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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옹기에서 발효된 한국 통간장의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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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olor, protease,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fermented for 120 days in Onggis obtained from five regions-Gangjin, Jeju, Ulsan, Yeoju, and Yesan in 
Korea. The brown color of soy sauce was increased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and was the highest in soy sauce 
fermented in Yesan. The values of total phenol contents, protease activity, and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and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ctivities were also increased during the fermenta-
tion period of soy sauce. Soy sauce fermented in Gangjin Onggi showed the highest protease activity, total phenol 
content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FRAP ability. The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regional Onggis affect the quality of soy sauce with in terms of color, protease activity, and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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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장은 콩을 주원료로 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조미료 중 

하나이다. 전통간장은 자연 발효시킨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 

침출시킨 액을 분리하여 다시 옹기에서 발효･숙성되면서 다

양한 아미노산과 유리당, 유기산이 생성되어 짠맛 이외에도 

구수한 맛, 단맛, 신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1). 간장의 색

은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 중에 하나로 메주를 만들기 

위하여 콩을 삶는 동안에 Maillard 반응에 의해 생성된 mel-

anoidin이 소금물에 침지하는 동안 폴리페놀 화합물과 함께 

용출되어 형성된다(2-4). 간장의 갈변 반응은 메주를 분리

한 후 여액을 달이고 옹기에서 발효하는 동안 더욱 진행되

며, 이러한 갈변 물질은 항산화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져 색과 항산화 활성에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3-7). 

간장은 식품의 짠맛을 제공하는 조미료로 이용되고 있으

나 메주를 주원료로 한 다른 발효식품과 함께 항산화, 혈전

용해능, 혈당 강하, 항암효과 등 다양한 건강 기능성을 지닌 

식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8-10). Lee 등(11)은 간장 발효

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어 여러 종류의 

기능성 peptide, tocopherol, isoflavones 및 phenolic 

acids 등의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되어 간장의 기능성을 높

여준다고 보고하였다. 

간장의 발효 용기는 간장의 원료나 제조 방식과 함께 간장

의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인자 중 하나이다. 옹기에서 발

효 숙성한 간장은 유리, PP, PET, 스테인리스 용기에 비해 

발효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하여 protease 활성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맛에 관여하는 glutamic acid의 함량을 증가시킨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2). Chung 등(13)은 황토와 분쇄토

의 배합비를 달리하여 기공을 조절한 옹기에서 간장을 발효

한 결과 색과 향기, 맛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옹기는 각 지역의 흙을 이용하여 풍토와 환경에 맞게 

고유의 방법으로 제조되어 다양한 형태와 크기, 기공 등 독

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 다섯 지역(강진, 제주, 울산, 여주, 예산)으로부터 제조된 

옹기에서 숙성된 간장의 항산화력과 갈색도 및 색도와 pro-

tease 활성을 측정하여 발효 기간 및 옹기 특성에 따른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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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옹기 및 간장 

옹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다섯 지역(강

진, 제주, 여주, 울산, 예산)의 완제품을 한국세라믹기술원

(Icheon, Korea)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사용한 옹

기는 60 L를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옹기의 모양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옹기의 배 둘레는 강진 143.10 cm, 제주 

140.85 cm, 여주 128.25 cm, 울산 124.90 cm, 예산 135.70 

cm, 전체 높이는 강진 45.60 cm, 제주 61.65 cm, 여주 51.20 

cm, 울산 44.20 cm, 예산 46.10 cm이며, 입구 두께는 23.47 

mm, 제주 21.46 mm, 여주 19.65 mm, 울산 14.86 mm, 

예산 16.03 mm였다. 옹기의 기공률은 강진이 12.11%, 제

주 0.53%, 울산 1.92%, 여주 8.85%, 예산 0.67%였다. 간장

은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것을 경북 상주시 소재 두레식품으

로부터 구입하여 다섯 개의 지역별로 두 개의 옹기에 각각 

38 kg씩 옮겨 담아 120일(2013년 7~11월) 동안 단국대학

교 자연과학관 옥상에서 자연 상태에서 저장 발효시켰다. 간

장 발효 기간 동안 옹기의 평균 온도는 20.0°C(최고 42.6°C, 

최저 -4.4°C)였다.

색도와 갈색도 측정 

간장을 분체원형 석영셀에 담아 색도계(Color JC 801, 

Color Techno System Corporation,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와 전체적인 색 변화(ΔE, color difference)를 

측정하였다. 갈색도는 간장을 200배 희석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Ultrospec 2100 pro,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K)를 이용하여 2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5,14). 

Protease 활성 측정 

1% casein 용액 1 mL를 37°C 항온수조에서 10분간 예열

한 다음 25배 희석한 간장 1 mL를 넣고 1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0.4 M TCA 용액 2 mL를 넣어 반응을 정지시키고, 

5분간 1,000 rpm에서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 1 mL를 채

취하여 0.4 M sodium carbonate 5 mL와 Folin 용액 1 mL

를 넣어 37°C 항온수조에서 20분간 반응시켜 spectropho-

tometer로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rotease 활

성(unit/mL)은 pH 7.0과 37°C의 조건에서 1% casein 용액 

1 mL를 가수분해하여 tyrosine 1 μg을 생성하는 양으로 

정의하였다.

총 페놀 함량 분석

총 페놀 함량은 Ahn 등(7)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증

류수로 10배 희석한 간장시료 100 μL에 50% Folin- 

Ciocalteu's 용액 1 mL를 가하여 교반시킨 후, 1 N Na2CO3 

300 μL를 넣고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90분 후 반응액의 흡

광도를 750 nm에서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표준곡선은 gall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총 페놀 함

량은 시료 1 mL 중의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분석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Ahn 등(7)의 방법으로 측정하

였다. 증류수로 50배 희석한 간장시료 300 μL에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용액 1.2 mL를 

가하였다. 실온에서 30분 동안 방치한 반응액의 흡광도를 

517 nm에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나타내었

다.

Scavenging

effect (%)
=(1－

absorbance of sample
)×100

absorbance of control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측정

FRAP는 Benzie와 Strain(14)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

다. 증류수로 50배 희석한 간장시료 50 μL에 FRAP 용액 

1.5 mL를 첨가하여 37°C에서 30분간 방치하였다. 반응액

의 흡광도는 593 nm에서 측정하였으며, 표준곡선은 ascor-

bic acid를 이용하여 표준 곡선을 작성하고 시료의 FRAP를 

시료 1 mL 중의 mg ascorbic acid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Minitab 16(Minitab Inc., 3081 Enterprise 

Drive State College, PA,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

으며, 옹기별 또는 발효 기간별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일반선형모형의 Tukey's test로 확인하였다. 지역별 옹기

에서 120일 발효된 간장의 항산화 활성과 색도, 갈색도, 

protease 활성 간의 상관성은 XLSTAT(XLSTAT, Paris, 

France)으로 PLS(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을 실

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색도 및 갈색도

모든 지역 옹기의 간장의 L, a, b 값은 발효 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ΔE는 발효 120일째 가

장 높았다(Table 1). 발효 120일째에는 a를 제외한 다른 모

든 색도는 지역별 옹기에서 발효된 간장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갈색도(갈변 물질 함량)는 증류수로 200배 희석한 간장

을 2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발효가 

진행될수록 증가하였다. Chung 등(4)은 갈변 물질들이 발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출되어 간장의 색이 진

해진다고 보고하였다. 발효 120일째 간장의 갈색도는 예산 

옹기의 간장이 290 nm에서 1.9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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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lor parameters and absorbance at 290 nm of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fermented in different regional Onggis
Days　 L* a* b* ΔE 290 nm

Gangjin
0
40
80

120

 9.89±0.23Aa1)2)

 9.68±0.00Aa

 9.86±0.18Aa

 9.93±0.35Aa

-1.39±0.87Aa

-1.66±0.59Aa

-1.52±1.00Aa

-2.05±0.76Ba

0.41±0.36Aa

0.32±0.11Aa

0.11±0.49Aa

0.29±0.26Aa

14.2±0.26Ab

12.9±0.07Ac

12.3±0.38Ad

15.4±0.27Aa

0.66
0.91
1.07
1.23

Jeju
0
40
80

120

 9.68±0.00Aa

 9.68±0.00Aa

 9.87±0.20Aa

 9.72±0.16Aa

-0.73±0.60Aa

-1.49±0.59Aa

-1.35±1.45Aa

-1.57±0.55Aa

0.18±0.00Aa

0.45±0.17Aa

0.49±0.31Aa

0.00±0.29Aa

14.3±0.07Ab

12.9±0.09Ac

12.3±0.40Ad

15.4±0.20Aa

1.08
0.91
1.18
1.12

Ulsan
0
40
80

120

 9.72±0.05Aa

 9.68±0.00Aa

 9.89±0.32Aa

10.01±0.27Aa

-0.40±0.41Aa

-1.24±0.59Ab

-1.68±1.17Ac

-1.22±0.52Abc

0.25±0.08Aa

0.39±0.08Aa

0.10±0.22Aa

0.36±0.39Aa

14.2±0.05Ab

12.9±0.08Ac

12.3±0.48Ad

15.1±0.26Aa

1.11
0.94
1.01
1.13

Yeoju
0
40
80

120

 9.68±0.00Aa

 9.68±0.00Aa

10.19±0.52Aa

 9.91±0.27Aa

-0.65±0.73Aa

-1.74±0.41Ab

-1.25±1.25Aab

-0.99±0.37Aab

0.25±0.17Aa

0.39±0.13Aa

0.10±0.25Aa

0.26±0.17Aa

14.3±0.09Ab

13.0±0.06Ac

11.9±0.54Ad

15.1±0.32Aa

0.82
1.00
1.09
1.06

Yesan
0
40
80

120

 9.77±0.18Aa

 9.68±0.00Aa

10.02±0.39Aa

 9.78±0.00Aa

-0.64±0.79Aa

-1.16±0.74Aa

-1.34±1.42Aa

-1.82±0.62ABa

0.34±0.31Aa

0.32±0.11Aa

0.20±0.19Aa

0.23±0.10Aa

14.2±0.06Ab

12.9±0.09Ac

12.1±0.49Ad

15.5±0.17Aa

0.94
0.89
1.27
1.92

1)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mong ganjang fermented in regional Onggi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s test
(P<0.05).

2)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mong the fermentation perio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s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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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protease activity in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fermented in different regional Onggis. 

간장의 색은 주로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이 Maillard 반응의 생성 산물인 melanoidin이 산소

를 소비하여 산화형이 되고 중합하여 착색도가 증가한다(5, 

16). 이는 Maillard 반응의 중간 생성물인 hydroxymethyl 

furfural(HMF)이 상온에서 공기와 접촉하여 흑색 착색물질

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17).

Protease 활성

콩 발효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Bacillus속이 생산한 

protease는 간장 내 단백질을 분해하여 펩타이드와 유리 

아미노산 함량을 증가시켜 풍미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혈압 

강하 작용,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및 산화 방지 등의 작용에 

기여한다(18-20). 모든 간장은 120일 발효하는 동안 pro-

tease 활성이 증가하였으며(Fig. 1), 이는 Chung 등(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강진 옹기에서 발효된 간장의 pro-

tease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여주 옹기에서 발효된 간장의 

활성이 가장 낮았다. 

Protease 활성은 간장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의 생장과 높

은 상관성이 있으며(13), 지역별 옹기의 기공률과 형태학적 

차이들이 간장 내 미생물 생장에 영향을 주어 protease 활

성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총 페놀 함량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대사산물로 

flavonoids, catechins, phenolic acids 등이 있으며, 이들

은 높은 항산화 및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다(21). Gramza 

등(22)은 발효된 콩의 대사산물로 생성된 phenolic hy-

droxyl기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각 지역

별 옹기에서 120일 동안 발효된 간장의 총 페놀 함량의 변화

는 Table 2와 같다. 간장의 발효가 진행될수록 총 페놀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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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nge of total phenolic contents in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fermented in different regional Onggis
(mg gallic acid equivalent/g)

Days       Gangjin Jeju Ulsan Yeoju Yesan
0
20
40
60
80

100
120

11.1±0.27Ae1)2)

10.8±0.20Ae

12.5±0.67Acd

12.2±0.23Ad

13.4±0.17Ac

14.5±0.21ABb

16.6±0.45Aa

10.9±0.65Ac

10.9±0.79Ac

12.1±0.38Abc

13.7±0.57Aab

13.2±1.28Aabc

15.4±1.31Aa

13.7±0.29Cab

10.3±0.67Ad

 9.9±0.12Ad

12.3±0.57Ac

14.0±0.49Aab

14.3±0.24Aa

12.8±0.86Bbc

15.4±0.27Ba

10.6±0.44Ad

11.3±0.63Acd

12.4±0.98Abc

13.7±0.38Aab

12.5±0.22Abc

13.4±0.38ABab

14.6±0.41BCa

 9.6±1.41Ab

10.4±1.28Aab

11.2±1.03Aab

12.5±1.44Aab

12.5±1.51Aab

12.4±1.32Bab

13.5±0.59Ca

1)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row for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test (P<0.05).
2)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column for each fermentation perio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test

(P<0.05).

Table 3. The change of FRAP ability in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fermented in different regional Onggis
(mg ascorbic acid equivalent/g)

Days Gangjin Jeju Ulsan Yeoju Yesan
0

20
40
60
80

100
120

32.6±0.97Ae

39.7±1.49Ad

45.5±1.51Ac

49.0±0.62Ab

53.8±1.22Aa

54.6±0.87Aa

54.3±0.92Aa

32.6±0.97Ac

32.5±1.53Bc

37.9±1.03Bb

38.2±0.76Cb

42.5±2.03BCab

44.1±2.51Ca

41.6±2.05Dab

32.6±0.97Ad

33.4±0.58Bd

37.8±2.42Bcd

40.5±1.57BCbc

44.7±0.91Bab

42.4±1.15Cab

45.7±1.46BCa

32.6±0.97Ac

40.7±0.68Ab

40.8±1.92Bb

40.4±1.19BCb

42.2±0.68BCb

49.8±0.98Ba

48.9±0.55Ba

32.6±0.97Ad

31.4±0.12Bd

38.1±1.57Bc

42.1±1.28Bab

40.0±0.60Cbc

40.6±0.92Cbc

44.2±0.60CDa

1)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row for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test (P<0.05).
2)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column for each fermentation perio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test

(P<0.05).

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발효 120일 동안 총 

페놀 함량은 평균적으로 4.12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mL 증가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강진 옹기에서 발효

된 간장이 16.6 mg GAE/mL로 가장 많았고, 예산 옹기는 

13.5 mg GAE/mL로 가장 적었다. 옹기 내 산소의 유입은 

간장의 주 발효균인 호기성 Bacillus속의 생장과 protease 

등의 효소 분비에 영향을 주어 간장의 다양한 분해산물들을 

증가시킨다. 콩을 원료로 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간

장, 된장, 청국장 등은 발효가 진행되면서 항산화력을 보유

한 tocopherol, isoflavones 및 phenolic acids 등 페놀성 

화합물의 용출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6,23,24).

FRAP 

FRAP는 페놀성 화합물이 Fe3+를 Fe2+로 환원시켜 주는 

능력이다. FRAP는 혈장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제들에 비

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항산화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15). 간장의 발효 기간과 지역

별 옹기에 따라 FRAP는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Table 

3). 강진 옹기 간장은 80일 동안 다른 간장에 비해 빠른 속도

로 FRAP가 증가하였다. 모든 간장은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FRAP가 증가하여 발효 120일째 강진 옹기 간장에서 54.3 

mg ascorbic acid equivalent(AAE)/mL로 가장 높았고, 여

주(48.9 mg AAE/mL), 울산(45.7 mg AAE/mL), 예산(44.2 

mg AAE/mL), 제주(41.6 mg AAE/mL) 순이었다. Park 등

(23)은 콩 발효 식품의 총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물질

들이 ferric 환원력을 나타내는 항산화 활성과 높은 상관관

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유리 라디칼은 체내에서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반응에 의

해 다양하게 생성되지만 이에 의한 산화적 손상은 항산화 

물질에 의해 활성산소를 감소시킴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유리 라디칼에 의한 산화적 손상

이 항산화 물질에 의해 방지되는 것을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

되고 있다(25).

각 지역별 옹기에서 발효된 간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증가하였다(Table 4). Kim 등

(26)은 전통간장이 30일 동안 발효하면서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이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발효 120일째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강진 옹기의 

간장이 43.6%, 예산 42.7%, 제주 38.2%, 울산 36.7%  그리

고 여주 34.1% 순이었다. Shin 등(5)은 90일 동안 발효한 

간장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20% 미만이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총 페놀량

이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Ahn 등(27)은 페놀

이 유리 라디칼에 수소를 제공하여 안정화시킨다고 보고하

였다. 

Cheigh 등(28)은 일반적인 간장의 갈변물질의 항산화 요

인으로 알려진 Maillard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melanoidin 

물질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Park 등(8)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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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hange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fermented in different regional Onggis (%)
Days Gangjin Jeju Ulsan Yeoju Yesan

0
20
40
60
80

100
120

28.8±1.22Ac1)2)

32.0±1.49Ac

38.9±0.63Ab

41.5±0.73Aab

44.0±0.86Aa

44.6±1.86Aa

43.6±2.04Aa

28.8±0.72Ad

32.4±1.12Ac

35.2±0.61Bbc

36.0±0.49Ab

37.5±1.39Bb

41.4±1.20Aa

38.2±1.30Bab

28.8±1.95Ac

33.3±1.26Abc

38.7±1.63Aa

38.7±1.25Aa

38.4±1.68Ba

36.3±1.14Bab

36.7±0.92BCab

24.9±0.65Ae

28.1±1.25Ad

30.4±0.59Ccd

31.3±0.29Abc

30.3±0.52Ccd

33.6±1.64Bab

34.1±0.47Ca

30.2±1.45Ad

36.8±1.87Ac

40.2±0.91Aabc

39.7±2.04Abc

41.5±0.82Aab

43.9±1.47Aa

42.7±1.59Aab

1)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row for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α=0.05).
2)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column for each fermentation perio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α=0.05).

Table 5. Correlation matrix of color and antioxidant activity in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fermented in different regional Onggis

290 nm L a b ΔE
DPPH

scavenging 
activity

FRAP
ability

Total 
phenol 

contents

Protease
activity

290 nm 1
L -0.0361)

(0.836)2)
1

a 0.061
(0.726)

-0.990
(0.000)

1

b -0.099
(0.571)

0.984
(0.000)

-0.997
(0.000)

1

ΔE -0.006
(0.972)

0.950
(0.000)

-0.965
(0.000)

0.966
(0.000)

1

DPPH scavenging
  activity

0.484
(0.003)

-0.303
(0.076)

0.330
(0.053)

-0.363
(0.032)

-0.324
(0.058)

1

FRAP ability 0.334
(0.050)

-0.252
(0.144)

0.297
(0.083)

-0.326
(0.056)

-0.278
(0.106)

0.763
(0.000)

1

Total phenol 
  contents

0.302
(0.078)

-0423
(0.011)

0.467
(0.005)

-0.485
(0.003)

-0.399
(0.018)

0.666
(0.000)

0.790
(0.000)

1

Protease activity 0.496
(0.002)

-0.423
(0.011)

0.470
(0.004)

-0.493
(0.003)

-0.351
(0.039)

0.780
(0.000)

0.765
(0.000)

0.847
(0.000)

1

1)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2)P-value.

Fig. 2. PLS regression of color, protease and antioxidant activity 
in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fermented in different regional 
Onggis.

와 접촉하는 면이 많을수록 갈변 물질의 생성이 증가하여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지역별 옹기와 항산화 활성 간의 상관관계

갈색도와 색도, 항산화 활성 및 protease 활성과의 상관

성은 Table 5와 같다. 갈색도와 항산화 활성은 전체적으로 

상관성이 낮았다. 콩을 고온에서 가열하여 메주를 제조하는 

과정 중 Maillard 반응으로 인하여 생성된 갈변 물질이 소금

물에 용출되어 간장에 존재하나 갈색도와 항산화의 상관성

이 낮은 것으로 보아 갈변 물질이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 protease 활성이 총 페놀과 높은 상관성

(R=0.85)을 보였고,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FRAP와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장을 발효시키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protease와 기능성 펩타이드, 페놀과 같은 물

질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총 페놀 함량은 

FRAP와 0.79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Choi와 Kim(1)은 간장

의 총 페놀 함량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상관관계가 

높아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부분최소제곱 회귀분석 PLS regression은 주성분 분석

과 다중회귀 분석을 결합한 형태로써 반응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 설명변수가 여러 가지일 때 벡터 값의 크기로 설명변수

의 영향력을 해석한다(29). 지역별 옹기와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성을 PLSR을 이용하여 도표화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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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옹기의 간장은 총 페놀 함량과 FRAP,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및 protease 활성 사이에 양의 상관성이 높았으

며, 예산 옹기의 간장은 ΔE, 갈색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반면 울산과 여주 지역의 옹기에서 숙성된 간장은 a값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전통간장을 각기 다른 지역별 옹기에서 숙성

시키면서 변화하는 색도, protease 활성과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다. 120일간 지역별 옹기에서 발효한 간장의 색도

는 적색도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장의 갈색

도는 발효가 진행될수록 증가하였으며 발효 120일째 예산 

옹기 간장의 갈색도가 가장 높았다. 간장의 protease 활성은 

발효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강진 옹기의 간장

에서 가장 높았다. 모든 지역 옹기에서 발효된 간장은 발효

될수록 총 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강진 옹

기의 간장은 총 페놀 함량(16.6 mg GAE/mL), FRAP(54.3 

mg AAE/mL), DPPH 라디칼 소거 활성(43.6%)이 지역별 

옹기 중에서 가장 높았다. 갈색도와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성

은 낮으나 protease 활성과 총 페놀 함량과의 상관은 높았

다(R=0.85). 120일 동안 발효된 간장의 항산화 활성, pro-

tease 활성, 갈색도, 총 페놀 함량은 지역별 옹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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