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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central composition design was used to optimize the mixture conditions of black garlic extract. Methods: Th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was carried out from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extract (X1) and the amount of the black garlic extract 

(X2)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salts (Y1), reducing sugars (Y2), the content of total phenolic compounds (Y3)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Y4) as dependent variables. We confirmed the conditions that salinity was minimized and reducing sugar,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had maximum values through the response surface analysis. Results: All 

results had saddle points in originally set up conditions hence, ridge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narrowing the experimental area. The 

minimum salt concentration was 16.03% at black garlic extract concentration of 14.84 °brix and contents of 9.26%. Reducing sugar 

content had maximum of value 7.30 g/mL at 24.58 °brix and contents of 8.08%. Total phenolic compounds contents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had maximum values at black garlic extract concentration of 20.33 and 25.02 °brix. The results indicate that 

addition of black garlic extract contributed to increased reducing sugar, phenolic compounds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the soy 

sauce, but the salt concentration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RSM, the optimum ranges of 

addition conditions for lowering the salt concentration and, increasing the sensory and functional ability of soy sauce were as follows: 

black garlic extract concentration of 15-25 °brix and content of 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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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래 전부터 식생활에 중요한 기본 조미식품으로 널리 

이용되어 온 우리 고유의 전통 발효 식품인 간장(Oh JY 

등 2002)은 소금 이외에 아미노산, 유기산, 당류, 기타 질

소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짠맛과 함께 단맛, 쓴맛, 감칠

맛과 풍미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맛을 낸다(Lee SR 1992). 

간장은 대두를 수침, 자숙한 다음 성형해 자연 발효시켜 

만든 메주에 염수를 가하여 담금 후 메주 중에 생육하는 

각종 균류의 효소작용을 이용해 숙성발효하고 여과하여 

덧의 건더기는 된장으로 사용되고 여액은 달인 후 숙성

시켜 제조된다(Park MZ 등 2002). 

식품공전상 제조방법에 따라 한식간장(재래식 간장), 양

조간장, 산분해 간장, 혼합간장, 효소분해간장으로 분류

되는데(Im MH 등 1998),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간

장은 양조간장과 산분해 간장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혼

합간장이다(Chung JH 등 2002). 산분해 간장에서 생성되는 

1,3-dichloro-2-propanol(DCP)과 3-monochloro-1,2-propanediol  

(MCPD)의 유무해 논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Kang 

YM 등 2001), 합성 조미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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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으로 인해 전통장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래식 간장과 양조간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Kang IJ 등 1999).

또 다른 장류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발효과

정에서 부패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고 염도로 제조된다는 점이다(Chung JH 등 2002, 

Lim SI & Song SM 2010). 우리나라의 한식은 주로 장류

가 첨가되는 국, 찌개, 조림과 절임류와 같은 젓갈, 또는 

김치, 발효식품 등으로 인해 나트륨의 과잉섭취가 문제시 

되고 있는데, 식염섭취량의 약 73% 정도가 장류를 포함

한 전통 발효식품에서 유래되고 있다(Nam HW & Lee 

KY 1985). 식염의 과잉 섭취는 심장과 신장에 과다한 부

담을 주어서 신장병, 고혈압성 질환 및 그와 관련 있는 

뇌혈관질환 등의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Son SM & 

Heo KY 2002, Shim KH 2012).

이러한 측면에서 장류와 관련한 연구는 식염의 농도를 

줄이기 위한 저염 간장의 제조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생

리활성을 가진 부재료를 첨가하여 영양성분 및 기능성이 

강화된 간장 제조를 위한 기술 분야의 관심과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Jin SK 등 2005). 관련 연구로는 사과농축

액을 이용한 간장(Yin XF 등 2011), 헛개 열매 추출물 첨

가 간장(Oh KH & Song HS 2013), 대나무, 고로쇠 및 참

다래와 같은 천연수액으로 제조한 간장(Cho SH 등 

2007), 청미래 덩굴뿌리 추출물이 첨가된 조미간장(Song 

HS 2012), 천마 및 표고버섯 첨가 간장(Kwon HJ 등 

2014), 산수유, 오미자, 황기, 천궁 등 항고혈압 활성이 있

는 13종의 약용식물 추출액을 첨가한 간장(Shim SL 등 

2008), 마늘을 첨가한 간장(Shin JH 등 2010)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가열 및 숙성하는 과정을 통해 생마늘이 갈변화되어 

제조되는 새로운 유형의 마늘 가공품인 흑마늘은 생마

늘의 매운 맛과 특유의 자극취가 감소되며, 포도당, 과

당, 자당 및 맥아당 등 유리당의 함량이 증가되고 산도

가 낮아져서 독특한 맛을 갖게 되어 풍미와 씹힘성이 

증가한다(Kim AJ 등 2011, Noh BK 등 2011, Kang MJ 

& Shin JH 2012). 또한 S-allylcysteine(SAC)과 같은 유

용물질과 갈변물질의 함량이 증가(Shin JH 등 2011)되

어 항산화활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항염증, 항암 효과

가 있으며, 흑마늘의 diallyl sulphides와 S-allylmercapto-  

cystein(SAMC)은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YH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흑마늘이 첨가된 간장의 제조를 위하여 

발효 완료된 생간장에 흑마늘을 추출액 형태로 첨가함에 

있어 농도와 첨가량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반응표면분석

법에 따라 품질특성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료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간장은 (주)몽고식품(Changwon, Korea)

에서 발효 완료된 생간장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흑

마늘 추출액은 남해마늘연구소가 보유한 흑마늘 및 흑마

늘 추출물의 제조방법 특허(제 10-1236251호)에 따라 제

조된 것을 사용하였다. 즉, 전처리한 통마늘을 55-90°C의 

범위에서 숙성 단계별로 온도 및 시간을 조절하면서 15

일 이상 숙성시켜 제조한 흑마늘에 10배의 물을 가하여 

추출농축기(Cosmos 660, Kyungseo Machine Co., Incheon, 

Korea)로 85-100°C에서 6시간 정도 추출한 다음 여과하

여 추출농축기(Kyungseo Machine Co.)에서 60 °brix로 농

축한 것을 사용하였다. 흑마늘 농축액은 정제 식음수를 

가해 각각의 실험 조건에 따라 농도를 조절하여 간장과 

혼합하였다.

2. 실험계획

흑마늘 추출액의 첨가 농도는 0.5-30 °brix, 흑마늘 추

출액의 첨가량은 0.1-10% 범위에서 실시한 예비실험 결

과에 기초하여 반응표면분석에 적합한 범위를 설정하였

다. 흑마늘의 첨가 농도 및 양의 최적화를 위하여 반응

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이

용하였으며, 주요 독립변수(Xi)로 고려되는 흑마늘 추출

액의 농도(X1, 9-26.7 °brix), 흑마늘 추출액의 첨가량(X2, 

1.6-9.5%)에 대한 실험범위를 설정하여 각각 5단계로 부

호화하였고, 12군으로 구분하였다(Table 2).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Yn)는 염도(Y1), 환원당(Y2),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Y3) 및 ABTS 라디칼 소거능(Y4)을 

측정하여 그 값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3. 총 질소 및 조단백질 함량 

총 질소 함량은 자동 단백질 분석장치(Kjelflex B440, 

K360, Buchi Labortechnik, AG, Flawil, Switzerland)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질소계수 5.71을 곱하여 조단백질 

함량을 계산하였다. 

4. 염도 측정 

시료의 염도는 시료 5 g을 칭량하여 증류수 50 mL에 

희석한 후 침출시킨 다음 여과지(No. 2, Advantec, Tokyo, 

Japan)로 여과하여 saltmeter(Atago ES-421, Atago Co., 

Tokyo, Japan)로 3회 반복 측정한 값에 희석 배수를 곱하

여 평균값으로 표시하였다.

5. 환원당의 정량

환원당의 함량은 dinitrosalicylic acid(DNS)법(Shin 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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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items Contents

Salt concentration (%)  17.50±0.10

Total nitrogen (%)   1.76±0.01

Crude protein (%)  11.03±0.07

Reducing sugar (g/mL)   6.00±0.02

Total polyphenol compounds (mg/100 mL) 363.99±9.08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33.27±0.39

All values are mean±SD (n=3).

Table 1. Quality characteristics of origin soy sauce for black 

garlic extract added samples

등 2011)에 따라 시료 5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여 진

탕 혼합한 다음 여과지로 여과한 여액을 20배 희석하여 

시료액으로 하였다. 희석액 2 mL와 DNS 시약 6 mL를 혼

합하여 100°C의 물에서 5분 동안 중탕한 것을 충분히 식

힌 후 분광광도계(Libra S35, Biochrome Ltd., Cambridge, 

England)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lucos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표준

물질로 하여 작성한 검량곡선으로부터 환원당 함량(g/100 

g)을 계산하였다.

6.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정량

시료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액은 시료 5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여 진탕 혼합

한 다음 여과지로 여과한 여액을 20배 희석하여 사용하

였다. Folin-Denis법(Ragazzi E & Veronese G 1973)에 따

라 시료액 1 mL에 Folin-Ciocalteau 시약(Sigma Co., St. 

Louis, MO, USA) 및 10% NaCO3 용액(Daejung, Siheung, 

Korea)을 각 1 mL씩 차례로 가한 다음 실온에서 1시간 

정치한 후 분광광도계(Biochrome Ltd.)를 이용하여 76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로부터 얻은 표준 검량선에 대

입하여 간장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을 산출하였다.

7.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ate)] 

라디칼 소거활성은 Re R 등(1999)의 방법에 따라 7 mM의 

ABTS 용액(Sigma Co., St. Louis, MO, USA)에 potassium 

persulfate(Sigma Co., St. Louis, MO, USA)를 2.4 mM이 

되도록 용해시킨 다음 암실에서 12-16시간 동안 반응시

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가 1.5가 되도록 증류수로 조정

한 ABTS 용액을 사용하였다. ABTS 용액 150 μL에 100

배 희석한 흑마늘 추출액 첨가 간장 시료 50 μL를 가하

여 실온에서 1분간 반응시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Biochrome Ltd.)하였다. 시료의 라디칼 소거활성은 

무첨가구에 대한 흡광도 비로부터 산출하여 %로 나타내

었다.

8.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였으며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SPSS Statistics(ver. 21, IBM Inc.,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치는 실험군당 평

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반응표면분석은 미니탭(Minitab Release 16.0,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을 사용하여 중심합성계획

(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상점이 안장점일 경우에는 SPSS Statistics를 이용하여 

능선분석(ridge analysis)을 통해 원래 설정된 실험영역보

다 좁아진 제한된 실험영역에서 원하는 최대값 및 최소

값을 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원료 간장의 성분

흑마늘 추출액이 첨가된 간장의 제조조건 설정을 위

한 반응표면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원료 간장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차 숙성된 생간장을 사

용하였는데, 염도는 17.50±0.10%였으며, 총질소 함량은 

1.76±0.01%로 간장의 기초 품질 조건에 적합하였으며 식

품공전(Korean Food Standards Codex 2015)에 고시된 총

질소 기준은 0.8% 이상으로 약 2배 정도였다. 환원당의 

함량은 6.00±0.02 g/mL,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100 mL당 383.99±9.08 mg이었고, ABTS 라디칼 소거활

성은 33.27±0.39%였다.

시판 간장의 염도는 16.3-21.1%의 범위였으며, 환원당 

함량은 0.127-1.944%의 범위라는 보고(Choi NS 등 2013)

가 있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간장도 이에 포함되는 범위

였다.

간장은 동맥경화 예방, 항고혈압 작용, 정장작용 및 치

아와 뼈를 견고하게 하는 기능성이 있는데, 특히 항산화 

활성은 α-토코페롤보다는 낮으나 간장에 함유된 퓨라논류인 

HEMG(4-hydroxy-2-ethyl-5-methyl-3(2H)-furanone), HDMF  

(4-hydroxyl-2,5-dimethyl-3(2H)-furanone), HMF(4-hydroxyl-  

5-methyl-3-(2H)-furanone)는 1% 비타민 C 용액보다 1.5배 

더 강한 항산화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Park GY 2010).

2. 흑마늘 첨가 간장의 총 질소 및 조단백 함량

간장의 총 질소는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간장의 

숙성과정 중에 미생물과 효소에 의해 콩에 존재하는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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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number
1)

Black garlic extract treatment 

conditions
Experimental items

Concentration 

( °brix) X1

Content

 (%) X2

Total 

nitrogen

(%)

Crude 

protein

(%)

Salt 

concentration

(%) Y1

Reducing 

sugar

(g/mL) Y2

Total polyphenol 

compounds

(mg/100 mL) Y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Y4

1 17.85(0)  5.55(0) 1.67±0.01
D

10.45±0.08
D

16.50±0.00
EF

6.50±0.00
C

404.57±0.71
BCD

34.58±0.22
DEF

2 17.85(0)  5.55(0) 1.64±0.01
BC

10.24±0.03
BC

16.43±0.06
E

6.50±0.01
C

403.88±5.85
BCD

34.58±0.94
DEF

3 17.85(0)  5.55(0) 1.65±0.01
C

10.29±0.05
C

16.47±0.06
EF

6.56±0.01
C

405.12±3.73
BCDE

35.80±0.46
FG

4 17.85(0)  5.55(0) 1.64±0.02
BC

10.24±0.10
BC

16.50±0.00
EF

6.56±0.00
C

410.05±10.12
DE

34.99±0.28
EF

5 26.7(1)  9.5(1) 1.62±0.01
B

10.11±0.07
B

16.10±0.10
C

7.71±0.02
F

391.67±8.67
AB

40.81±1.15
H

6 26.7(1)  1.6(-1) 1.73±0.00
EF

10.82±0.00
EF

16.23±0.06
D

6.55±0.03
C

433.65±3.09
F

33.90±1.02
CDE

7 9(-1)  1.6(-1) 1.71±0.01
E

10.68±0.08
E

17.07±0.06
H

6.30±0.09
B

415.82±7.25
DE

32.30±0.72
B

8 9(-1)  9.5(1) 1.58±0.00
A

 9.86±0.01
A

15.80±0.00
A

6.30±0.05
B

386.87±6.42
A

30.77±0.60
A

9 30.36(1.414)  5.55(0) 1.66±0.03
CD

10.37±0.16
CD

16.53±0.06
FG

7.40±0.02
E

419.52±8.08
E

36.70±0.88
G

10 5.34(-1.414)  5.55(0) 1.65±0.02
C

10.29±0.13
C

16.47±0.06
EF

5.68±0.06
A

374.69±7.54
ABC

33.15±0.29
BC

11 17.85(0) 10.06(1.414) 1.58±0.02
A

 9.88±0.11
A

15.97±0.06
B

7.06±0.03
D

409.23±9.26
CDE

35.03±0.54
EF

12 17.85(0)  1.04(-1.414) 1.74±0.01
F

10.84±0.07
F

16.63±0.06
G

6.27±0.03
B

445.17±13.59
F

33.72±0.42
CD

1) 
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s by central composite design.

All values are mean±SD (n=3) and A-H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Experimental data on total nitrogen, salt concentration, reducing sugar,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ABTS scavenging

radical activity of low slated soy sauce prepared with black garlic extract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analysis

성분이 분해되어 유리되면서 그 함량이 증가한다(Kwon 

OJ 등 2010).

중심합성 계획법에 따라 12종의 흑마늘 첨가 간장을 제

조하고, 흑마늘 추출액의 첨가로 인해 간장의 기초 품질

인자인 총 질소와 조단백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흑마늘 첨가 간장의 총질소와 조단백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질소의 함량은 1.58-1.74%의 

범위였고, 조단백 함량은 9.86-10.84%의 범위였다. 9 

°brix의 흑마늘 추출액을 9.5% 첨가하였을 때와 17.85 

°brix의 흑마늘 추출액을 10.06% 첨가하였을 경우에 다른 

시료군에 비해 총질소와 조단백 함량이 가장 낮았으나 

첨가량이 각각 1.6%와 1.04%로 낮을 경우의 총질소와 조

단백의 함량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흑마늘 추

출액을 첨가하여 제조한 간장의 총질소와 조단백 함량은 

흑마늘 추출액을 고농도로 소량 첨가하는 것 보다는 저

농도로 다량 첨가할 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흑마늘 추출액이 첨가됨으로써 간장을 희석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질소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더덕, 곰취, 컴프리를 동량

으로 혼합하여 양조간장을 제조한 간장의 총질소 함량

은 숙성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며, 숙성이 완료된 간

장의 총질소 함량은 1.64-1.67%의 범위로 산채류를 첨가

하지 않은 군(1.53%)에 비해 더 높았다는 보고(Kang IJ 

등 1999)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첨가되는 부재

료가 간장의 총질소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염도

중심합성계획에 따라 반응표면 분석법으로 흑마늘 추

출액이 첨가된 간장의 제조 조건 최적화를 위하여 12단

계로 구분한 조건별 간장의 염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염도는 15.80-17.07%의 범위였는데, 9 °brix의 

흑마늘 추출액을 9.5% 첨가하였을 때 가장 낮았고, 9 

°brix의 흑마늘 추출액을 1.6% 첨가하였을 때 가장 높아 

간장 제조 시 흑마늘 추출액의 첨가농도보다는 첨가량

이 간장의 염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염도에 대한 반응표면 분석 결과(Fig. 1) 결정계수는 

90.06%로 매우 높으며(Table 3), 정상점(stationary point)

은 최고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닌 안장점(saddle point)

을 가지므로 실험영역을 좁혀서 능선분석(ridge analysis)

을 통해 염도의 최소값을 갖는 실험조건을 찾았더니 흑

마늘 추출액의 농도는 낮게, 첨가량을 높게 하였을 때 최

소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농도와 첨가량에 대한 코

드변수는 각각 -0.343229과 0.939252이며, 이들의 실제 

값은 각각 14.84 °brix와 9.26%이고, 이 때 염도의 최소값

은 16.03%였다(Table 4).

Kim HS 등(2013)은 황기와 버섯을 첨가한 간장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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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ponse surface plot for salt concentration of soy sauce prepared with black garlic extract (BE). 

Response Polynomial equations R
2

F-value

Salt concentration Y=16.4750-0.0549X1-0.2929X2-0.0125 X1×X1-0.1125X2×X2-0.2833X1×X2 90.06  54.35

Reducing sugar Y=6.52850+0.50942X1+0.28484X2+0.03358 X1×X1+0.09608X2×X2+0.28867X1×X2 96.40 160.55

Total phenol contents Y=405.905+7.218X1-15.218X2-1.937X1×X1+8.111X2×X2-3.258X1×X2 78.29  51.64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Y=34.9883+2.0849X1+0.9059X2-0.0823X1×X1-0.3588X2×X2+2.1095X1×X2 83.37  30.08

X1: concentration (°brix) of black garlic extract; X2: content (%) of black garlic extract.

Table 3.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SM program of soy sauce prepared with black garlic extract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analysis

도는 17.09-18.02%로 시판 간장(19.81-30.78%)에 비해 낮

아 고혈압, 심장질환 및 신장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원료 간장의 

염도는 17.50%였는데 흑마늘 추출액을 첨가함으로써 

15.80-17.07% 범위로 염도를 낮출 수 있어 흑마늘 추출액 

첨가 간장은 고식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감소시키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환원당의 함량

흑마늘 추출액이 첨가된 간장의 제조조건 최적화를 위

하여 반응표면 분석을 실시한 결과(Fig. 2), 환원당에 대

한 결정계수는 96.40%로 매우 높았다(Table 3). 12단계로 

구분한 조건 하에서 환원당의 함량은 5.68-7.71 g/mL의 

범위였는데,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를 5.34 °brix로 하고 

첨가량을 5.55%로 하였을 때 최소값을 가지며,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와 첨가량을 각각 26.7 °brix와 9.5%로 하

였을 때 최대값을 가졌다(Table 2).

반응표면 분석 결과(Fig. 2), 정상점은 최고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닌 안부점을 가지므로 변수의 원점을 중심으

로 적당한 반경에 있는 반응표면 값들을 검사하여 찾고

자 하는 최적의 반응값을 계산하기 위해 능선분석을 실

시한 결과 농도와 첨가량을 높게 하였을 때 최대값을 얻

을 수 있었다. 이 때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와 첨가량에 

대한 코드변수는 각각 0.76 °brix와 0.64%였으며, 이들의 

실제 변수는 각각 24.58 °brix와 8.08%이고 이 때의 환원

당은 최대값 7.30 g/mL를 가진다(Table 4).

간장의 숙성 중에 메주로부터 유입된 미생물이 생성한 

amylase에 의해 메주의 전분질이 분해되면 환원당의 함

량이 증가하는데, 천마를 첨가한 간장의 환원당 함량이 

무첨가 시료에 비해 1.5배 정도 더 증가하는 것은 첨가된 

천마에 함유된 당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Kwon HJ 등 2014) 본 연구의 흑마늘 추출액 첨가 간

장의 환원당 함량 또한 첨가한 흑마늘 추출액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마늘 추출액 중의 환원당 함량

은 41.79±1.37 mg/g이던 것이 흑마늘에서는 282.49±11.59 

mg/g으로 약 6.8배 더 증가하는데 이는 흑마늘의 숙성에 

따른 물성·성분들의 구조 변화와 수분감소에 따른 상대적

인 농축의 결과라고 보고되어 있다(Jung IC & Sohn HY 

2014). 

5.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있는 2차 

대사산물로 항산화 활성과 항암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물

질이며(Ferreres F 등 2009), 여러 가지 식품에 널리 분포

되어 있어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널

리 알려져 있다(Chung BH 등 2010). 흑마늘 간장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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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ponse surface plot for reducing sugar of soy sauce prepared with black garlic extract (BE). 

Experimental items Predicted values
Black garlic extract treatment conditions

Concentration (°brix) Content (%)

Salt concentration (%) Saddle point 16.03 14.84 9.26

Reducing sugar (g/mL) Saddle point 7.30 24.58 8.08

Total polyphenol compounds (mg/100 g) Saddle point 430.74 20.33 1.80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Saddle point 38.04 25.02 7.80

1) 
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s by central composite design.

All values are mean±SD (n=3) and A-H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Predicted conditions and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soy sauce prepared with black garlic extract by ridge analysis

시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최대화되는 제조조건 

설정을 위한 흑마늘 추출액의 첨가농도와 첨가량을 설정

하기 위해 반응표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5.34 °brix의 흑마늘 추출액을 5.55%첨가하였을 때 최

소값인 374.69±7.54 mg/100 mL를 가지며 흑마늘 추출액

의 첨가농도와 첨가량이 각각 17.85 °brix, 1.04%일 때는 

최고값인 445.17±13.59 mg/100 mL이었다.

반응표면 분석 결과(Fig. 3), 간장 중의 총 폴리페놀 화

합물 함량은 흑마늘의 첨가농도 보다는 첨가량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첨가량이 낮을수록 폴리페놀 화합물의 반

응 값은 더 증가하였다. 이 때 얻어진 결정계수는 78.39%

였고, 반응식은 Table 3과 같다. 실험된 범위 내에서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최고가 되는 조건을 찾았을 

때 정상점은 안부점을 가지므로 능선분석(ridge analysis)

을 실시한 결과보다 작아진 실험영역에서 농도의 최소값

은 20.33 °brix, 첨가량의 최대값은 1.80%로 하였을 때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최대값 430.74 mg/100 mL를 얻을 수 

있었다.

시판 흑마늘 추출액 4종의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0.95±0.03-4.32±0.01 mg/mL의 범위(Jeon SY 등 2012)이

며, 생마늘의 폴리페놀 화합물에 비해 흑마늘에서는 약 

2.6배 더 높아 1.56±0.09 mg/100 g이 검출되었다고 보고

되어 있다(Choi DJ 등 2008). 한편 120일간 발효시킨 간

장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13.5±0.59-16.6±0.45 mg 

GAE/mL이었는데, 원료 콩이 발효되면서 tocopherol, iso-  

flavones 및 phenolic acids 등의 페놀성 화합물 용출이 증

가하여 숙성 초기에 비해 그 함량이 증가한다(Park SY 

등 2015). 본 연구에서 흑마늘 추출물을 첨가함으로써 원

료 간장에 비해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이 더 증가하였

는데, 이는 흑마늘 추출물 중의 폴리페놀 화합물이 더해

졌기 때문이며, 흑마늘 추출물은 혈중 지질농도 개선, 항

산화, 항염증 등의 생리활성을 가지므로(Yak HM 등 

2014) 간장에 기능성을 부여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된다. 

6. ABTS 라디칼 소거활성

흑마늘 추출물이 첨가된 간장을 제조함에 있어 적정 

첨가농도와 양을 설정하고자 반응표면분석을 실시한 결

과 항산화활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ABTS 라디칼 소거활

성은 30.77±0.60-40.81±1.15%의 범위였으며, 실험된 12구

간의 시료 중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가 26.7 °brix이고, 첨

가량이 9.5%일 때 그 활성이 가장 높았다(Table 2).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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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ponse surface plot for total polyphenol compound contents of soy sauce prepared with black garlic extract (BE). 

Fig. 4. Response surface plot for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oy sauce prepared with black garlic extract (BE). 

분석을 실시한 결과(Fig. 4)보다 작아진 실험영역에서 흑

마늘 추출액의 농도와 첨가량을 모두 증가시킴으로써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최대화 되는 값을 얻을 수 있

었다. 이 때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는 25.02 °brix이며, 첨

가량은 7.80%였고,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38.04%였다.

전통간장은 숙성 중에 생성된 갈변물질과 원재료로부

터 유래하는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양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물질과 항산화 활성과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갈변물질이 간장에 존재하지만 항

산화활성과의 상관성은 낮으며,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

량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다는 Park SY 등(2015)의 보

고가 있다. Moon GS & Cheigh HS(1990)는 양조간장을 

갈변도에 따라 분획하여 항산화활성을 비교한 결과 갈변

도와 활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고, 갈변도가 낮은 

저분자의 멜라노이딘도 강한 환원력을 가지는데 이는 

OH기, 아민기 등의 기능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미루어 볼 때 간장의 항산화

활성에는 페놀성 화합물이 기여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Ⅳ. 요약 및 결론

흑마늘 추출액이 첨가된 간장의 제조조건을 최적화 하

고자 중심합성계획에 따라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X1)와 

흑마늘 추출액의 첨가량(X2)을 독립변수로 하고, 염도

(Y1), 환원당(Y2),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Y3) 및 ABTS 라

디칼 소거능(Y4)을 종속변수로 하여 반응표면분석을 실시

하였다. 몽고식품에서 제조한 생간장을 시료로 하여 중심

합성계획에 따라 총 12종의 시료를 제조하였으며, 생간장의 

염도는 17.50%, 총질소는 1.76%, 환원당은 6 g/mL이었다. 

흑마늘 추출물이 첨가된 간장의 총질소는 1.58-1.74%의 범

위였으며, 조단백질의 함량은 9.86-10.84%의 범위였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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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표면 분석을 통하여 염도는 최소화되고, 환원당, 총페

놀화합물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최대화되는 값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는 모두 원래 설정된 실험영

역에서는 안부점을 가지므로 실험영역을 좁혀서 능선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염도는 흑마늘 추출액의 농

도가 14.84 °brix, 첨가량이 9.26%일 때 16.03%로 최소

값을 가지며, 환원당은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가 24.58 

°brix일 때 최대값이 7.30%이며,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

과 ABTS 라디칼 소거활성도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가 각

각 20.33과 25.02 °brix로 높을 때 최고값을 나타내어 간

장 제조 시 흑마늘 추출액의 첨가는 염도에는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당, 페놀화합물 및 항산화활성의 향상

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표면 분석 결과를 중

심으로 염도는 낮아지고, 관능 및 기능성이 향상된 흑마

늘 간장의 제조를 위해서 흑마늘 추출액은 15-25 °brix 

농도로 조정하여 7.8-9.3% 범위로 첨가하는 것이 적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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