L값이 증가하였는
데, 각 시료 간에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였
다. 이는 감초의 추출물이 증가하면서 황설탕의
양이줄어들고, 이로인해소스의색이밝아져명
도가높아진것으로보인다. 적색도를나타내는 a
값(redness)은 LBS1이 9.33로 가장 높았고, LBS2
가 6.44로 가장낮은값을보였으며, 황색도를나
타내는 b값(yellowness)은 대조군이 10.33으로 가
장 높았고, LBS4가 8.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a값과 b값은 감초 추출물 첨가량에 따라
각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 pH와 당도

감초 추출물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의 pH와 당
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H의 경우, 
LBS1이 5.10로가장높은 pH을나타냈으며, 감초
추출물을전혀첨가하지않은대조군이 5.05로가
장낮은값을보였으나각시료간유의적인차이

는없었다. 이는 Kim AR 등(2008)이감초를첨가
한 탁주가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pH
가높게나타났다고하였으며, Oh YS 등(2008)도
감초를 첨가한 물김치가 대조구보다 높은 pH를
보였다고 한 것과 일부 일치하는 결과였다. 당도
는 대조군의 경우 12.38 °Brix로 가장 낮았고, 감
초 추출물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는데, 
LBS4가 18.26 °Brix로가장높아각시료간유의
적인차이(p<0.001)를보였다. 이러한결과는 Hw-
ang SH 등(2004)의연구에서도감초추출물의첨
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청국장의 환원당 함량

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 것과 일치하였

으며, 동치미 제조 시 감초 첨가에 의해 환원당
함량이 증가하였다는 결과(Jang MS․Moon SW 
1995)와도 일치하였다. 

3. 특성 차이 검사

1) 불고기 소스

감초 추출물을 첨가한 불고기 소스에 대한 특

성차이검사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외관
특성에서불고기소스의 갈색(browniness)은대조
군(감초 추출물 무첨가군)이 8.68로 가장 높았고, 
LBS4(감초추출물 4 g, 황설탕 200 g 대체)가 7.14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 각시료간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색도 측
정 결과에서 황설탕의 투입량이 감소하고, 감초
추출물이 증가할수록 L값이 증가하면서 소스의
색이 밝아지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투명도
(transparency)는 LBS4가 10.45로 가장 강하였고, 
대조군이가장 약하게 평가되면서 각시료 간유
의적인(p<0.001) 차이가 나타났는데, 감초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투명도도 강하게 평가되

었다. 향미 특성으로 달콤한 냄새(sweet odor)는
LBS4가 9.60으로 가장 달게 평가되었으며, 감초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달콤한 냄새도

강하게평가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감초 냄새
(licorice extract odor)는 LBS4가 10.97로 가장 강
하게평가되었고, 대조군이가장낮게평가되면서
각 시료간 유의적인(p<0.001) 차이를보였다. 간
장 냄새(soy sauce odor)는 대조군이 9.30으로 가
장 높았고, LBS4가 7.67로 가장 낮았으며, 감초

Samples Control LBS11) LBS2 LBS3 LBS4 F-value

pH 5.05±0.50 5.10±0.07 5.09±0.01 5.09±0.02 5.08±0.01 1.003NS

°Brix 12.38±0.48e 14.50±0.36d 15.38±0.14c 16.26±0.11b 18.26±0.39a 206.59***

Mean±S.D.; ***p<0.001, NS Means not significant.
1) Refer <Table 1>.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pH values and sugar contents of Bulgogi sauce with various amount of licorice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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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 첨가량이증가할수록간장냄새는유의적
으로(p<0.001) 약하게평가되었다. 단맛(sweet tas-
te)은 LBS2가 9.47로가장강하게평가되었고, 대
조군이가장약하게평가되었으며, 감초첨가군이
무첨가군(대조군)과비교하여 단맛이유의적으로
강하였다(p<0.01). 이는 본 연구의 당도 측정 결
과에서대조군의당도가가장낮고, 감초추출물의
첨가군의 당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일부 일

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짠맛(salt taste)은 대조군
이가장강하게평가되었으나, 각시료간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감초맛(licorice extract taste)은
LBS4가 11.17로가장강하게평가되었고, 대조군
이 5.10으로 가장 약하게 평가되었으며, 감초 추
출물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스의 감초맛도

강하게 평가되었다(p<0.001). 감칠맛(umami tas-
te)은 LBS2가 8.93으로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고, 
대조군이가장약하게평가되었는데, 대조군에비
해 감초 추출물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p<0.05) 
감칠맛이강하게평가되었다. 기타특성으로후미
(after taste)는 LBS3이 10.33으로 가장 강하였으
며, 대조군이 7.59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 감

초추출물첨가군의후미가대조군보다유의적으

로(p<0.001) 강하게 평가되었다. 

2) 불고기

감초 추출물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소

스로 양념한 불고기의 특성 차이 검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외관 특성으로 갈색(browni-
ness)은 LBS1이 9.31로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고, 
LBS4가 5.70으로가장약했는데, 감초추출물첨
가량이증가함에따라색이연해진다고평가하였

으며, 각 시료간 유의적인(p<0.001) 차이를보였
다. 윤기(gloss)는 LBS4가 9.38로 가장 높았고, 
LBS3, LBS2, LBS1, 대조군 등의 순으로 낮아지
면서, 감초첨가비율이증가함에따라윤기도강
하게평가된것으로나타나, 각시료간유의적인
(p<0.01) 차이를보이는 것으로조사되었다. 향미
특성으로달콤한냄새(sweet odor)는 LBS4가 9.17
로 가장강하게 평가되었고, LBS1이 6.99로가장
약하게 평가되었는데, 감초 추출물 첨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달콤한 냄새도 유의적으로(p< 
0.001) 강하게 평가되었다. 감초 냄새(licorice ex-

Samples Control1) LBS1 LBS2 LBS3 LBS4 F-value

Appea-
rance

Brownness 8.68±1.56a 8.65±1.71a 8.12±2.89ab 7.78±2.90b  7.14±2.20b  4.956**

Transparency 8.13±2.32c 8.27±2.16c 8.32±2.24c 9.12±2.43b 10.45±2.12a  5.494***

Flavor

Sweet odor 7.26±1.77c 7.26±1.54c 8.36±2.00b 8.50±2.48b  9.60±1.29a  8.252***

Licorice extract odor 6.76±1.52c 7.39±1.75c 8.74±2.60b 8.79±2.24b 10.97±1.40a 20.496***

Soy sauce odor 9.30±1.72a 8.68±2.09ab 8.21±2.14ab 8.10±2.60b  7.67±1.91b  2.572*

Sweet taste 7.37±1.76b 8.66±1.70a 9.47±2.16a 8.77±2.85a  9.11±1.96a  4.201**

Salt taste 8.66±2.73 8.53±2.17 7.96±2.39 8.47±1.81  7.64±2.10  1.066NS

Licorice extract taste 5.10±1.54d 7.05±1.64c 9.07±3.12b 9.48±2.13b 11.17±1.82a 36.214***

Umami taste 7.59±1.48b 7.79±1.96ab 8.93±2.28a 8.80±2.05a  8.62±1.97ab  2.513*

Other After taste 7.13±1.57b 8.03±1.79b 9.60±2.78a 10.33±1.96a  9.97±1.55a 14.260***

Mean±S.D.; *p<0.05, **p<0.01, ***p<0.001; NS Means not significant.
1) Refer <Table 1>.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Attribute differences of Bulgogi sauce with various amount of licorice extract



한국조리학회지 제 21권 제 3호(2015)86

tract odor)는 LBS4가 9.94로가장강하였으며, 대
조군이 6.80으로가장약한평가를보이면서감초
추출물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초 냄새도 강

하게 평가되는 결과를 보였다(p<0.001). 간장 냄
새(soy sauce odor)도 각 시료 간 유의적인(p< 
0.001) 차이를보였는데, 대조군이 9.04로가장강
했고, LBS4가 6.45로가장약하게평가되어 불고
기 소스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초 추출물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시료의 간장 냄새는 약하게 평

가되는 것으로나타났다. 누린내(fatty odor)는 대
조군이 8.81로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고, LBS3이
7.15로가장약하게평가되었지만, 각시료 간유
의적인차이는발견되지않았으며, 단맛(sweet tas-
te)은 LBS4가 9.11로 가장 강하였고, 대조군이
7.52로 가장 약해서 감초 추출물의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단맛도 유의적으로(p<0.05)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초맛(licorice extract taste)
은 LBS4가 10.08로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고, 대

조군이 5.50으로가장약하게평가되어감초추출
물의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불고기의감초맛이

유의적(p<0.001)으로 강하게 평가되었다. 감칠맛
(umami taste)은 LBS3이 8.81로가장강하게평가
되었고, 반면 대조군이 7.54로 가장 약하게 평가
되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
직감 특성으로 불고기의 부드러운 정도(softness)
는 LBS1이 7.76으로 가장 강하였고, 대조군이
6.43으로가장약했으나, 불고기의부드러운정도
는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감초 추출물이 고기의 연육에는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귀와 매실절임액을
첨가하여제조한불고기의조직감도대조군이가

장낮았다는 Lee SH 등(2010)의연구와유사하였
다. 또한, 씹히는정도(chewiness)는대조군이 8.49
로가장강하게평가되었고, LBS4가가장약하였
지만, 각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기타
특성으로 후미(after taste)는 LBS3이 9.41로 가장

Samples Control1) LBS1 LBS2 LBS3 LBS4 F-value

Appea-
rance

Brownness 9.02±1.69a 9.31±1.29a 8.12±1.38b 7.76±1.99b 5.70±2.27c 20.439***

Gloss 7.37±3.19b 7.87±1.59b 8.29±2.00a 9.01±2.14a 9.38±2.68a  3.524**

Flavor

Sweet odor 7.33±1.59b 6.99±1.86b 8.53±2.32a 8.91±2.54a 9.17±2.10a  6.350***

Licorice extract odor 6.80±1.32c 6.83±2.01c 8.45±2.74b 8.69±2.24b 9.94±3.01a  9.766***

Soy sauce odor 9.04±1.90a 8.31±2.08ab 8.42±2.35ab 7.92±2.28b 6.37±1.96c  6.683***

Fatty odor 8.81±3.41 8.26±2.54 7.91±2.30 7.15±1.83 7.82±2.28  1.753NS

Sweet taste 7.52±1.32b 7.57±1.76b 8.44±2.79ab 8.86±2.98a 9.11±2.56a  2.843*

Licorice extract taste 5.50±1.77c 6.10±1.60c 8.72±2.76b 9.16±2.94ab 10.08±2.87a 19.801***

Umami taste 7.54±1.55 7.76±2.64 8.35±2.25 8.81±2.19 7.97±2.13  1.591NS

Texture
Softness 6.43±2.97 7.77±2.11 7.75±1.94 7.64±2.56 7.44±2.82  1.486NS

Chewiness 8.49±2.09 8.31±2.22 8.11±2.01 7.83±2.51 7.78±2.13  0.573NS

Other After taste 7.37±2.36c 8.73±1.85ab 9.12±2.22ab 9.41±2.75a 7.86±2.83bc  3.662**

Mean±S.D.; *p<0.05, **p<0.01 ***p<0.001, NS Means not significant.
1) Refer <Table 1>.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Attribute differences of Bulgogi prepared with Bulgogi sauce containing various amount of licorice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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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였으며, LBS2, LBS1, LBS4, 대조군 등의 순
으로 약하게 평가되어, 감초 추출물 첨가군이 무
첨가군과비교하여후미가유의적으로강하게평

가되었다(p<0.01). 

4. 기호도 분석

1) 불고기 소스

감초 추출물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불

고기소스의 기호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
다. 불고기 소스의색(color)은 LBS3이 9.49로 가
장높았고, 대조군과 LBS1이낮은값을보이면서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불고기 소스의
냄새(odor)는 LBS3가 9.40으로가장높았으며, 대
조군이 7.18로 가장낮은값을보이면서, 감초추
출물첨가량이증가할수록냄새에대한기호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였다. 불고기 소스의맛(taste)에 대한기호도는
LBS3이 9.38로가장높았으며, LBS4가 5.51로가
장 낮은 값을 보이면서 각 시료 간 유의적인(p< 
0.001) 차이를보였다. 불고기소스에대한전체적
인기호도(overall acceptance)는 LBS2가 8.62, LBS-
3이 9.84로 우수한 기호도를 보였고, LBS4의 기
호도가 6.53으로가장낮은것으로 나타나, 각 시
료 간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불고기

감초 추출물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소

스로양념한불고기의기호도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불고기의 색(color)에 대한 기호도는
LBS3이 9.33으로가장높았고, LBS1이 7.37로가

Samples Control LBS11) LBS2 LBS3 LBS4 F-value

Color 9.10±2.58a 7.37±2.11b 8.73±1.64a 9.33±2.17a 8.38±2.22ab 3.76**

Odor 7.57±2.03c 7.97±2.18bc 9.31±2.05a 8.88±2.55ab 7.68±2.53bc 3.44**

Taste 8.37±1.84 8.16±2.18 8.61±2.35 8.23±2.47 7.08±2.28 2.07NS

Texture 8.35±1.84 8.08±2.13 7.84±1.93 6.80±2.11 8.08±2.80 2.27NS

Overall acceptance 7.79±1.92bc 6.97±2.26c 9.58±2.06a 8.92±2.88ab 6.65±2.50c 8.49***

Mean±S.D.; *p<0.05, **p<0.01, ***p<0.001, NS Means not significant.
1) Refer <Table 1>.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Acceptance of Bulgogi prepared with Bulgogi sauce containing various amount of licorice extract

Samples Control LBS11) LBS2 LBS3 LBS4 F-value

Color 8.07±2.23b 7.74±1.93b 8.18±2.41b 9.49±2.12a 8.65±2.39ab  2.71**

Odor 7.18±1.71b 7.33±2.16b 8.47±2.15a 9.40±2.28a 8.84±2.47a  5.88***

Taste 7.92±1.61b 8.72±1.78ab 9.06±2.72a 9.38±2.21a 5.51±1.74c 17.172***

Overall acceptance 8.19±2.06b 7.93±2.13b 8.62±2.43ab 9.84±2.51a 6.53±2.89c  7.48***

Mean±S.D.; **p<0.01, ***p<0.001. 
1) Refer <Table 1>.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Acceptance of Bulgogi sauce with various amount of licorice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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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각 시료 간 유의적인(p< 
0.01)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결과는 불고기 소
스의 기호도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불고기의
냄새(odor)는 LBS2가 9.31로가장높은값을보였
으며, 대조군이가장낮았는데, 감초추출물첨가
군이 무첨가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p<0.01) 
높은값을보였다. 불고기의맛(taste)에대한기호
도는 LBS2가 가장 높았고, 조직감(texture)은 대
조군을 가장 선호하였지만, 각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없었다. 불고기의전체적인기호도(overall 
acceptance)는 LBS2가 9.58, LBS3이 8.92로 가장
우수한선호도를 보였고, LBS4가 6.65로가장낮
은것으로나타나 유의적인(p<0.001) 차이가있었
으며, 이러한 결과는 불고기 소스의 기호도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더불어특성차이검사 결과
에서도 LBS2와 LBS3의감칠맛이가장강하게평
가된 것과 일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감초 추출물을 설탕 무게의 0%, 
25%, 50%, 75%, 100%로대체하여불고기소스를
제조한 후, 색도, pH, 당도와관능 검사를실시하
였으며, 감초 추출물을 첨가한 소스로 양념한 불
고기의관능검사를실시하였다. 실험결과는다음
과 같다. 
감초 추출물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불

고기소스의색도측정결과, 감초추출물의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L값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지만, a값과 b값은각시료간유의적인차이가없
었다. pH의경우, 감초추출물첨가량이증가하여
도 변화되지 않았으며, 당도는 감초 추출물 첨가
량이증가할수록유의적으로증가하였다. 감초추
출물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불고기 소스

와 이를 첨가하여 양념한불고기의 특성 차이 검

사결과, 불고기소스와불고기의갈색은감초추
출물 첨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약하게 평가되

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불고기소스의투명

도와 불고기의 윤기는 감초 추출물을 설탕 대비

100% 첨가한 LBS4에서가장강하게평가되었다. 
불고기 소스와 불고기의 달콤한 냄새와 감초 냄

새는 감초추출물첨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강

하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간장 냄새는 불고기 소
스와 불고기 모두 감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약하게평가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
나 불고기의 누린내는 감초 추출물 첨가 비율에

따라유의적인변화가발견되지않았으며, 불고기
소스와 불고기의 단맛과 감초맛은 감초 추출물

첨가비율이증가할수록유의적으로강하게평가

되는경향을보였다. 또한, 불고기소스의짠맛은
감초 추출물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약하게 평

가되었으며, 불고기의감칠맛의경우감초추출물
75% 첨가군인 LBS3이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지
만, 각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후미는
불고기 소스와 불고기 모두 감초 추출물 75% 첨
가군인 LBS3가가장강하게나타났으며, 감초추
출물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후미도 강해지는

결과를보였다. 기호도분석 결과, 전체적인 기호
도에서감초추출물을첨가한불고기소스에서는

감초 추출물 75% 첨가군(LBS3)이 가장 높은 값
을 보였으며, 불고기에서는 감초 추출물 50% 첨
가군(LBS2)이색을제외한냄새, 맛, 조직감, 전체
적인기호도에서다른시료들과비교하여유의적

으로 높은 기호도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감초 추출물의 첨가로 인해 설탕의

함량을줄이면서도단맛을증진시키는효과도있

음이검증되었으며, 전체적인기호도역시증진된
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글 초록

본연구에서는감초추출물의첨가량을달리하

여 불고기 소스를 제조하였으며, 불고기 소스의
물리적 특성과 관능검사를 통해 품질 특성을 고

찰하고, 감초 추출물을 첨가한 소스로 제조한 불
고기의 관능검사를 통해 불고기 소스의 최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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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감초 추출물을 설
탕무게의 0%, 25%, 50%, 75%, 100%로대체하여
불고기소스를제조한후, 색도, pH, 당도등의특
성과관능검사를실시하였으며, 감초추출물을첨
가한소스로양념한불고기의관능검사를실시하

였다. 불고기소스의색도(L값)와당도는감초추
출물의 첨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성차이검사결과, 투명도와윤기
는불고기와불고기소스모두 LBS4에서가장강
하게 평가되었으며, 단맛은 감초 추출물의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강하게 평가되었

다. 불고기소스와불고기의후미는 LBS3에서가
장 강하게 평가되었고, 불고기에 대한 냄새, 맛, 
조직감,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LBS2가 다른 시료
들과비교하여유의적으로좋은선호도를나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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