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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Physicochemical and microbiological qualities were investigated to compar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with 

commercial soy sauce (Ganjang). Methods: Nineteen traditional products were collected from six provinces and three commercial 

products were purchased in domestic markets. The proximate composition, inorganic substance contents, viable bacteria, and 

chromaticity of the soy sauces were measured. Results: Although concentrations of crude fat and protei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raditional and commercial Ganjang, the moisture concentration of commercial soy sauc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raditional Ganjang (p<0.05). However, the amount of ash in commercial soy sauc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raditional Ganjang 

(p<0.05). Total nitrogen concentrations of traditional and commercial Ganjang were 0.50-1.59% and 0.86-1.26%, respectively. 

Concentrations of Na, Mg, K, Ca, Li, B, Fe, and Sr in traditional Ganjan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mmercial products 

(p<0.05). The number of total bacteria in traditional and commercial Ganjang were 3.3×10
1
-6.4×10

7
 CFU/mL and 5.5×10

1
-2.0×10

3
 

CFU/mL, respectively. Bacillus cereus were below 10,000 CFU/mL in all samples, and Staphylococcus aureus was not detected. Fungi 

was not detected in 13 samples of traditional Ganjang and the three samples of commercial soy sauce. Although lightness, redness, and 

yellownes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anjang, G10 was had the highest values (p<0.05). Conclusion: This research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nd commercial Ga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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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장(soy sauce, Ganjang)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중 

하나로 콩을 주원료로 제조된 조미 식품이다(Park HR 등 

2012). 예로부터 간장은 과거 육류자원이 풍부하지 못하

였을 때 곡류 섭취로 부족하기 쉬운 필수 아미노산 및 지

방산의 공급원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한국인의 식생활

에 깊게 자리매김하여 짠맛을 제공하는 조미료로 사용되

고 있다(Choi SY 등 2006). 또한 짠맛 외에도 발효과정을 

통해 다양한 아미노산과 유리당, 유기산이 생성되어 구수

한 맛, 단맛, 신맛 등을 제공한다(Choi KS 등 2000).

간장은 제조방법에 따라 재래식 간장과 개량식 간장으

로 구분된다. 재래식 간장은 대두를 이용하여 메주를 만

들어 자연 발효시킨 후 염수에 담금하고 숙성·발효시켜 

덧의 건더기와 여액을 분리하여 그 여액을 가공한 것으

로 재래 한식간장, 재래식 조선간장 또는 재래식 국간장

으로 불린다(Kim DH 등 2001, Park HR 등 2012). 개량

식 간장은 개량식 메주를 이용하여 발효·숙성시켜 그 여

액을 가공한 개량 한식간장(개량식 국간장)과 대두, 탈지

대두 또는 곡류 등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여 염수 등에 섞

어 발효·숙성시켜 그 여액을 가공한 양조간장으로 분류된

다(Kim ND 2007, Kim DH 등 2001,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3). 

재래식 간장은 제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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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식 간장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Kim YA & Kim HS 

1996, Oh GS 등 2003, Kim JG 2004), 소비자들의 웰빙, 

슬로푸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에서

도 개량 한식간장을 제조하여 우리 고유의 음식 맛을 살

리고자 하는 추세이다(Choi NS 등 2013).

간장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는 원료의 종류(Lee JG 

등 2009, Kown  등 2010, Kang HJ 등 2011), 숙성 기간

(Kim JG 2004), 숙성 용기(Park S 등 2015)에 따른 차이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전통 재래식 간장

의 경우 사용 원료 및 발효 방법 등에 의해 다양한 맛과 

향을 가져 지역적으로 품질 차이가 크지만 재래식 간장

과 시판 개량식 간장과의 품질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는 

경인지역의 재래식 간장과 시판 개량식 간장의 이화학적 

특성 연구(Kim YA 등 1996), 시판 개량식 간장과 서울 

지역 재래식 간장의 일반성분 및 아미노산 성분 연구(Ko 

YS & Chun MJ 1986), 경기 지역에서 제조된 재래식 간

장과 시판 개량식 간장 의 이화학 및 관능적 특성 비교 

연구(Choi NS 등 2013) 등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

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래식 간장과 개량

식 간장의 품질특성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6개

의 도에서 수집한 지역별 재래식 간장과 시판 개량식 간

장의 일반성분, 무기성분 및 미생물학적 품질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전통 재래식 간장과 시판 개량식 간장의 차이점 및 생

산지역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강원도

(G1-G3), 경기도(G4-G6), 충청도(G7, G8), 경상도(G9-G11), 

전라도(G12-G16), 제주도(G17-G19) 등 6개 도에서 전통

식품인증업체유무, 간장제조방식,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19종의 전통 재래식 간장을 

수집하였다. 이와 함께 재래식과 개량식 간장의 차이점을 

분석할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시판 개량식 간

장 중 3개의 주요 업체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간장을 선

정하여 3종(G20-G22)의 간장을 구입하였다. 구입한 22종

의 시료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분석 전

까지 4°C의 냉암소에 보관하였다.

2. 일반성분 분석

간장의 기본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분, 지방, 단백질, 회

분, 탄수화물 및 총 질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현행식품공전(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3)

의 일반시험방법에 따라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

질은 Kjeldahl 법(질소계수 6.25), 조지방은 chloroform-  

methanol 추출법, 회분은 직접 회화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총 탄수화물은 식품공전상의 차감 탄수화물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염도 측정은 시료 10 g에 증류수 90 mL

를 가해 잘 교반한 다음 Mohr법(Chae SK 등 2000)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분석은 3번씩 반복 측정하였다.

3. 무기성분 분석

전처리 및 분석과정에 이용된 증류수는 18.2 MΩ 이상의 

초순수를 사용하였으며 질산(HNO3)은 반도체급(Dongwoo 

Fine-Chem, Pyeongtaek, Korea)을 사용하였다. 간장의 무기성

분은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77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Inc.,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천일염(Shinan, Korea)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였다. 천일염 스

톡에 1% HNO3(Dongwoo Fine-Chem)를 첨가해 500배와 

1,000,000배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측정된 

32종의 무기성분을 분석하였다. 분석용 시료는 5 g의 간

장을 50 g의 탈이온수에 용해시킨 후 1500 rpm으로 15

분간 원심분리(Avanti JE Centrifuge, Beckman Coulter, 

Fullerton, CA, USA)하여 상등액을 사용하였다. 각 무기

물의 표준용액은 Table 2와 같이 제조하였으며 시료 분석 

전에 정량한 농도를 기준으로 시료의 무기 원소의 양을 

측정하였다.

4. 미생물학적 품질평가

간장의 미생물학적 품질평가를 위해 일반 세균, 곰팡이 

및 식중독관련 미생물의 오염도를 분석하였다. 간장 1 mL

를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10진 희석법에 의해 10단

계로 희석하여 총균수, Bacillus cereus 및 Staphylococcus 

aureus 곰팡이의 선택배지에 접종, 배양하여 미생물 분석

을 실시하였다. 총균수는 plate count agar(PCA)를 사용하

고, S. aureus는 Baird-Parker agar(BPA)를 사용하여 37°C, 

24시간 배양하였다. B. cereus는 mannitol-egg yolk polymyxin 

agar(MYP)를 사용하여 30°C, 48시간 배양하고 곰팡이는 

chloramphenicol을 첨가한 potato dextrose agar(PDA)를 사

용하여 25°C, 3-5일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형성된 colony 수

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최종 균수를 산출하였다. B. cereus

와 S. aureus는 VITEK
®
 MS(Biomérieu industry, Hazelwood, 

MO, USA)를 사용해 생화학 시험을 실시하여 확인시험을 

하였다.

5. 색도 측정

간장의 색도는 색차계(CR-3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L값(명도), a값(적색도), b값(황색도)을 

측정하였다. 이 때 사용된 표준백판은 L=97.14, a=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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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roduced area Ingredient and content

G1

Gangwon

Meju 43% (soybean, Korea), salt water 57%

G2 Meju 98% (small black soybean), salt 2%

G3 Meju 64%, solar salt, purified water

G4

Gyeonggi

Meju 15% (soybean, Korea), salt 9%, purified water 76%

G5 Soybean 80% (Korea), salt 13% (Korea), purified water 

G6 Purified water 53%, Korea style Meju 34% (soybean, Korea), solar salt (Korea)

G7
Chungcheong

Meju 85% (soybean, Korea), purified water 10%, solar salt 5%

G8 Meju 75% (soybean, Korea), solar salt 25%

G9

Gyeongsang

Soybean 30% (Korea), refined salt 20%, purified water 50%

G10 Korea style Meju 34% (soybean, Korea), refined salt 11% (Korea), purified water 55%

G11 Soybean 85% (Korea), solar salt

G12

Jeolla

Meju 32% (soybean, Korea), salt water (salt, Korea)

G13 Meju 89% (soybean, Korea), salt water 11%

G14 Soybean 36% (Korea), solar salt 12% (Korea), purified water 52%

G15 Soybean 28% (Korea), solar salt, purified water

G16 Meju 90% (soybean, Korea), solar salt 10% (Korea)

G17

Jeju

Korea style Meju 44.8%, purified water, solar salt

G18 Soybean 18.5% (Jeju, Korea), refined salt (solar salt), Jeju volcanic bedrock water 

G19 Soybean 22.5% (Jeju, Korea), solar salt 12.5% (Korea), water 65% (Jeju)

G20

Commercial 

product

Meju (soy bean, refined salt, Koji), solar salt (Australia), ethyl alcohol, yeast extract, kelp extract, garlic 

concentrate, flavour enhancer, nutrient fortification

G21

Refined water, defatted soybean (India), wheat (USA), solar salt (Australia), three year-old solar salt 

(Korea), high fructose corn syrup, ethyl alcohol, Koji, enzymatically modified stevia glucosyl stevia, yeast 

extract, licorice extract

G22
Defatted soybean (India), wheat (USA), refined salt (Korea), high fructose corn syrup, ethyl alcohol, yeast 

extract, licorice extract, Koji

Table 1. Ganjang sample information

Standard solution (µg/L)

Na, 

Mg, K

Li, Be, B, Al, K, Sc, Ti, V, Cr, Mn, Fe, 

Co, Ni, Cu, Zn, Ga, Ge, As, Sr, Y, Zr, 

Nb, Mo, Ag, Cd, Sn, Sb, Ba, Tl, U

STD
1)

 0 0 0

STD 1 1 1

STD 2 5 5

STD 3 10 25

STD 4 50 50

STD 5 100 100

STD 6 500 200

STD 7 1000 -

1) 
Standard.

Table 2. Standard solution for inorganic substance analysisb=1.90으로 표준화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6.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AS(ver. 9.0,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측정항목에 대한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다. 간장 시료간의 평균간 유의성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를 이용하여 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분석

간장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분 함

량은 재래식 간장이 68.73%, 개량식 간장이 73.33%로 유

의적으로 개량식 간장이 높게 나타났다(p<0.05). 지역별 

재래식 간장의 수분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다른 도에서 

제조된 간장에 비해 경상도에서 제조된 간장의 경우 



48 김슬기 ․ 박선영 ․ 홍상필 ․ 임상동 Korean J Food Cook Sci

2017; 33(1):45-53 http://www.ekfcs.org

Sample
1) Calorie

(kcal/100 g)

Moisture Crude fat Crude protein Ash Carbohydrate Total 

nitrogen

(%, w/v)

Salt content

(%)
(%, g/100 g)

G1 48 63.63±0.01
n

0.10±0.00
hi

8.19±0.05
d

24.58±0.06
cd

3.50 1.31 29.89±0.06
a

G2 23 68.96±0.01
j

0.07±0.00
j

3.86±0.02
m

25.40±0.06
a

1.71 0.62 26.03±0.29
e

G3 55 63.07±0.04
o

0.18±0.00
b

9.02±0.10
b

23.41±0.08
g

4.32 1.44 27.50±0.00
b

G4 67 60.55±0.08
p

0.67±0.01
a

9.92±0.07
a

23.45±0.06
g

5.41 1.59 27.79±0.29
b

G5 30 68.67±0.01
jk

0.11±0.00
ef

4.47±0.05
l

23.89±0.10
ef

2.86 0.72 26.85±0.06
c

G6 34 66.64±0.03
l

0.11±0.00
fg

5.94±0.01
i

24.97±0.03
b

2.34 0.95 26.79±0.12
cd

G7 34 67.00±0.07
l

0.07±0.00
jk

6.15±0.06
h

24.49±0.00
d

2.29 0.98 27.96±0.12
b

G8 22 70.88±0.04
h

0.04±0.00
m

3.56±0.00
n

23.70±0.03
f

1.82 0.57 27.90±0.18
b

G9 37 72.46±0.05
e

0.07±0.01
k

5.70±0.27
j

18.36±0.04
m

3.41 0.91 23.22±0.18
h

G10 38 74.40±0.06
c

0.09±0.00
i

7.87±0.07
e

16.13±0.00
n

1.51 1.26 18.49±0.23
k

G11 34 75.28±0.08
b

0.05±0.00
l

6.35±0.01
g

16.25±0.02
n

2.07 1.02 29.57±0.29
a

G12 25 74.01±0.02
d

0.05±0.00
l

3.72±0.04
mn

19.90±0.00
k

2.32 0.6 22.52±0.29
i

G13 52 65.39±0.06
m

0.12±0.00
de

8.79±0.06
c

21.76±0.17
i

3.94 1.41 25.45±0.06
f

G14 40 70.71±0.51
hi

0.17±0.00
c

7.45±0.00
f

19.58±0.04
l

2.09 1.19 17.78±0.12
l

G15 47 66.76±0.05
l

0.10±0.00
hi

8.09±0.09
d

21.52±0.05
j

3.53 1.29 17.67±0.12
l

G16 35 68.54±0.03
k

0.11±0.01
ef

5.43±0.02
k

22.76±0.07
h

3.16 0.87 26.33±0.00
de

G17 33 72.10±0.19
f

0.06±0.01
l

5.54±0.05
jk

19.77±0.08
kl

2.53 0.89 23.46±0.06
h

G18 40 65.43±0.34
m

0.10±0.01
hi

5.55±0.01
jk

24.80±0.06
bc

4.12 0.89 26.21±0.12
e

G19 18 71.50±0.32
g

0.05±0.00
l

3.14±0.08
o

23.96±0.03
e

1.35 0.50 21.99±0.18
n

G20 34 71.59±0.03
g

0.10±0.00
ghi

5.39±0.09
k

19.98±0.03
k

2.94 0.86 16.91±0.06
m

G21 65 70.42±0.24
i

0.12±0.00
d

7.85±0.01
e

13.55±0.33
o

8.06 1.26 23.99±0.00
g

G22 47 77.97±0.23
a

0.1±0.00
gh

6.01±0.04
hi

10.31±0.22
p

5.61 0.96 21.00±0.06
j

Traditional product 38±12 68.73±4.00
*

0.12±0.13 6.26±1.96 21.51±2.83
*

2.96±1.06 1.02±0.31 24.39±4.64

Commercial product 49±13 73.33±3.32
A

0.11±0.01 6.42±1.05 14.62±4.02
B

5.54±2.09
*A

1.00±0.17 20.63±2.90

Gangwon 42±14 65.22±2.65
B

0.12±0.05 7.02±2.26 24.46±0.82
A

3.18±1.09
AB

1.12±0.36 27.81±1.59

Gyeonggi 44±17 65.29±3.45
B

0.30±0.26 6.78±2.30 24.10±0.64
A

3.54±1.34
AB

1.09±0.37 27.14±0.46

Chungcheong 28±60 68.94±1.94
AB

0.06±0.02 4.86±1.30 24.10±0.40
A

2.06±0.23
B

0.78±0.21 27.93±0.03

Gyeongsang 36±20 74.05±1.18
A

0.07±0.02 6.64±0.91 16.91±1.02
B

2.33±0.80
B

1.06±0.15 23.76±4.54

Jeolla 40±90 69.08±3.04
AB

0.11±0.04 6.70±1.86 21.10±1.19
A

3.01±0.70
B

1.07±0.30 21.95±3.67

Jeju 30±90 69.68±3.01
AB

0.07±0.02 4.74±1.13 22.84±2.20
A

2.67±1.13
B

0.76±0.18 20.55±6.16

Means±SD. 
1) 

G1-G3: Gangwon; G4-G6: Gyeonggi; G7, G8: Chungcheong; G9-G11: Gyeongsang; G12-G16: Jeolla; G17-G19: Jeju; G20-G22: 

commercial Ganjang.
a-h 

Mean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Mean values between traditional and commercial Ganjan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B 
Mean values between provinces and commercial Ganjan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s and salt content of traditional and commercial Ganjang

74.05%로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개량식 간장과 비슷

한 수준이었다(p<0.05). 그러나 재래식 간장 시료간 차이

가 많이 났는데 이는 수분 함량의 경우 간장의 주재료가 

메주, 소금, 물로서, 재료의 배합 비율과 숙성기간 중의 

수분 증발량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Choi NS 등 2013). 간장 시료의 지방 및 단백질 함량

은 제조 방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료간의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는 지역에 따른 발효 조건, 발효 시키는 방법 등의 차이

에 의해 작용하는 미생물과 그 분해산물이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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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어 있다(Kim YA 등 1996).

회분 함량은 재래식 간장이 21.51 g/100 g, 개량식 간

장이 14.62 g/100 g으로 재래식 간장의 회분 함량이 유의

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p<0.05). 재래식 간장 제조에 사

용되는 천일염은 높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

어있기 때문에(Jin YX 등 2011), 이를 사용한 재래식 간

장의 회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지역별 재

래식  간장의 회분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경상도에서 제

조된 간장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높은 수분 함

량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총 탄수화물의 경우 개량식 

간장이 5.54 g/100 g, 재래식 간장이 2.96 g/100 g으로 개

량식 간장이 재래식 간장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G21, G22의 시료에서 높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재래식 간장의 경우 메주, 소금, 물로만 제조되고 

개량식 간장의 경우 탈지대두 및 밀가루 등이 첨가되

어 유의적으로 높게 탄수화물의 양이 측정된 것으로 사

료된다.

간장에 용해되어 있는 총 질소는 간장의 숙성과정 중 

효소 및 미생물에 의해 콩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성분이 

분해되어 유리되면서 증가되며(Kim JK & Kim CS 1980), 

간장의 품질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Woo KL 등 2003). 수

집한 간장의 총 질소 함량은 재래식 간장(G1-G19)이 0.50-  

1.59%, 개량식 간장(G20-G22)이 0.86-1.26%의 범위로 측

정되었다(Table 3). 식품공전상 간장의 총 질소 기준은 개

량식 간장이 0.7%, 재래식 간장이 0.8%이며, 한국산업규

격에서는 간장 등급을 총 질소 수치가 1.5% 이상이면 특

급, 1.3% 이상을 고급, 1.0% 이상을 표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량식 간장의 경우 식품공전상 기준을 모두 충족

하였으며, G20은 1.26%로 표준으로 분류되었다. 재래식 

간장의 경우 19개 시료 중 4개 간장(G2, G8, G12, G19)

이 식품공전상의 총 질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G10, G11, G15, G16 간장은 표준으로, G1, G3, G13 간장

은 고급으로 G4 간장은 특급으로 분류되었다. 전반적으

로 수집된 간장 간의 질소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

는데, 메주 및 간장의 제조과정 중 대두단백질 분해 정도,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생육 및 효소 생성조건, 보관

조건, 숙성기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간장의 염도는 재래식 간장이 17.67-29.89%, 개량식 

간장이 16.91-23.99%의 범위로 측정되어 개량식 간장에 

비해 재래식 간장이 전반적으로 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지역별 재래식 간장 사이에서도 유의적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Lee KS 등(2006)에 의하면 발효기간 

동안 염분 함량의 변화는 수분 손실량과 유사하여 간장

의 염도는 수분의 증발량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였

다. 이로 인하여 각 간장 시료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사

료된다.

2. 무기원소 분석

정제염과는 달리 천일염에는 해수 및 갯벌에서 유입된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천일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전통 재래식 간장에는 나트륨 외에 다양한 종

류의 무기원소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실험에서는 

천일염에 존재하는 32종의 무기물의 양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32종의 무기물 중 9 Be[He], 

45 Sc[He], 71 Ga[He], 72 Ge[He], 75 As[No gas], 90 Zr[He], 

93 Nb[He], 107 Ag[No gas], 111 Cd[No gas], 118 Sn[No 

gas], 121 Sb[He], 205 Ti[He], 238 U[He]은 검출 한계 미

만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간장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

는 무기원소는 나트륨(Na), 마그네슘(Mg), 칼륨(K), 칼슘

(Ca) 순이었다. 재래식 간장과 개량식 간장의 무기원소의 

양을 비교하였을 때, Na, Mg, K, Ca, 리튬 (Li), 붕소(B), 

철(Fe) 및 스트론튬(Sr)은 개량식 간장 보다 재래식 간장

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p<0.05). 재래식 간장

의 주원료인 천일염은 정제염에 비해 다양한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는 해수를 이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NaCl 

외에도 K, Mg, Ca 등 다양한 미량원소들을 함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a JO & Park KY 1998), 정제

염과 달리 발효식품의 품질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

려져 있다(Kim SH 등 2000). 본 연구에서도 재래식 간장

의 Na, Mg, K, Ca 함량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시

판 개량식 간장 중에서도 천일염을 사용한 G20의 경우 

Na, K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K, Ca 및 Mg

은 혈압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대사 작용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Itokawa Y 등 1974), 또한 

체내 대사 작용에 중요한 역할은 하는 Fe의 경우 개량식 

간장은 0.1 μg/g, 재래식 간장은 12.5 μg/g을 함유하고 있

어 재래식 간장이 개량식 간장에 비해 기능성이 높을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높은 Fe의 함량은 간장의 향과 색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Ham SS 등 2008). 

Yoo HY 등(1979)에 의하면 재래식 간장의 Fe 함유량은 

간장 제조 후 3-4개월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그 후에는 천

천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알루미늄(Al), 

망간(Mn), 코발트(Co), 구리(Cu), 아연(Zn), 몰리브덴(Mo)

은 개량식 간장에 비해 재래식 간장에서 유의적으로 낮

게 측정되었다(p<0.05). 이는 간장 제조시 이용되는 원료

로부터의 차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 재래식 간장의 

무기물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경상도에서 제조된 간장의 

경우 Na, Mg, Li, Sr의 함량이 다른 지역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충청도에서 제조된 간장의 경우 B, 제주에서 제

조된 간장의 경우 Cu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재래식 간장의 무기 성분의 경우 소금, 콩 및 부재료 등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am SS 등 2008), 

이로 인해 지역별 무기 성분 함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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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

Total bacteria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
Fungi

G1 1.2±0.2×10
7

7.0±0.1×10
3 2)

ND
2)

ND

G2 8.9±0.2×10
5

5.1±0.7×10
1

ND ND

G3 1.4±0.6×10
4

ND ND ND

G4 9.8±0.6×10
5

5.0±0.1×10
1

ND 3×10
2

G5 8.1±0.8×10
6

9.5±0.2×10
2

ND ND

G6 5.3±0.9×10
6

4.0±0.4×10
3

ND ND

G7 2.2±0.5×10
5

1.0±0.0×10
1

ND ND

G8 3.8±0.5×10
6

8.0±0.1×10
1

ND ND

G9 4.9±0.6×10
5

8.0±0.3×10
1

ND ND

G10 1.5±0.4×10
4

6.5±0.5×10
1

ND 1×10
2

G11 1.8±0.5×10
6

1.5±0.7×10
1 ND 1×10

2

G12 6.4±0.4×10
5

ND ND2.5±0.7×10
1

G13 3.2±0.8×10
7

7.5±0.4×10
1

ND ND

G14 1.1±0.4×10
5

3.5±0.7×10
1

ND 1×10
2

G15 1.2±0.5×10
7

5.0±0.1×10
1

ND ND

G16 1.5±0.4×10
7

1.5±0.7×10
2

ND ND

G17 4.3±0.1×10
5

1.0±0.0×10
1

ND ND

G18 3.3±0.7×10
1

ND ND 1×10
2

G19 1.0±0.1×10
4

ND ND 2×10
2

G20 2.6±0.4×10
2

ND ND ND

G21 2.0±0.1×10
3

1.0±0.0×10
1

ND ND

G22 5.5±0.9×10
1

1.0±0.0×10
1

ND ND

Mean±SD. 
1) 

G1-G19: traditional Ganjang; G20-G22: commercial Ganjang.
2) 

Not detected.

Table 5. Microbial assay of traditional and commercial 

Ganjang (CFU/mL)

Sample
1)

L-value a-value b-value

G1 34.02±0.12
bcd

11.09±0.02
jk

-3.35±0.05
defg

G2 33.82±0.24
cd

11.45±0.01
ijk

-3.41±0.04
defgh

G3 33.60±0.09
de

11.21±0.05
jk

-3.53±0.03
efghi

G4 31.53±1.32
f

11.99±0.64
ghi

-3.26±0.31
de

G5 34.69±0.08
bcd

11.94±0.05
ghi

-3.32±0.00
def

G6 34.79±0.05
bc

11.12±0.03
jk

-3.62±0.02
fghij

G7 34.30±0.09
bcd

11.01±0.00
k

-3.91±0.01
j

G8 34.18±0.08
bcd

11.20±0.01
jk

-3.74±0.03
hij

G9 34.57±0.01
bcd

11.01±0.01
k

-3.72±0.01
hij

G10 42.98±0.71
a

16.43±0.30
a

13.43±0.50
a

G11 33.77±0.31
cd

11.12±0.10
jk

-3.94±0.02
j

G12 30.14±0.37
g

12.41±0.13
efg

-3.69±0.09
ghij

G13 33.77±0.18
cd

11.70±0.13
hij

-3.18±0.22
de

G14 33.87±0.24
cd

12.10±0.12
fgh

-3.06±0.05
d

G15 35.11±0.13
b

12.74±0.09
e

-3.05±0.05
d

G16 30.82±0.93f
g

12.63±0.41
ef

-3.10±0.22
d

G17 33.60±0.26
de

16.37±0.18
c

-1.70±0.14
c

G18 34.31±0.01
bcd

11.18±0.11
jk

-3.80±0.00
ij

G19 32.61±1.12
e

15.26±0.44
d

-1.85±0.84
c

G20 31.35±0.43
f

19.53±0.28
b

0.07±0.28
b

G21 33.94±0.16
cd

11.61±0.06
hijk

-3.71±0.14
hij

G22 34.52±0.16
bcd

12.83±0.04
e

-3.19±0.05
de

Traditional product 34.03±2.48
NS

12.84±3.50
NS

-2.41±3.78
NS

Commercial product 33.27±1.38
AB

14.66±3.48 -2.28±1.67

Gangwon 33.81±0.17
AB

11.25±0.15 -3.43±0.07

Gyeonggi 33.67±1.51
AB

11.68±0.40 -3.40±0.16

Chungcheong 34.24±0.06
AB

11.11±0.10 -3.83±0.09

Gyeongsang 37.11±4.17
A

16.19±7.24 1.92±8.14

Jeolla 32.74±1.92
B

12.32±0.38 -3.22±0.24

Jeju 33.51±0.70
AB

14.27±2.23 -2.45±0.96

Mean±SD.
1) 

G1-G3: Gangwon; G4-G6: Gyeonggi; G7, G8: Chungcheong; 

G9-G11: Gyeongsang; G12-G16: Jeolla; G17-G19: Jeju; 

G20-G22: commercial Ganjang.
a-h 

Mean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at p<0.05.
NS 

Data in th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 

Mean values between provinces and commercial Ganjan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6. Chromaticity of traditional and commercial Ganjang

3. 미생물학적 품질

간장 시료에서 검출된 일반 세균 및 식중독 균에 대한 

검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일반 세균은 재래식 간

장에서 3.3×10
1
-6.4×10

7
 CFU/mL, 개량식 간장에서 5.5×10

1
-  

2.0×10
3
 CFU/mL의 분포를 나타냈다. B. cereus는 토양, 

하수, 먼지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여 식품의 부패나 식

중독을 유발하는 호기성 그람 양성균으로 알려져 있다

(Kim MJ 등 2005). B. cereus 균수 측정결과 재래식 간장 

19종 중 3종을 제외한 간장에서 1.0×10
1
-7.0×10

3
 CFU/mL

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개량식 간장 3종 중 1종을 제외한 

간장에서 1.0×10
1
 CFU/mL의 분포로 개량식 간장보다 재

래식 간장에서 B. cereus 균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현행 

식품 공전에서는 간장에 대한 B. cereus의 기준을 10,000 

CFU/g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실험 결과 22종 간장 

모든 시료에서 10,000 CFU/mL 이하를 나타냄으로써 안

전한 범위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S. aureus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곰팡이는 재래식 간장 

19종 중 13종에서, 개량식 간장 3종 모두 불검출 되었으

며 곰팡이가 나타난 시료는 모두 3×10
2
 CFU/mL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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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재래식 간장에 비해 개량식 간장이 일반 세균 

및 식중독 균의 수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재

래식 간장은 공장에서 만든 개량식 간장과 달리 자연적

으로 발효, 숙성시킴에 따라 미생물에 오염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4. 색도

간장은 Maillard reaction에 의한 melanoidine이 생성되

어 갈색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rtsiri S 등 2001), 

간장의 색도와 색조는 제품의 관능적 품질에 미치는 영

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Kim JG 2004). 재래식 간

장과 개량식 간장의 L, a, b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Table 6), G10의 경우 L, a, b값이 다른 간장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p<0.05). Jeon MS 등

(2002)의 연구에 의하면 주로 전통 메주로 오래 숙성된 

간장이 L값이 높게 측정되었고, 전통식 메주보다는 개량

식 메주로 담근 간장이 높은 a값과 b값을 가져 메주의 종

류와 숙성 기간이 간장의 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개량식 메주를 사용한 G20이 a값

=9.53과 b값=0.07을 가져 전체 간장 시료 중 2번째로 높

게 측정되었다. 지역별 재래식 간장의 색도를 비교하였을 

때 L값이 전라도에서 제조된 간장에 비해 경상도에서 제

조된 간장의 L값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재래식 간장과 개량식 간장의 품질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6개의 도에서 수집한 19개의 재래식 간장

과 3개의 시판 개량식 간장의 일반성분, 무기원소, 미생

물학적 품질 분석 및 색도를 측정하였다. 수분 함량은 

재래식 간장에 비해 유의적으로 개량식 간장이 높았으

며, 간장 시료의 지방 및 단백질 함량은 제조 방법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료간의 함량 차

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분 함량은 재래식 간장의 회

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간장의 품질 지표인 총 질

소 함량은 재래식 간장(G1-G19)이 0.50-1.59%, 개량식 간

장(G20-G22)이 0.86-1.26% 범위로 측정되었다. 재래식 간

장과 개량식 간장의 무기원소의 양을 비교하였을 때, Na, 

Mg, K, Ca, Li, B, Fe 및 Sr은 개량식 간장 보다 재래식 

간장에서 함량이 높았다. 그러나 Al, Mn, Co, Cu, Zn, Mo

은 재래식 간장에서 낮았다. 미생물학적 품질 측정 시 일

반 세균은 재래식 간장에서 3.3×10
1
-6.4×10

7
 CFU/mL, 개

량식 간장에서 5.5×10
1
-2.0×10

3
 CFU/mL의 분포를 나타냈

다. B. cereus는 모든 간장 시료에서 10,000 CFU/mL 이하

를 나타냄으로써 안전한 범위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판

단되었으며, S. aureus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곰팡이는 재래식 간장 19종 중 13종에서, 개량식 간장 3

종 모두 불검출 되었으며 곰팡이가 나타난 시료는 모두 

3×10
2
 CFU/mL 이하로 나타났다. 재래식 간장과 개량식 

간장의 L, a, b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G10

의 경우 L, a, b값이 다른 간장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

다. 이로써 본 연구 결과는 지역별 재래식 간장과 개량

식 간장의 품질특성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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