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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e ingredient of traditional Korean style soy sauce is soy bean without any wheat or rice incorporated. National 
brands as well as regional micro-brewed companies constitute the soy sauce market in Korea.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soy sauces produced by small-scale or mass-production. Additionally, the 
key physico-chemical parameters sufficiently representing the critical sensory characteristics have been identified. Ten types 
of soy sauce brewed by the Korean traditional method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mong these samples, seven types were 
brewed in small-scales in the Gyeonggi-do region whereas the other 3 types were mass-production products of major national 
brands. The total solid, reducing sugar, salinity, sugar content, amino nitrogen, CIELAB, acidity, and pH of soy sauce 
samples were measured for the physico-chemical analysis. A generic descrip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using six trained panelists. The descriptive panel developed 21 sensory attributes.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ANOVA, PCA and PLSR. Overall, the micro-brewed produc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value of salinity and acidity but lower content of reducing sugar than the mass-production products. The micro-brewed 
soy sauces elicited stronger fermented flavor, sourness, and bitterness whereas the national brand products elicited stronger 
alcoholic odor, sweetness and umami taste. Sugar content, acidity, and amino nitrogen showed strong relationships with 
fish sauce flavor, umami taste, and rich flavor. Salinity was closely related to the overall flavor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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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장은 콩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우리나라의 전통적

인 천연 조미료 중 하나이다. 전통적 제조 방법으로는 미생물

이 자연발생적으로 배양된 메주를 염수에 넣어 침출시킨 액

을 숙성시키면서 콩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화되고, 마이

알 반응 등을 통해 검은 색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나라 이외

에도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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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에서도 간장과 유사한 콩 발효식품이 이용되어 왔

다. 간장의 제조 방법에 따라서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의 함

량과 조성이 달라지는데, 콩(Kang 등 2011), 메주(Lee 등 2009), 
소금(Kim 등 2010), 물(Cho 등 2007) 등 원료의 종류, 숙성기

간(Kim JG 2004), 숙성 용기(Lee 등 2006) 등 제조 과정에 따

른 품질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간장은 크게 양조간장, 산분해 간

장, 그리고 한식 간장으로 분류되며, 이들 세 종류의 간장은 

맛 방향이 매우 달라 각각 조리용도가 다르다. 한식 간장은 

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이 특징이며, 국이나 무침 등에 짠맛과 

감칠맛을 깔끔하게 부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에서 시판되는 간장은 주로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한식 간장을 대기업에서도 생산하여 

시판하여 우리 고유의 음식 맛을 살리고자 하는 추세이다. 대
기업에서 생산하는 한식 간장 제품은 재래식 조선간장과 같

이 콩과 소금을 사용하지만, 균을 접종하는 개량 메주의 형태

로 만들기 때문에, 식품공전(2013)에는 한식 간장을 재래식 

한식 간장과 구분하여 개량식 한식 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Lee & Kim(2006)에 의하면 간장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이

용하는 가구는 17%였으며, 35%가 사서 이용하고, 35%는 친

인척에게 얻어서 먹는다고 하여 앞으로 간장을 집에서 담가 

먹는 가구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1996)은 

시판 간장과 재래식 간장을 비교 연구한 바 있고, 지금까지

의 시판 간장에 대한 연구는 양조간장에 대한 것이 대부분

이지만, 최근에 재래식 간장과 같이 콩만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한식 간장은 혼합간장이나 양조간장과는 달리 국 

Table 1. Soy sauce sample information and purchasing method

Product 
code Ingredient Produced area Purchasing method

MP1)-1 Water, meju(soy bean, salt, koji), salt, ethyl alcohol, 
powdered yeast, nutrient fortification General super market

MP-2 Korean style soy sauce 87.5% [meju 35.98%(soy bean, 
imported), salt(domestic)], water, salt, ethyl alcohol General super market

MP-3 Soy bean 25.7%, salt, ethyl alcohol, koji General super market
MB2)-1 Soy bean(domestic), salt Gyeonggi-do, Goyang-city Gyeonggi cyber research association
MB-2 Soy bean(domestic), salt Gyeonggi-do, Yangju-city Gyeonggi cyber research association
MB-3 Soy bean(domestic), salt Gyeonggi-do, Pocheon-city Gyeonggii cyber research association
MB-4 Soy bean(domestic), salt Gyeonggi-do, Paju-city Gyeonggi cyber market
MB-5 Soy bean(domestic), salt Gyeonggi-do, Yongin-city Gyeonggi cyber market

MB-6 Soy bean(domestic), salt Gyeonggi-do, Seongnam-city Gyeonggi cyber market
MB-7 Soy bean(domestic), salt Gyeonggi-do, Yeoju-gun  Gyeonggi cyber market

1) MP refers to mass-production soy sauce products of major national brands in South Korea
2) MB refers to soy sauce products brewed in small-scales in Gyeonggi-do region

등에 이용하기에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

고 콩만으로 만든 한식 간장은 웰빙, 슬로푸드 등의 소비자 

니즈와 맞물려 전자상거래에 의한 유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한식 간장의 관능적 품질

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하며, 한식 간장의 관능적 품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이화학적 품질 지표가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판되는 개량식 한식 간장 대기업 제품과 전국

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경기지역의 소규모 농가에서 제조

된 한식 간장을 선정하였다. 경기지역 소규모 농가 생산 한식 

간장은 재래식 방법에 의해 제조되어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재래식 한식 간장의 이화학적 특성 및 관능적 특성

을 분석, 비교하였으며, 한식 간장의 관능적 품질인자에 중요

한 영향을 끼치는 이화학적 인자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

과를 활용하여 한식 간장의 주요 관능적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이화학적 품질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간장은 콩의 

생산지역, 제조자에 따라서 숙성기간, 맛, 색 등 제품 품질이 

다양하므로 이 실험에 적절한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한식 간장의 종류 및 구매 장소 등은 Table 

1과 같다.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기업 생산 한식 간장 3
종류(MP-1, MP-2, MP-3)와 경기지역에서 재래방식에 의해 

생산된 소규모 농가제품으로서, 경기도 사이버연구회 회원 

판매제품 3종(MB-1, MB-2, MB-3), 경기사이버장터에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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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으로 판매되는 간장 4종(MB-4, MB-5, MB-6, MB-7)을 구입

하여 총 10종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규모 농가의 재래식 간장의 경우 주로 유통되어지는 경로

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사이버연구회 회원 판매제품

과 경기사이버장터에서 샘플링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한식 간장은 콩과 소금을 사용하되, 
균을 접종하는 개량 메주의 형태로 만들고, 재래식 조선간장

은 전통방식으로 띄운 메주를 사용하여 한식 간장을 생산한

다. 이에 경기지역에서 제조된 전자상거래 간장은 모두 콩만

을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검토하여 선정하였고, 시판 대기업 

생산제품 중 콩으로 개량 메주를 만들어 생산한 한식 국간장

을 비교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각종 시약은 GR
급 혹은 EP 등급의 것을 사용하였다.

2. 이화학적 분석

1) 수분 및 순추출물
수분은 AOAC의 방법에 따라 건조하였으며, 순추출물

(Pure extract)은 시료 무게에서 수분 함량과 염분 함량을 제거

하고 남은 양으로 계산하였다.

2) 당도
당도는 간장은 원액 그대로 굴절당도계(Hand refrectometer, 

Atago Co., Ltd., Japan)로 3회 반복 측정한 수치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3) 염도
염도는 시료 5 g에 증류수 45 ㎖를 넣고 충분히 균질한 후, 

Mohr의 AgNO3 적정법(Ryu JH 1994)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산도 및 pH
pH는 시료 5 g에 증류수 45 ㎖를 넣고 충분히 균질한 후, 

pH meter(420 Benchtop, Orion Research., USA)를 이용해 상온

에서 측정하였다. 적정산도는 시료 10 g을 취하고, 증류수 40
㎖로 희석한 다음 교반하면서 0.1N NaOH 용액을 이용하여 

pH 8.3까지 도달하는데 소비된 0.1N NaOH양(㎖)을 계산하였

다(Ryu JH 1994).

5) 환원당
우선 시료 1 g을 취하여 50 ㎖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

수를 가하여 잘 교반한 다음, lead acetate 포화용액을 가하여 

단백질과 유기산을 침전시키고 증류수로 정용한 다음, filter 
paper No. 2(Toyo, Japan)으로 여과시킨다. 만들어진 여액을 

Somogyi 변법(Ryu JH 1994)으로 측정하였다. 

6) 색도
색도는 색차계(Digital color measuring/difference calculation 

meter, Model ND-1001 DP, Nippon Denshoku Co., Ltd., Japan)
를 사용하여 Hunter L값(명도, lightness), a값(적색도, redness), 
b값(황색도, yellowness)을 4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

타내었다. 시료는 10 g을 취한 후 분석용 cell에 담아 색도를 

측정하였다. Standard color value가 L값 90.46, a값 0.13, b값 

3.37인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7) 아미노태 질소
Ryu JH(1994)에 준하여 Formol태 질소의 양을 측정하였다. 

시료 5g을 홀 피펫으로 취하여 250 ㎖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미리 비등하여 CO2 gas를 제거한 다음, 밀봉하여 냉각한 증류

수로써 표선까지 채운 다음 균일하게 희석한 것 25 ㎖를 취

하여 300 ㎖를 삼각 flask에 넣고, 여기에 증류수 90 ㎖를 가하

여 A로 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희석한 시료액 25 ㎖를 취하고 

증류수 50 ㎖를 가하여 이것을 B로 하였다. A에 phenolphtalein 
지시약 0.5 ㎖를 가하고, 0.1 N NaOH 용액으로 pH가 8.3이 될 

때까지 중화하고 꼭 닫아두었다. B에는 미리 phenolphtalein지
시약으로 중화한 formalin 30 ㎖를 가하여 진탕하고, 0.1N NaOH
를 적가하여 pH가 8.3이 될 때까지 적정하였다. 0.1N NaOH 
소요량의 전후 차는 formalin에 의하여 amino 산 중의 amino
기가 고정되고 carboxyl기만 남게 되는데 기인하므로, 시료 

중의 formol태 질소의 양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Formol태 질소(%) = {(B－A)×F×0.0014×100)/(5×(25/250)}
* F: 0.1N NaOH 용액의 factor

3. 관능적 특성 분석

1) 시료 제시
각 시료는 평가하기 1시간 전에 상온에서 10 g씩 측정하여 

개인 평가 용기(지름 5 ㎝×높이 3 ㎝)에 담은 후 바로 뚜껑을 

덮었으며, 각 시료는 세 자리 수 난수로 표기하였다. 간장 시

료는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1~2방울씩 숟가락에 떨어뜨려 맛

을 보게 하였다.   

2) 묘사분석 패널
평상시 관능평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식품영양학과 학생 

6명(서울여자대학교, 나이 20~23세)을 선발하였으며, 6명 전

원은 묘사분석 훈련 및 본 실험 평가에 참여하였다. 

3) 훈련 및 본 실험
묘사분석의 전체적인 구성은 훈련과 본 실험으로 나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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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패널의 훈련 과정은 다시 간장의 관능적 특성을 도출하

는 묘사 용어 개발 단계 및 도출된 각각의 묘사 용어에 상응

하는 표준시료를 확립하는 단계로 나뉘었으며, 본 실험에서

는 훈련 과정 중 확립한 묘사 용어를 이용하여 10종의 간장 

시료에 대해 관능적 특성 강도를 15점 항목 척도로 평가하

였다. 
본 실험에서 각 시료의 관능적 특성 강도를 평가할 때에는 

훈련 때 확립한 표준시료 및 그 강도를 같이 제시하여 각 시

료에 대해 더 정확한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관능적 특

성 용어 및 표준 시료는 Table 2와 같다. 강도 척도에서 0점은 

“매우 약하다”, 7점은 “보통이다”, 14점은 “매우 강하다”로 

표시하고, 패널은 시료를 평가할 때 각각의 관능적 특성 강도

를 적합한 위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둔화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한 회의 세션 당 평가 시료는 5종으로 한정하였으며, 패
널의 시료 평가 순서는 임의배열법으로 정하였다. 한 개의 시

료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다음 시료를 제시하였으며, 시료와 

시료 사이에는 물과 크래커로 입가심을 하도록 하였다. 각 시

료의 평가는 3회 반복하였다. 

Table 2. Sensory attributes, definitions, reference samples, and corresponding reference scores developed during descriptive 
analysis

Modality Sensory attribute Definition Reference standard Reference 
score

Overall Overall intensity Overall flavor intensity -
Appearance Darkness Intensity Color intensity -

Odor

Fermented Yeasty odor elicited in soy sauce 20% yeast solution 8
Sour Acidic/sour odor elicited in soy sauce Aroma of jeungpyun 5
Briny Briny odor elicited in soy sauce Dried kelp 5
Meju Typical meju odor elicited in soy sauce Meju powder 7
Pungent Pungent sensation elicited in soy sauce Korean mustard sauce 8
Raw bean Beany odor typically present in rehydrated raw bean Pureed rehydrated raw bean 10

Roasted bean Odor typically present in roasted bean Bean roasted for 7 min 6
Fish sauce Odor typically present in Korean fermented anchovy sauce Fermented anchovy sauce 13

Flavor

Salty I / salty Ⅱ Salty taste typical of soy sauce 7% / 20% NaCl solution 10 / 13
Sweet Sweet taste elicited in soy sauce 5% sucrose solution 7
Sour Sour taste elicited in soy sauce 0.07% citric acid solution 7
Bitter Bitter taste elicited in soy sauce 0.07% caffein solution 7

Fermented Yeasty flavor elicited in soy sauce 20% yeast solution 8
Meju Flavor associated with meju Meju powder 4
Roasted bean Flavor typically present in roasted bean Bean roasted for 7 min 8
Umami Umami taste elicited typically by monosodium glutamate 1% MSG solution 8

Texture Astringent Astringent sensation typically associated with tannin Green tea 7

Others
Clean finish Clean flavor residual after removing soy sauce from mouth

Rich finish Rich flavor residual after removing soy sauce from mouth

4. 통계분석
1) 이화학적 자료의 분석은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AS PC

를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한 평균

(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다. 시료간

의 유의성은 ANOVA Test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시판 대기업 생산 한식 간장과 경

기지역 소규모 농가 생산 통신판매 재래식 간장의 평균 비교

는 두 group간의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수준 p<0.05의 수준에

서 비교․분석하였다.
2) 간장 시료 10종의 관능적 특성 강도 간의 유의차를 검증

하기 위해 시료의 종류 및 패널을 주 요인으로 두어 이원분산

분석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각 시료

의 특성강도 평균값에 대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시하여 관능적 특성 간의 상관성 및 시료

와 관능적 특성 간의 상관성을 요약, 분석하였다. 주성분 분

석시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였고 회전하지 않았다. 이화학적 

분석 결과와 묘사분석 결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is(PLSR)를 실시하여 결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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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분산 분석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는 PASW 
18.0(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주성분 분석

은 XLSTAT(Paris, Franc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이화학적 분석

1) 수분, 염도 및 순추출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기업 생산 개량 한식 간장 3품

목과 경기지역에서 전통방식에 의해 제조하여 인터넷 등 통

신으로 판매되고 있는 재래식 간장 7품목의 수분, 고형분 및 

염도는 Table 3과 같다. 대기업 생산 개량 한식 간장의 경우, 
수분이 70.0±2.0%인 반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전통 제조방

식에 의한 간장의 수분은 63.5~75.4%까지 범위가 다양하였

다. 시판 대기업 생산 개량 한식 간장 3종 MP-1, MP-2, MP-3
의 염도는 17.2~17.7%였으며,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전통 방

식으로 생산된 간장 group 중에는 MB-3 간장 1개 제품만 

16.3%로 17%보다 낮았으나, MB-2, MB-5, MB-7 간장 시료는 

염도가 20.0% 이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

다. 일반적으로 한식 간장의 주 재료는 메주, 소금, 물이기 때

문에, 이들의 배합 비율과 숙성기간 중 수분 증발량에 따라 

염도와 순추출물의 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Kim 등
(1996)의 연구에서도 시판 양조간장의 염도가 16.02%로서, 본 

연구의 시판 대기업 생산 한식 간장의 염도와 유사한 염도를 

나타내었고, 조선간장의 염도는 26.04~30.78%로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된 소규모 농가 생산 재래식 한식 간장의 염도

Table 3. Moisture content, pure extract, salinity, pH, and acidity of soy sauce samples

Moisture content(%) Salinity(%) Pure extract3)(%) pH Acidity
MP1)-1 71.1±0.0d4) 17.5±0.6d 11.5±0.0e 4.65±0.00g 3.05±0.07d 

MP-2 72.8±0.1b 17.2±0.2d 10.0±0.1g 5.09±0.00c 1.85±0.05f 

MP-3 68.8±0.0f 17.5±0.2d 13.6±0.0c  4.96±0.00d 3.30±0.06c 

MB2)-1 72.1±0.0c 19.7±0.1b  8.2±0.0i 5.13±0.00b 1.02±0.04h 

MB-2 70.1±0.0e 21.1±0.1a  8.8±0.0h 4.60±0.00h 3.08±0.13d 

MB-3 68.6±0.0g 16.3±0.2e 15.1±0.1b  4.75±0.00f 4.92±0.09b 

MB-4 70.9±0.1d 18.7±0.3c 10.4±0.1f  4.65±0.00g 2.82±0.07e 

MB-5 67.4±0.1h 20.6±0.1a 12.0±0.1d  4.83±0.00e 2.72±0.15e  

MB-6 75.4±0.0a 17.3±0.1d  7.3±0.0j  5.17±0.00a  1.15±0.05g 

MB-7 63.5±0.0i 20.8±0.9a 15.7±0.1a 4.49±0.00i 5.60±0.10a

1) MP refers to mass-production soy sauce products of major national brands in South Korea
2) MB refers to soy sauce products brewed in small-scales in Gyeonggi-do region
3) Pure extract=total weight－moisture content－salt content
4) 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sharing different alphabe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p<0.05)

의 범위인 17.25~21.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Lee 등(2009)의 보고에서도 재래식 간장의 염도가 23.6~26.9%
였으며, 본 연구의 재래식 한식 간장의 염도에 비해 높은 수

치인 것으로 나타났다(Chang CH 1996; Kim 등 1996).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식품의 나트륨 저감화 추세

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순추출물은 간장에서 수분과 염분을 뺀 나머지 고형분을 

의미하며, MB-7 시료가 1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MB-3 
간장이 15.1%로 높았으며, MB-6 간장이 7.3%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시판 대기업 생산 개량 한식 간장 제품 MP-1, 
MP-2, MP-3의 순추출물은 10.0~13.7%였고, 소규모 농가 생

산 재래식 간장의 순추출물은 7.3~15.7% 로서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모든 분석된 시료가 식품공전 상의 한식 간장 성분 

규격인 순추출물 6.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Choe 
등 2003; Lee 등 2009; Kim 등 2010). Kim & Kim(1996)의 연

구에서도 양조간장의 순추출물은 20.9%였던 반면, 조선간장

의 순추출물은 6.8~11.5%로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규모 농가 생산 재래식 한식 간장의 순추출물 농도와 유사

한 값을 보였다.

2) pH 및 산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시판 대기업 생산 한식 간장 3품목과 

경기지역 소규모 생산 통신판매 재래식 간장 7품목에 대한 

pH 및 산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간장의 pH 및 산도

값은 간장 숙성 중 생성되는 젖산, fumaric acid, succinic acid 
등의 유기산에 의한 것으로서, 산도가 높을수록 신맛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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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다(Chung 등 1985). pH는 4.49~5.17의 범위에 

있었으며, 산도는 1.15~5.60으로 제품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

었다. 모든 간장의 pH가 식품 공전상의 간장 성분 규격인 pH 
4.0~6.8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 대기업 생산 

개량식 한식 간장은 4.65~5.09로서, 전체 간장 시료 pH의 중

간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간장의 품질

을 평가한 다른 연구의 결과와도 같은 경향이었다(Lee 등 

2009; Kim 등 2010; Shin 등 2010). 산도는 시판 대기업 생산 

개량식 한식 간장은 1.85~3.30이었으며, 소규모 농가 생산 재

래식 한식 간장도 유사한 산도를 나타내었으나, MB-7은 5.60
으로 가장 높고, MB-3은 4.92로서 산도가 그 다음으로 높았

다. MB-6 간장이 pH는 가장 높고 산도는 낮았으며, 반면, 
MB-7 간장은 pH는 가장 낮고 산도는 가장 높았다. 

3) 당도 및 환원당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기업 생산 개량식 한식 간장 3품목

과 경기지역 소규모 생산 인터넷 판매 재래식 간장 7품목에 

대한 당도와 환원당 함량은 Table 4와 같다. 경기지역 소규모 

생산 통신판매 재래식 간장의 당도는 2.58~4.08 ˚Brix로 나타

났으며, 시판 대기업 생산 한식 간장의 경우 당도가 3.03~3.55 
˚Brix로서 간장 전체 시료 중에서 중간 영역에 속했다. MB-7 
간장의 당도가 가장 높았고, MB-2와 MB-3이 그 다음으로 높

았으며, MB-6 간장이 다른 간장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환원당은 메주의 원료인 콩의 성분 중 전분질이 효소와 미

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되는 것으로서 단맛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색상과 풍미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마이알 반응에 

Table 4. Sugar content, reducing sugar, amino nitrogen, and Hunter color value of soy sauce samples 

Sugar content
(˚Brix)

Reducing sugar
(%)

Amino-N
(%)

Hunter color value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MP1)-1 3.27±0.06d3)  1.063±0.295c 0.231±0.020ef 5.05±0.07de  －0.03±0.05f   0.11±0.05fg 

MP-2 3.03±0.07e 1.908±0.097a 0.245±0.023e 6.88±0.05b   1.75±0.03a   1.71±0.05b 

MP-3 3.55±0.05c 1.715±0.106ab 0.518±0.042b 4.91±0.06e －0.01±0.03f   0.00±0.05gh 
MB2)-1 3.05±0.29e 1.063±0.226cd 0.203±0.012f 5.20±0.04de   1.17±0.02c   1.31±0.05c 
MB-2 3.83±0.05b 1.232±0.204c 0.448±0.000c 5.10±0.09de   0.83±0.17d   0.88±0.06d 
MB-3 3.67±0.07bc 1.509±0.235b 0.595±0.023a 4.88±0.07e   0.03±0.02f   0.28±0.07f 
MB-4 3.15±0.08de 0.942±0.094d 0.333±0.046d 5.70±0.42c   1.37±0.20b   1.48±0.17c 

MB-5 3.47±0.30c 1.884±0.137a 0.368±0.006d 5.05±0.08de   0.52±0.11e   0.69±0.12e 

MB-6 2.58±0.04f 0.127±0.088e 0.140±0.010g 9.84±0.56a   1.62±0.09a   1.93±0.22a 

MB-7 4.08±0.04a 1.944±0.116a 0.441±0.012c 5.43±0.07cd －0.05±0.02f －0.16±0.05h 

1) MP refers to mass-production soy sauce products of major national brands in South Korea
2) MB refers to soy sauce products brewed in small-scales in Gyeonggi-do region
3) 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sharing different alphabe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p<0.05)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원당의 함량은 간장이 숙성

됨에 따라 그 함량이 증가한다(Kang 등 2011). 시판 대기업 

생산 개량식 한식 간장은 1.06~1.91% 수준이었으며, 경기지

역 소규모 생산 통신판매 재래식 간장은 0.13~1.94%로 낮은 

함량에서 높은 함량까지 매우 범위가 넓었다. 당도가 낮았던 

MB-6 간장은 환원당 함량도 0.1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당도가 가장 높았던 MB-7 간장은 환원당 함량이 1.9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판 대기업 생산 개량 한식 간장 

시료 MP-2, MP-3와 경기지역 소규모 농가생산 재래식 간장 

시료 중 MB-5, MB-7의 환원당이 다른 간장 제품들보다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아미노태 질소(Amino-N)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기업 생산 개량식 한식 간장 3품목

과 경기지역 소규모 생산 인터넷 판매 재래식 간장 7품목에 

대한 아미노태 질소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아미

노태 질소 함량은 메주의 단백질 성분이 분해되어 감칠맛, 단
맛, 쓴맛 등을 내는 아미노산 성분으로 분해된 정도를 나타낸

다. 시판 대기업 생산 개량 한식 간장 3종(MP-1, MP-2, MP-3)
의 아미노태 질소는 0.252~0.518%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지역 

간장의 경우는 0.140~0.595%로 다양한 값을 나타내었다. MB-3 
간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

이 MP-3, MB-7 간장의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MB-3 
간장이 2~3년 숙성된 간장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해양심층수 소금으로 제조된 간장

에 비해 그 값이 약간 낮았으나(Kim 등 2010), 다른 한식 간

장 품질을 분석한 연구와는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었다(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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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96, Kim JG 2004, Kang 등 2011). 

5) 색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기업 생산 개량식 한식 간장 3품목

과 경기지역 소규모 생산 인터넷 판매 재래식 간장 7품목에 

대한 색도는 명도(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의 값으

로 나타내었고,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명도의 경우 시

판 대기업 생산 개량 한식 간장 3 품목(MP-1, MP-2, MP-3)은 

4.91~6.88이었으며, 경기지역 생산 재래식 간장 제품은 4.88~ 
9.84까지 진한 정도가 매우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MB-3, MP-3 간장이 유의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명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MB-6 간장은 유의적으로 명도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장의 색이 검정에 가깝기 때문에 적색

도 a값과 황색도 b값은 0에 가깝게 나타났다. 적색도(a)는 

MP-2, MB-6이 가장 높았고, 황색도(b)는 MB-6, MP-2의 순서

로 높았고, MB-7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관능적 특성 분석

1) 묘사 용어 개발
묘사분석 훈련 시 10종의 간장에 대해 전반적인 강도, 색

의 진한 정도, 발효향, 신내, 짠내, 메주향, 톡 쏘는 향, 생콩내, 
콩 볶은 향, 액젓향,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발효향미, 
메주향미, 콩 볶은 향미, 떫은 감촉, 깔끔한 맛, 풍부한 맛 등 

총 21개 묘사 용어가 개발되었으며, 각 특성에 대한 정의 및 

표준 시료가 확립되었고, 일부 특성에 대하여 표준 강도가 설

정되었다(Table 2). 이는 Jeong 등(2004)이 시판 양조간장에 

대해 묘사분석으로 개발된 용어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였으

나, 양조간장에서 도출된 알콜, 화학적 향미, 단내, 캐러멜 향 

등의 특성은 한식 간장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다. 한식 간장과 

양조간장은 제조 방법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식 간장의 경우 양조간장에서 감지되는 특성과 동

일한 관능적 특성도 발현되었으나, 양조간장과는 상이한 특

성 또한 감지되었다.  

2) 10종 간장의 관능적 특성 비교
위에서 개발된 21개의 관능적 특성에 대해 간장 시료간 강

도의 유의적인 차이를 이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발효향, 짠내, 톡 쏘는 향, 메주향, 액젓향, 단맛, 신맛, 쓴
맛, 감칠맛, 깔끔한 맛, 색의 진한 정도에 있어서 시료간 유의

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시료의 관능적 특

성의 평균값은 Table 5와 같다. 
경기도 지역 생산 재래식 간장 제품 7종의 관능적 특성을 

먼저 비교하면 MB-6 간장 시료는 타 시료에 비해 메주향과 

쓴맛은 강하였으나, 짠내, 액젓향, 단맛, 감칠맛은 상대적으

로 약하게 평가되었다. MB-1 간장 시료의 경우, 발효향, 짠내, 
톡 쏘는 향, 액젓향, 단맛 등 전반적인 향과 맛 특성 강도가 

약하였다. 일반적으로 간장에서 발현되는 향기의 원인 물질

로는 acetic acid(톡 쏘는), butyric acid(산패취), furfural alcohol 
(설탕 탄내), benzeneethanol(단내), 3-methyl butanal(엿기름), 
4-HEMF (캐러맬), ethyl 2-methylpropanoate(과일향) 등이 알려

져 있다(Lee 등 2006, Steinhaus & Schieberle 2007). MB-2의 

간장 시료는 향/냄새는 10종의 시료 중 평균 정도의 강도를 

나타냈으나, 맛의 경우 단맛과 감칠맛, 깔끔한 맛이 상대적으

로 강하였고, 신맛, 쓴맛 등은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MB-5
의 간장 시료는 발효향, 톡 쏘는 향 등은 약하였고 신맛이 강

하게 발현되었다. MB-3의 간장 시료는 짠내와 액젓향이 강

하게 평가되었고, 단맛과 감칠맛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색 

또한 진하게 평가되었다. MB-4의 간장 시료는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향과 맛 강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MB-7 간
장 시료의 경우 색이 10종의 시료 가운데 가장 진하였으며, 
액젓향과 감칠맛이 강하였다. 

한식 간장의 맛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는 단맛의 당, 신맛

의 유기산, 짠맛의 염외에도 숙성 과정 중 콩단백질이 분해되

어 생성된 다양한 아미노산과 저분자 펩타이드가 직간접적

으로 감칠맛, 단맛, 쓴맛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JG 2004; Lioe 등 2006). 아미노산 중 glutamic acid, 
aspartic acid는 감칠맛 원인물질로 알려졌으며, alanin, threonine, 
proline 등은 단맛 물질, 방향족 아미노산인 phenyl alanine과 

tyrosine은 쓴맛 물질로 알려졌으나, 역치 이하의 농도에서는 

감칠맛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ioe 
등 2004, Kang 등 2011). 시판 대기업 생산 개량 한식 간장 

시료 MP-1, MP-2, MP-3는 경기지역 생산 재래식 간장 제품

에 비해 톡 쏘는 향이 강하고 메주향은 약하며, 단맛, 감칠맛, 
깔끔한 맛 등의 긍정적인 관능적 특성이 강한 것이 특징적으

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이 톡 쏘는 향이 강한 것은 경기지역

에서 생산된 간장 시료와 다르게 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

신 제품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주정을 첨가하는 것에서 비

롯된다고 판단된다. 

3) 간장의 주성분 분석
간장의 관능적 특성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각각의 간장 

시료와 상관성이 높은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주성분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주

성분은 총 82.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1). 
55.1%를 설명한 제 1주성분은 액젓향과 색의 진한 정도가 강

한 시료와 그렇지 않은 시료로 구분되었다. MB-7과 MB-3 간
장은 다른 간장 시료에 비해 이들 두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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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tensities of sensory characteristics elicited in 10 types of soy sauce samples 

Sample Overall 
intensity

Darkness 
intensity 

Fermented 
odor

Briny 
odor

Sour 
odor

Pungent 
odor

Meju 
odor

Raw bean 
odor

Roasted bean 
odor

Fish sauce 
odor

MP1)-1  8.9±0.4NS  7.8±0.3c3) 7.2±0.5a 7.7±0.6a 5.8±0.6NS 6.3±0.6a 4.5±0.5c 4.2±0.5NS 2.8±0.3NS 7.5±0.6bcd

MP-2  9.2±0.4  5.1±0.4e 5.9±0.6abcd 6.5±0.5bc  5.2±0.5 5.3±0.5c 4.4±0.4c 3.8±0.4 2.3±0.3 8.0±0.5cd  

MP-3  9.1±0.3  6.8±0.3cd  6.3±0.4ab 7.2±0.5ab  5.5±0.6 5.6±0.5ab 4.9±0.4bc 3.9±0.4 3.5±0.4 8.0±0.6bbcd  

MB2)-1  9.3±0.5  6.2±0.3de 4.8±0.4d 5.3±0.5d 4.0±0.5 3.6±0.4d 5.5±0.3ab 3.5±0.3 3.1±0.4 6.9±0.5d 

MB-2  9.1±0.4  6.8±0.5cd 5.2±0.4bcd 6.5±0.6bc 4.5±0.5 4.2±0.4cd 5.7±0.4ab  3.5±0.4 3.4±0.4 7.8±0.6bcd  

MB-3  8.5±0.3  9.5±0.7b 5.6±0.5bcd 7.3±0.6ab 5.1±0.5 4.8±0.5bc 5.6±0.4ab  3.9±0.4 3.0±0.4 8.6±0.5ab 

MB-4  9.2±0.4   6.8±0.5cd  6.0±0.5abcd 7.0±0.5ab 5.0±0.5 4.6±0.4bcd 5.7±0.5ab 3.5±0.5 3.0±0.3 8.3±0.6abc 

MB-5  9.0±0.4  7.8±0.4c  4.9±0.5cd 6.5±0.5bc  4.4±0.5 4.1±0.4cd 5.9±0.6a 3.3±0.6 3.4±0.4 7.4±0.7cd 

MB-6  9.7±0.4  6.0±0.7de 6.2±0.5abc 5.6±0.5cd 4.7±0.6 4.2±0.5cd 5.8±0.4ab  4.2±0.4 2.9±0.4 7.3±0.6cd

MB-7 10.1±0.4 12.6±0.2a 5.1±0.6bcd 7.3±0.5ab  5.2±0.6 5.2±0.6b 5.2±0.5abc 3.9±0.5 3.3±0.4 9.3±0.6d 

Sample Salty 
taste

Sweet 
taste

Sour 
taste

Bitter 
taste

Umami 
taste

Fermented 
flavor

Meju 
flavor

Roasted 
bean flavor Astringent Clean 

aftertaste
Rich 

aftertaste
MP-1 10.8±0.4NS 4.8±0.5a 5.5±0.6c 4.4±0.5bc 7.6±0.5a 4.2±0.4NS 3.8±0.4NS 3.2±0.4NS 4.9±0.5NS 7.5±0.4a 8.2±0.5NS

MP-2 11.1±0.3 3.8±0.4bc 6.4±0.6abc 4.4±0.5bc 6.9±0.6ab 4.2±0.4 3.6±0.4 3.0±0.4 4.7±0.5 7.1±0.4ab 6.6±0.4 
MP-3 11.2±0.3 4.5±0.4ab 5.8±0.7bc 4.5±0.7bc 7.5±0.5a 4.3±0.5 4.1±0.3 3.8±0.4 4.8±0.5 7.5±0.4a 8.0±0.4 
MB-1 11.9±0.3 3.5±0.4c 6.3±0.6abc 5.2±0.6bc 7.0±0.6ab 4.3±0.4 4.0±0.3 3.5±0.4 5.2±0.5 6.0±0.4bc 6.8±0.5 
MB-2 11.2±0.3 4.6±0.3a 5.5±0.6c 4.0±0.6c 7.8±0.5a 4.5±0.5 3.9±0.4 3.5±0.5 4.6±0.5 7.4±0.4a 7.7±0.4 

MB-3 11.4±0.3 4.4±0.3ab 5.9±0.7bc 4.3±0.6bc 7.6±0.6a 4.3±0.5 4.3±0.4 4.0±0.5 5.0±0.7 7.0±0.4ab 8.4±0.5 
MB-4 11.3±0.3 4.4±0.4ab 6.6±0.6ab 4.6±0.6abc 7.2±0.6ab 4.9±0.4 4.3±0.4 3.5±0.4 5.0±0.6 6.5±0.5abc 7.2±0.4 
MB-5 11.3±0.4 4.0±0.4abc 7.0±0.6a 5.0±0.6ab 7.2±0.6ab 4.4±0.4 4.8±0.4 3.5±0.5 5.0±0.6 6.2±0.4bc 7.2±0.5 
MB-6 11.8±0.3 3.2±0.4c 6.8±0.6ab 5.5±0.7a 6.4±0.7b 5.3±0.4 4.4±0.4 3.5±0.5 5.5±0.5 6.1±0.5bc 6.9±0.4 
MB-7 11.8±0.3 3.8±0.4bc 6.6±0.6ab 5.1±0.7ab 7.4±0.6a 4.7±0.6 4.2±0.4 3.5±0.5 5.3±0.6  5.6±0.4c 7.8±0.5 

1) MP refers to mass-production soy sauce products of major national brands in South Korea
2) MB refers to soy sauce products brewed in small-scales in Gyeonggi-do region
3) 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sharing different alphabe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p<0.05)

것으로 분석되었다. 27.0%를 설명한 제 2주성분의 경우 양의 

방향으로 깔끔한 맛, 발효향, 단맛, 톡 쏘는 향, 감칠맛 등이 

부하되었고, 음의 방향으로 짠맛, 쓴맛, 신맛, 메주향미 등이 

부하되었다.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규모 업체 생산 한

식 간장인 MP-1, MP-2, MP-3 시료는 다른 시료들에 비해 깔

끔함, 단맛, 톡 쏘는 향과 상관성이 높았으며, MB-1, MB-6, 
MB-5의 경우 짠맛, 쓴맛, 신맛, 메주향미와 상관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시판 대기업 생산 한식 간장 제품이 서로 간 관능적 특성

이 유사하여 이 3개 제품을 제외한 경기지역 생산 재래식 간

장 제품 7종만으로 주성분 분석을 재 실시한 결과, MB-2와 

MB-3이 깔끔한 맛, 단맛, 감칠맛 등이 상대적으로 강하였고, 
MB-1, MB-6, MB-7 제품이 짠맛, 쓴맛 등의 맛이 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이화학적 특성과 관능평가 간의 상관관계

1) 간장 제품의 맛의 상관관계
식품의 이화학적인 특성이 관능적인 특성에 끼치는 영향

이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해 부분평방회귀분석이 유용하게 

사용된다(Chung SJ 등 2003, Aishima T 2004). PLSR을 이용하

여 간장 10종에 대한 이화학적 분석 결과와 관능적 특성 분

석결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Fig. 2와 같이 도표화 하였다. 
제 1PLSR에서는 이화학적 분석 항목 중 고형분, 환원당, 당
도, 산도, 아미노태 질소 등은 서로 양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으

며, pH, 수분 함량, 색도와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식 간장의 숙성 정도를 분석하지는 않았으

나, 이들 지표는 한식 간장의 발효, 숙성 과정 동안 메주에서 분

해된 당, 아미노산, 산 등 분해 산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Ogasawara 등 2006). 간장의 옅은 색상이 이들 지표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간장의 감칠맛, 풍부한 맛 등 또한 간장의 숙성기간

이 길어지면 강해지는 관능적인 특성으로서, 본 연구에서 도



Vol. 26, No. 3(2013) 한식 간장의 이화학 및 관능적 특성 561

(a)

(b)

Fig. 1. Principal component loadings of sensory attributes 
(a) and corresponding 10 soy sauce samples (b) evaluated 
by descriptive analysis.

출된 당, 아미노태 질소 등의 이화학적 지표와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은 한식 간장의 품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각 제품 별 숙

성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더 진행되

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MB-7, MB-3, MP-3 시료는 고형분, 당
도, 산도, 아미노태 질소 등의 이화학적 특성 그리고 액젓향, 
감칠맛, 짠내, 풍부한 맛 특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색의 진한 정도는 색도와 강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MB-6 간장의 색상이 가장 옅은 것으로 분석

(a)

(b)

Fig. 2. PLSR loadings illust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o-chemical (X) and sensory characteristic (Y) (a) 
and the scores of soy sauce sample loadings (b). 

되었다. 이화학적 분석 항목 중 염도는 제2PLSR에서 강하게 

부하되었으며, 전반적인 맛 강도와 양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

로 보이며, 깔끔한 맛, 발효향, 신내 등과는 음의 상관성을 나

타냈다. 

4. 대규모 업체와 경기지역 간장의 특성 비교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 중인 대기업 생산 개량식 한식 간

장 제품과 경기지역 재래식 한식 간장 제품의 이화학적, 관능

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Table 6, 7), 이화학적인 특성의 경우 

대기업 생산 개량식 한식 간장 제품이 염도는 유의적으로 낮

았으며, 환원당 함량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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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ng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ass produced and micro-brewed soy sauce samples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Moisture
(%)

Salinity
(%)

Pure extract
(%) pH Acidity

Mass produced 70.9NS1) 17.4b 11.7NS 4.90NS 2.73NS  

Small scale farm produced 69.7 19.2a 11.4 4.80 3.04 
Sample average 70.3 18.3 11.6 4.85 2.89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Sugar content
(˚Brix)

Reducing sugar
(%)

Amino-N
(%)

Hunter color value

L a b
Mass produced 3.25NS 1.618a 0.331NS 5.61NS  0.57NS  0.61NS  

Small scale farm produced 3.41 1.243b 0.361 5.88 0.78 0.91 
Sample average 3.33 1.431 0.346 5.75 0.68 0.76

1) Comparison with mass produced and small scale farm produced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t-test, p<0.05 level

Table 7. Comparing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mass produced and small scale farm produced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samples

Sample Overall 
intensity

Darkness 
Intensity 

Fermented 
odor

Briny 
odor

Sour 
odor

Pungent 
odor

Meju 
odor

Raw bean 
odor

Roasted 
bean odor

Fish sauce 
odor

Mass produced 9.1NS 6.6b 6.5a 7.1a 5.5a 5.7a 4.6b 4.0NS 2.9NS 7.8NS

Small scale 
farm produced 9.3 7.9a 5.4b 6.5b 4.7b 4.4b 5.6a 3.7 3.2 8.0 

Sample average 9.2 7.5 5.7 6.7 4.9 4.8 5.3 3.8 3.1 7.9 

Sample Salty 
taste

Sweet 
taste

Sour 
taste

Bitter 
taste

Umami 
taste

Fermented 
flavor

Meju 
flavor

Roasted 
bean flavor Astringent Clean 

aftertaste
Rich 

aftertaste
Mass produced 11.0b 4.3a 5.9b 4.4 4.2b 3.8b 3.3NS 7.3NS 4.8NS 7.3a 7.6NS 

Small scale 
farm produced 11.5a 4.0b 6.4a 4.8 4.6a 4.2a 3.6 7.2 5.1 6.4b 7.4

Sample average 11.4 4.1 6.2 4.7 4.5 4.1 3.5 7.3 5.0 6.7 7.5
1) Comparison with mass produced and small scale farm produced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t-test, p<0.05 level

특성에서도 반영되어 대기업 생산 개량식 한식 간장 제품들

이 경기지역 생산 한식 간장에 비해 짠맛은 약했으며, 단맛은 

약간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공식품 내

의 나트륨 저감화 노력이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한식 간장에

도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기타 다른 관능적 특성을 

비교하면 경기지역 생산 재래식 한식 간장이 색의 진한 정도

는 강하였다. 향 특성의 경우, 대기업 생산 개량식 한식 간장

이 발효향, 신내, 짠내, 톡 쏘는 향이 유의적으로 더 강하였으

나, 메주향은 경기지역 간장이 더 강하게 평가되었다. 맛 특성

을 비교하면 경기지역 생산 재래식 한식 간장 제품이 신맛 감

칠맛, 발효향미가 유의적으로 더 강하였으며, 대기업 생산 개

량식 한식 간장 제품은 깔끔한 맛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전통방식으로 제조하는 한식 간장은 밀이나 쌀 등의 전분

질 없이 메주와 소금, 물로 발효 숙성시키는 주요 특징이다. 
간장의 생산은 대규모 식품업체 외에도 소규모 농가에서도 

활발히 생산하고 판매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규모 업체

와 경기지역의 소규모 농가에서 제조된 한식 간장의 이화학

적 특성 및 관능적 특성을 분석, 비교하였으며, 한식 간장의 

관능적 품질인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화학적 인자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총 10종의 한식 간장을 분석하였고, 이화

학적인 검사로는 수분 함량, 염도, 순추출물, 당도, 환원당, 아
미노태 질소, 산도, pH, 색도(L, a, b)의 측정을 실시하였고, 관
능적 특성 분석은 묘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경기지

역의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된 한식 간장은 대기업 생산 개량

식 한식 간장 제품에 비해 염도와 산도는 유의적으로 높았으

나, 환원당 함량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규모 농가 생

산 제품은 관능적 특성에 있어서도 강한 발효 향미, 신맛, 쓴
맛 등이 발현된 반면, 대규모 업체 제품은 알콜 향미, 단맛, 
감칠맛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원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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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산도,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액젓 향미, 감칠맛, 풍부한 

향미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염도는 전체적인 향

미 강도와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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