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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herb)는 herba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약초, 
향초 및 향신료나 약으로 사용되는 식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잎, 꽃, 뿌리, 줄기, 열매 등에 독특한 향과 맛이 

있어 향신료 등으로 많이 사용하여 왔다. 약리적 기능성에 

따라 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독특하고 강한 향과 관련

하여 음용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식품에 첨가함으로써 강한 

향미를 부여하고, 비린내나 이취 등의 억제 등 풍미를 개선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쓰임새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허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00
년을 전후하여 식용이나 약용뿐 아니라, 관상용, 방향용, 미
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허브에 대한 연구로 

약리적인 효과, 생체 기능성 효과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허브와 녹차를 이용한 식용유의 산패 억제(Ryu 등 

2018), 페퍼민트 첨가 콩기름의 산화방지 효과(Choe & Kim 
2018)와 같이 유지에 대한 천연 산화방지제로의 효과, 로즈

마리 첨가 양파 김치의 제조(Kim JH 2003), 허브류를 첨가한 

저염 멸치젓의 숙성(Shin 등 2001) 등 허브를 첨가한 식품개

발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간장은 콩 단백질을 원료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음식의 조

미료로 활용되고 있다. 일상적으로 먹는 간장은 특유의 감칠

맛으로 식품의 풍미를 개선하는 대표적인 전통식품이나 높

은 소금 함유량은 현대인의 건전한 식생활의 유지에 문제점

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간장은 한식에 있어서 첨가되지 

않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간장의 맛이나 품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구피 젤라틴 

가수분해물을 이용한 조미간장의 제조(Kim 등 1993), 헛개 열

매와 배 추출물을 첨가한 향신 간장소스(Oh & Song 2013), 수
액을 첨가하여 제조한 간장(Choi 등 2006; Cho 등 2007), 곰취, 
컴푸리를 첨가한 양조간장의 제조(Kang 등 1999), 산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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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and higher sugar content than without herbs. The colorness according to the type of herb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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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소스의 개발(Oh & Kim 2006), 약용식품 열수추출물을 

첨가한 간장(Shim 등 2008)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

나, 허브의 기능성을 추가한 간장의 제조에 관한 연구는 진

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장에 허브를 첨가하여 허브의 기능성

을 포함한 새로운 간장의 제조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추출조건
허브는 전북 남원에서 2018년에 수확한 것으로 저온에서 건

조시킨(24~28℃, 36h) 로즈마리(rosemary), 레몬밤(lemon balm), 
스피아민트(spearmint), 페퍼민트(peppermint)를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간장은 2018년에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에서 제조․판매하는 생간장을 사용하였다. 추출은 생간장

에 구입한 건조허브 4종을 각각 첨가하여 추출하되, 허브의 

수분함량을 감안하여 허브의 중량과 간장의 부피비를 맞추

어 중량별(0.5, 1.25, 2.5, 5%), 시간별(3, 5, 10, 30, 60분)로 진

탕 배양기(JSSB-50T, JSR, Gongju-City, Chungchungnam- Do, 
Korea)에서 60℃에서 추출하였다. 추출 이후 실온으로 냉각

하고 여과지(Whatman, 110mmØ)로 여과하였다. 본 추출조건

에 따른 시료의 제조는 3회 반복으로 시행하였고, 분석결과

는 각 시료 당 3회의 분석결과를 평균으로 취하였다. 

2.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AOAC의 Folin-Denis의 방법(Folin & 

Denis 1912)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추출이 완료된 허브 첨

가 간장을 10배 희석한 후 희석액 0.1 mL에 증류수 7.5 mL를 

넣고, Folin-Denis re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5 mL와 무수탄산나트륨(Na2CO3, DAEJUNG, Seoul, 
Korea) 포화용액 1 mL를 넣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10 mL로 

정용하였다. 실온의 암소에서 30분 동안 발색시키고, 흡광광

도계(Cary 50 Spectrophotometer, Varian Inc., Lake Forest, Cali-
fornia USA)를 사용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0.1~1.0 mg/mL 농도 범위의 

tannic acid(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로 표준곡

선을 계산하였다. 

3. DPPH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능 측정
허브 첨가 간장의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능 측

정은 Blois MS(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허브를 

첨가하여 추출한 간장을 10배 희석한 다음 10 μL를 취해 micro-
plate spectrophotometer(PowerWave XS, BioTek Inc., Winooski, 

VT, USA)로 517 nm에서 DPPH 반응 전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그리고 0.1 mM DPPH-EtOH 용액 190 μL를 넣고 암소, 
실온에서 30분간 발색시킨 다음, DPPH 반응 후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대조군으로 L-ascorbic acid(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으며, 1－[(시료의 흡광도/대조

군의 흡광도)×100] 에 의해 DPPH 라디칼 소거활성도를 산출

하여 %로 표시하였다.

4. ABTS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능 측정
허브 첨가 간장의 ABTS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능 측정은 

Re 등(199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ABTS((2,2'-azino- 
bis-(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7.4 mM과 potassium persulfate(DAEJUNG, 
Seoul, Korea) 2.6 mM을 물에 녹인 후, 실온의 암소에서 24h 
동안 양이온을 형성시키고, 동량의 부피비로 섞어 732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이 0.7±0.02가 되도록 희석하여 

이를 ABTS+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허브를 첨가하여 추출한 

간장을 10배 희석한 다음 10 μL를 취해 microplate spectro-
photometer(PowerWave XS, BioTek Inc., Winooski, VT, USA)
로 734 nm에서 ABTS 반응 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ABTS+ 용액 300 μL를 넣고 실온에서 3분간 발색시킨 다음, 
ABTS 반응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능 계산식은 [(대조군 흡광도－시료의 흡광도)/대조군 흡

광도×100]을 사용하여 %로 나타내었고, 대조군으로 L-ascorbic 
acid(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5. 일반 이화학적 분석
pH와 당도는 각각 pH meter기(S70 SevenMultiTM, Mettler- 

Toledo, Greifensee, Switzerland), 당도기(PR-201, ATAGO, Fukaya- 
shi, Saitam, Japan)로 측정하였다. 색도는 색차계(CM-3500d, 
KONICA MINOLTA, Hino-shi,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각 

시료의 색을 측정하였으며, 백색도를 나타내는 L(lightness), 
적색도 a(redness) 및 황색도 b(yellowness)를 지시하는 L, a 및 

b값으로 나타내었고, 각각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표준값(standard plate)의 L, a, b value는 각

각 96.19, 0.19, 1.93이었다.

6.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일반 이화학적 분석의 유의성 

검정은 SPSS 18(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test)를 실시하고, Duncan의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해 95% 신뢰 수준

에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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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허브 첨가량에 따른 항산화력의 변화
간장 20 mL에 대하여 고형분량을 감안한 허브의 양을 0.1 

g, 0.25 g, 0.5 g, 1.0 g을 첨가한 간장을 0.5, 1.25, 2.5, 5%(w/v)
의 비로 60℃의 온도에서 추출하였을 때 허브 간장 4종의 항

산화력(DPPH%, ABTS%) 분석 결과를 Fig. 1 및 Fig. 2에 나타

내었다. 첨가되는 허브의 양이 증가할수록 허브 간장 4종 모

두 항산화력이 증가하였다. 특히 레몬밤은 다른 허브에 비하

여 높은 항산화력을 보였고, 이에 비하여 로즈마리는 가장 

낮은 항산화력을 보였다. 그러나 5%로 첨가된 시료의 경우 

용적을 크게 차지하여 추출 작업이 매우 불편하였다. 따라서 

간장에 대한 허브의 첨가량은 2.5%로 추출하는 것이 최대한

의 항산화력을 가진 간장의 제조에 가장 적합한 용량비로 판

단되었다.

2. 추출시간 별 총 폴리페놀 함량의 변화
허브를 첨가한 생간장의 추출시간에 따른 총 폴리페놀 함

량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결과는 용량별 추출조

건의 결과에 따라 2.5%(w/v)의 수준으로 생간장에 60℃의 온

도에서 추출하였을 때의 결과로서 시간에 따라 총 폴리페놀

의 추출량은 약간의 상승이 있으나, 많은 양이 이미 5분에 

추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허브의 품종별로  품종간의 추

출된 폴리페놀 함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레몬밤의 총 폴리페

놀의 함량이 다른 3종의 허브보다 높은 추출량을 보였고, 로
즈마리, 스피아민트, 페퍼민트는 품종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간장으로 저온 추출한 레몬밤의 경우 총 폴리페놀의 

함량이 180~220 mg/mL의 수준으로, Jeong 등(2018)의 연구에

서는 총 폴리페놀 함량은 33.02~302.76 mg/mL의 수준으로 분

석되어 본 결과가 그 수준 안에 포함되나, 시료 전처리에 있

어 생 허브를 사용하였고, 알코올을 추출 용매로 사용되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생간장의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73.23±1.52 mg/mL로 이는 간장 자체에도 

이미 많은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허브 종류에 따른 항산화력의 변화
허브를 첨가한 생간장의 추출시간별에 따른 항산화력의 

변화는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본 결과는 용량별 추출

조건의 결과에 따라 2.5%(w/v)의 수준으로 생간장에 60℃의 

온도에서 추출한 시료를 측정한 것으로 추출 시간에 따라 총 

폴리페놀의 추출량의 변화 추이와 비슷하게 약간의 상승이 

있으나, 5분 추출 이후의 시료의 항산화력은 큰 변화가 없었

다. 그러나 총 폴리페놀의 추출패턴과는 다르게 추출물의 항

산화력은 레몬밤, 스피어민트, 페퍼민트 그리고 로즈마리의 

순으로 허브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Osawa(1994)의 

보고에 의하면 식물에서 추출된 페놀류 화합물들은 생물학

적 효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효능은 주로 항산화

력에 의한다고 보고하였다. 레몬밤의 주요 성분은 rosmarinic 
acid, caffeic acid, protocatechuic acid 등이 알려져 있고,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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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herb soy 
sauces according to amount of herbs added.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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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herb soy 
sauces according to amount of herbs added.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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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polyphenol amount of herb soy sauces 
according to extraction time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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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의 주요 항산화 성분으로는 rosmarinic acid 외에 carnosic 
acid, rosmanol 등이 보고된 바 있다(Richheimer 등 1996; Gad & 

Sayd 2015). Yu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로즈마리의 메탄올 

추출물은 매우 높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물 추출 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거활

성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Ryu 등(2018)은 대두유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두유를 레몬밤과 로즈마리 

두 가지 허브를 이용하여 침출유를 제조하여 항산화력을 측

정하였는데, 그 결과 본 실험과는 대조적으로 로즈마리가 레

몬밤에 비해 더 높은 항산화력을 보였다. 이는 본 실험에서 

물 추출 이후 측정한 항산화력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로

즈마리는 외피의 구성에 있어 다른 허브에 비하여 두꺼운 왁

스층으로 덮여 있어 일차적으로 왁스층이 유리되기 쉬운 유

지 추출에서 항산화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본 실험과 같

은 물 추출에서는 항산화력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4. 허브 간장의 이화학적 특성
허브를 첨가하지 않은 간장을 대조구로 허브첨가 간장 4

종의 이화학적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허브를 첨

가한 간장은 허브를 첨가하지 않은 간장보다 유의적(p<0.05)
으로 pH와 염도(%)는 낮고, 당도(%)는 높았다. 염도는 허브

의 종류와 관계없이 추출과정 중 허브에 흡착, 제거된 것으

로 추정되며, 당도는 허브에서 용출된 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색도 분석에 있어 L, a, b값은 유

의적(p<0.05)으로 모두 다른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용출되어 

나오는 페놀화합물은 가열되면서 갈색화 반응에 참여함으로

서 색이 더 검고 진하게 바뀌는 것으로 추측된다. 

요약 및 결론

생간장에 로즈마리, 레몬밤,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허브를 

첨가한 후 저온으로 추출하여 허브간장을 제조하였고,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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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herbs (lemon balm, rosemary, spearmint and peppermint) 
soy sauces according to extraction tim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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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f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herbs (lemon balm, rosemary, spearmint and peppermint) 
soy sauces according to extraction time. Mean±S.D.

Contents Control* Rosemary 
soy sauce

Lemon balm
soy sauce

Spearmint 
soy sauce

Peppermint 
soy sauce

pH  4.88±0.00a1)  4.84±0.01b  4.85±0.01b  4.82±0.01c  4.85±0.01b

Salinity (%) 18.60±0.41a 16.96±0.06b 16.45±0.30c 17.05±0.14b 16.78±0.11bc

Brix (%) 31.73±0.06c 31.87±0.06b 32.17±0.06a 32.17±0.06a 32.13±0.06a

Color
L 33.28±0.03a 32.60±0.01b 28.66±0.02e 29.61±0.03d 31.21±0.02c

a 40.75±0.03a 40.39±0.01b 37.60±0.01e 38.38±0.02d 39.40±0.00c

b 56.85±0.04a 55.72±0.02b 49.02±0.07e 50.63±0.10d 53.35±0.03c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1)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Control means soy sauce without any herbs.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herb soy sa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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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특성 및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생간장에 허브

를 2.5%(w/v)로 첨가하고 60℃의 저온에서 시간에 따라 추출

한 결과, 총 폴리페놀, DPPH%, ABTS% 모두 시간에 따라 증

가하였으나, 5분 추출로도 충분히 항산화력이 있는 허브간장

을 제조할 수 있었다. 허브 종류에 따른 항산화력은 레몬밤 

추출 간장이 높았으며, 로즈마리 추출은 가장 낮은 항산화력

을 보였다. 허브를 첨가한 간장은 허브를 첨가하지 않은 간

장보다 유의적(p<0.05)으로 pH와 염도는 낮았으며, 당도는 

높았고 허브의 종류에 따라 색도를 측정한 결과 L, a, b값도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레몬밤을 첨가한 허브간

장이 기능성으로 우수한 허브간장을 제조할 수 있는 재료이

며, 생간장을 열처리하는 제조과정에 60℃, 5분, 2.5%의 건조

허브를 첨가함으로써 추가공정없이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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