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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한 우리나라 고유의 조미료 중 하

나인 한식 간장(Choi 등 2013)은 삶은 콩을 찧어서 벽돌 모양

으로 만든 다음 수개월 동안 발효시켜 만든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장기간 숙성시켜 제조된다(Kang 등 2011). 한식 간장은 

양조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더불어 한국인의 식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통발효식품으로 세균과 곰팡이 등 미

생물의 자연발효에 의해 독특한 풍미를 생성하며, 수백 년 

동안 소비되어 왔다(Choi 등 2011).
간장은 식품제조 시 조미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한 조

미기능 외에 항산화(Kwon 등 2014), 항균 활성(Masuda 등 

1998), 항암효과(Ito 등 1993) 및 ACE 저해효과(Kimoshita 등 

1993) 등의 다양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마늘(Shin 등 2010), 천마 및 표고버섯(Kwon 등 

2014) 등 부재료의 첨가에 따른 기능성의 향상에 관한 연구

도 진행되고 있다.
한식간장의 맛은 아미노산, 유기산, 유리당 등 다양한 맛 

성분들의 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염미, 감미, 고미, 신미, 지미

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들 맛 성분의 함량 변화에 의해 맛이 

좌우된다(Kim 등 1985). 이러한 간장의 맛과 색 등 관능적 특

성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양파, 산수유(Won 등 2012) 등 

천연물 또는 약용식물 추출물(Oh 등 2002)을 첨가한 다양한 

형태의 간장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조건과 암조건에

서 각각 발아된 원료콩을 이용하여 풍미가 우수한 간장(Choi 
등 2011) 및 보리등겨로 원료를 대체한 간장(Choi & Park 
2004)과 같이 향과 맛이 우수한 간장을 개발한 사례들이 보

고되었으나, 대부분 1년 미만의 발효에 관한 연구이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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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30 kinds of long-term matured soy sauce collected from all over Korea 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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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a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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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장기 숙성된 한식간장의 품질에 관한 보고는 전무한 실

정이다.
본 연구진은 전국에서 1년 이상 숙성된 간장 30종을 수집

하여 숙성기간 별 맛성분 함량과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여 보

고한 바 있으며(Jang 등 2019), 이번 연구에서는 미생물과 품

질에 관여하는 다양한 성분의 변화를 확인하여 장기 숙성 간

장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수집
장기간 숙성된 간장을 수집하기 위하여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30종의 시료를 수집하였다. 
간장시료는 지역의 일반 가정에서 각자 제조한 것으로 지역

별로 수집된 시료의 수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즉, 
숙성기간 별로는 1년 미만 숙성간장이 7종, 1년 이상 2년 미

만 숙성간장이 3종, 2이상 3년 미만 숙성간장이 7종, 3년 이

상 5년 미만 숙성간장이 4종, 5년 이상 7년 미만 숙성간장이 

4종, 7년 이상 숙성간장이 5종으로 총 30종을 수집하여 시료

로 사용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지역 1종, 강원지역 6
종, 경상지역 9종, 충청지역 8종, 전라지역 6종이었다.

2. pH와 산도 측정
간장의 pH는 pH meter (Orion 3-Star Plus, Thermo, Waltham, 

MA, USA)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산도는 시료 10g을 취하

고 증류수 40mL로 희석한 다음 교반하면서 0.1 N NaOH 용
액을 이용하여 pH 8.3까지 도달하는데 소비된 0.1 N NaOH의 

양을 계산하였다(Choi 등 2013).

3. 수분, 순추출물 및 식염 함량 측정
수분 함량은 상압가열건조법(DE/IR-60, Vision science, 

Seoul, Korea)으로 측정하였으며(Park 등 2015), 순추출물 측

정을 위해서는 정재해사를 증발접시에 취하여 105±1℃ 항량

을 구한 후 시료 일정량을 취하여 건조시키고, 30분간 방냉

한 후 칭량하여 추출물을 구하고, 여기에 식염함량을 감하여 

순 추출물로 하였다(Lee 등 2002). 식염 함량은 Mohr법(Oh 등 

2002)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간장 1 mL를 증류수로 100배 

희석하여 실온에서 진탕 후 10 mL를 취한 뒤 10% K2CrO4 
1 mL를 첨가한 다음 AgNO3를 이용하여 적정하였다. 

4. 총질소와 아미노태 질소 측정
총질소 측정을 위해서는 간장시료 3 mL를 취하여 진한 황

산 20 mL를 첨가하여 분해시키고, Kjeltech system(1026 
Distilling Unit, Los Angeles, CA, USA)을 사용하여 증류한 후 

적정하여 소비된 0.1 N HCl의 mL를 총질소로 환산하여 양을 

구하였다. 아미노태 질소는 Formal 적정법에 의해 정량하였

다. 분쇄 한 시료 5 g에 증류수 25 mL를 가하여 1시간 동안 

충분히 교반 및 용해한 후 0.1 N NaOH로 pH를 8.4로 조정한 

다음, 중성 formalin 20 mL를 가하고, 다시 0.1 N NaOH로 pH 
8.4가 되도록 중화 적정하였다(Kim 등 2000).

5. 미생물 수 측정
간장의 숙성기간에 따른 미생물 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하여 호기성 세균은 aerobic count petri film plate(3M, St. Paul, 
MN, USA)에 접종하여 30℃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붉은

색으로 염색된 것을 집락으로 하여 측정하였다(Ha SD 1996). 
효모는 희석된 시료액을 yeast and Mold count petri film 

Mineral
Maturing period (ppm)

A B C D E F

K 6.16±0.47cd 5.55±0.78d 6.41±0.63c 6.33±0.73cd 7.00±0.41b 8.07±0.61a

Mg 1.71±0.99a 1.36±0.39b 1.10±0.71b 1.02±0.02c 0.65±0.01d 0.54±0.03e

Fe 0.06±0.02c 0.07±0.03c 0.10±0.02b 0.13±0.02a 0.12±0.02a 0.11±0.02ab

Zn 0.04±0.01c 0.03±0.01d 0.07±0.03a 0.05±0.01b 0.06±0.02ab 0.06±0.02ab

P 13.67±1.28a 10.10±0.85d 11.36±0.66c 13.65±0.91a 12.11±0.26b 12.81±0.44ab

Ca 2.20±0.69a 2.50±0.33a 2.26±1.27a 2.17±0.10a 2.38±0.08a 2.03±0.02b

A : 1 year or less, B : 1 year or more but less than 2 years, C : 2 years or more but less than 3 years, D : 3 years or more but less 
than 5 years, E : 5 years or more but less than 7 years, F : 7 years or more.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able 1. The content of minerals in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by matur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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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3M, St. Paul, MN, USA)에 접종하여 25℃에서 72시간 동

안 인큐베이터(SLI-600ND, Kukje Eng, Seoul, Korea)에서 배

양한 후 맑은 청색을 나타내는 것을 colony로 하여 균수로 

측정하였다(Ha SD 1996). 곰팡이는 potato dextrose agar(Difco, 
Detroit, MI, USA)를 사용하여 spread plate method로 25℃에서 

3일간 배양한 후 계수하였다.

6. 무기질 함량 측정
무기질은 Baek 등(2018)의 방법에 따라 K, Mg, Fe, Zn, P 

및 Ca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함량 측정을 위해서는 시료 

각 1 g을 증류수로 100배 희석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OPTIMA 2000DV, Perkin Elmer, Waltham, MA, 
USA)로 분석하였다. 기기분석 조건은 forward RF power; 
1,300W, pump flow rate; 1.5ml/min, plasma flow; 15L/min, 
auxiliary flow; 0.2L/min, nebulizer flow; 0.65L/min이었다. K, 
Mg, Fe, Zn, P 및 Ca의 분석 파장은 각각 766.490, 285.213, 
238.204, 206.200, 213.617 및 317.933 nm이었다.

7.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

었으며,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는 SPSS software packag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2,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로 유의성을 

검증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pH와 산도 변화
전국에서 수집된 간장의 숙성기간에 따른 pH의 차이를 비

교한 결과는 Fig. 1A에 나타낸 바와 같다. 간장의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pH는 중성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5). 즉, 1년 미만 숙성된 간장의 pH는 4.9±0.1을 나타내

었으나,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5~7년 숙

성간장과 7년 이상 숙성된 간장의 pH는 각각 5.7±0.1과 

6.1±0.1로 나타났다. 간장의 pH는 숙성 과정 중에 젖산균 등

의 미생물의 생육에 의해 생산된 유기산의 영향으로 낮아지

지만(Choi 등 2013), 간장의 숙성기간이 점차 증가할수록 간

장 내에 함유된 간장 내 함유된 성분의 완충작용에 의하여 

pH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산도는 Fig.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pH와 역상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3년까지는 산도의 변화가 없었

으나, 3년 이후부터는 산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5). 즉, 1년 미만 숙성된 간장의 산도는 1.27±0.12를 나

타내었으나,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7년 

이상 숙성된 간장의 산도는 0.63±0.01로 나타났다. Choi 등

(2013)은 시판 한식간장 10종을 수집하여 pH와 산도를 분석

한 결과에서 pH는 4.0~6.8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산도는 1.15~5.60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1년 미만 숙성

간장의 산도와 유사한 반면, 1년 이상 숙성간장의 산도

(0.63~1.35)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수분, 순 추출물 및 식염 함량 변화
수집된 간장의 숙성기간에 따른 수분함량과 순추출물 함

량을 확인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수분함량의 

경우(Fig. 2A), 간장의 숙성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즉 1년 미만 숙성

된 간장의 수분함량은 74.4±2.5%를 나타내었으나, 숙성기간

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5~7년 숙성간장과 7년 이상 

숙성된 간장의 수분함량은 각각 70.1±1.5%와 68.9±3.2%로 수

분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숙성기간 사이에

는 차이가 없었다. 시판되는 한식간장의 수분함량은 63.5~ 
75.4%까지 범위가 다양하며(Choi 등 2013), 개량식 간장의 수

분함량은 73.3%로 재래식 간장의 68.7%보다 높은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Kim 등 2017).
간장의 식염과 수분을 제거한 나머지 고형분을 의미하는 

순 추출물의 경우(Fig. 2B), 수분함량과는 반대의 패턴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숙성된 간장의 순 추출물 

함량은 8.74±0.73%를 나타내었으나,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7년 이상 숙성된 간장의 순 추출물 함량

은 13.14±1.14%로 나타났다(p<0.05). Choi 등(2013)에 의하면 

시판 한식간장의 순 추출물은 7.3~15.7%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Fig. 1. pH and the acidity of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by maturing period. A : 1 year or less, B : 1 year or more 
but less than 2 years, C : 2 years or more but less than 3 
years, D : 3 years or more but less than 5 years, E : 5 years 
or more but less than 7 years, F : 7 years or more.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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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대기업 생산 간장보다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한

식간장의 순 추출물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식염 함량의 경우, 간장의 숙성정도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년 미만 숙성된 간장의 식염은 22.8± 
1.8%를 나타내었으나, 숙성기간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

여 7년 이상 숙성된 간장의 식염함량은 28.3±0.1%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Ko 등 (2013)에 의하면 한식간

장의 식염함량은 양조간장과 산분해 간장의 염도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재래식 간장의 식

염함량은 17.67~29.89%의 범위라는 Kim 등(201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 총 질소와 아미노태 질소 변화
수집된 간장의 숙성기간에 따른 총질소와 아미노태 질소 

함량을 확인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총질소의 경우(Fig. 3A) 
분석된 간장은 모두 식품공전상의 기준인 0.7% 이상을 만족

하였으며,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즉, 1년 미만 숙성된 간장의 총 

질소 함량은 1.01±0.17%를 나타내었으나, 숙성기간이 증가

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7년 이상 숙성된 간장의 총 질소 

함량은 1.44±0.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Fig. 3B)도 총 질소 함량과 유사한 패턴으로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즉, 
1년 미만 숙성된 간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873.3±36.3 
mg%으로 나타났으나,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

하여 7년 이상 숙성된 간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968.2± 
38.1 mg%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장 품질의 중요한 

인자 중 한가지인 질소 성분은 콩 단백질이 가수분해되어 생

성되는 peptide와 유리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
미노태 질소는 간장 숙성도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간장 

맛의 중요한 기여 인자가 된다(Choi 등 2017). 장기 숙성 간장

의 총질소와 아미노태 질소 함량을 조사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시판 전통 간장의 아미노태 질소는 

254.98-756.54 mg%의 범위로 제품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

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o 등 2013). 본 연구에서 총

질소와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숙성기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숙성은 간장의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4. 미생물 수 비교
수집된 간장의 숙성기간에 따른 미생물 수를 확인한 결과

는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세균과 곰팡이 및 효모의 수가 

모두 숙성기간에 비례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반세균의 경우 1년 미만 숙성된 간장에서는 6.4±0.5 log 
cfu/mL를 나타내었으나,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

가(p<0.05)하여 5~7년 숙성간장과 7년 이상 숙성된 간장의 

세균함량은 각각 7.5±0.4 log cfu/mL와 7.6±0.3 log cfu/mL로 

가장 높았다. 곰팡이도 일반세균과 유사한 증가패턴을 보였

다(p<0.05). 1년 미만 숙성된 간장에서는 4.7±0.9 log cfu/mL를 

나타내었으나,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7년 

이상 숙성된 간장에서는 6.7±0.3 log cfu/mL로 곰팡이 수가 

가장 많았다. 효모의 수도 숙성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패

턴을 보였는데(p<0.05), 3년~5년 숙성된 간장에서 효모가 약

간 감소한 후 증가하여 7년 이상 숙성된 간장에서 가장 많은 

Fig. 2. The content of moisture, pure extract and NaCl 
in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by maturing period. A : 1 
year or less, B : 1 year or more but less than 2 years, C : 
2 years or more but less than 3 years, D : 3 years or more 
but less than 5 years, E : 5 years or more but less than 7 
years, F : 7 years or more.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Fig. 3. The content of total nitrogen and amino nitrogen in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by maturing period. A : 1 year 
or less, B : 1 year or more but less than 2 years, C : 2 years 
or more but less than 3 years, D : 3 years or more but less 
than 5 years, E : 5 years or more but less than 7 years, F : 
7 years or more.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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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Choi 등(1999)은 재래식 메주로 제조한 

간장을 75일간 발효시키면서 미생물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호기성 세균이 109 cfu/mL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

음 효모의 순이었으며, 숙성이 지속됨에 따라 효모류의 균수

가 좀 더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5. 무기질 함량 변화
수집된 간장의 숙성기간에 따른 무기질 함량을 확인한 결

과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모든 간장에서 P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K, Ca, Mg, Fe, Zn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래식 

간장의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천일염은 정제염에 비해 무기

질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는 해수로부터 제조되기 때문에 

NaCl 외에도 K, Mg, Ca 등 다양한 미량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a & Park 1998), 발효식품의 품

질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Kim 등 2000). 재
래식 간장의 무기질함량은 Na, Mg, K, Ca 함량이 높다고 보

고된 바 있다(Kim 등 2017). 
분석된 무기질 중 Mg은 숙성기간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K은 숙성기간에 따른 증가 패턴

을 보였다(p<0.05). Fe는 5~7년 숙성시 가장 증가하였으나, 7
년 숙성간장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다(p<0.05). Ca은 7년 이상 

숙성된 간장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Zn의 경우 숙성기간에 따

른 증가와 반복을 반복하면서 간장의 숙성기간에 따른 일정

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에

서 무기질 함량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각 지역마다 간장의 

담금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원료 콩의 

무기질 함량과 물 등의 부재료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되며, 향후 간장의 무기질 함량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장기숙성 간장의 품질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장기 숙성된 간장 30종을 수집하여 숙성기간별로 

분류한 후, 품질에 관여하는 다양한 성분의 변화를 확인하였

다. 간장의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pH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산도는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다. 총 

질소와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간장의 숙성기간이 길어질수

록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수분함량은 간장의 숙성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순 추출물은 숙성기간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였다. 세균과 곰팡이와 효모의 수는 모두 숙성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기질은 분

석된 모든 간장에서 P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K, Ca, Mg, 
Fe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기질 중 Mg과 Ca은 숙성기간에 따

른 감소패턴으로 보였으나, K은 숙성기간에 따른 증가 패턴

을 보였다. Fe는 5~7년 숙성시 가장 증가하였으나, 7년 숙성

간장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 숙성 간장에 관한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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