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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머리말
학습 포인트
ㆍ사케의 맛, 성분의 특징을 이해한다.
ㆍ사케와 일본의 전통 문화, 계절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1.1 사케의 특징
사케는 쌀과 물을 원료로 양조된 알코올 음료입니다. 사케의 외관
은 거의 투명하면서 약간 노란색으로 화이트 와인과 비슷합니다. 대
부분의 사케의 알코올 도수는 13~17%로 와인과 비교하면 약간 높으
며, 신맛과 쓴맛, 떫은맛이 적은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지니고 있습니
다.
화학 성분을 비교하면 사케는 추출물(대부분은 잔당)에서 차지하는
포도당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질소 성분이나 아미노산이 많으며, 유
기산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1 사케, 맥주, 와인의 성분 비교
알코올 (%)

사케

맥주

화이트 와인

13 – 17

4–6

10 – 13

추출물 (g/100ml)

3–6

3–4

2–8

포도당 (g/100ml)

0.5 – 4.2

0.03 – 0.1

0.1 – 3

질소 (mg/l)

700 – 1900

250 – 1000

100 – 900

글루탐산 (mg/l)

100 – 250

10 – 15

10 – 90

0.1 – 0.2

0.15 – 0.2

0.5 – 0.9

적정 산도 (g/100ml)
pH

4.2 – 4.7

4.1 – 4.4

3.0 – 4.1

호박산 (mg/l)

200 – 500

40 – 100

500 – 1500

말산 (mg/l)

100 – 400

50 – 120

250 – 5000

타르타르산 (mg/l)

0

0

1500 – 4000

이산화황(총 함유량) (mg/l)

0

-20

-250

사케의 맛을 주의 깊게 음미하면 단맛, 신맛, 쓴맛, 떫은맛 등 그
어떤 맛도 아닌 기분 좋은 맛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감칠맛(우마미)입
니다. 감칠맛은 풍미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케에는 감칠맛의
성분인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가 와인과 맥주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죠라는 타입의 사케에서는 훌륭한 과실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케는 일본의 쌀과 청정한 물, 그리고 쌀에서 감칠맛과 과실향을
끌어내는 정밀한 양조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케는 초밥 등 일본요리의 해외 진출과 함께 세계로 확산되었습
니다. 또한 사케의 자극적이지 않은 향미는 프랑스, 이탈리아 및 중화
요리 등에 모두 잘 어울려 와인, 맥주와 다른 새로운 술로 주목을 받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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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적 배경
사케는 일본에서 종종 와인, 맥주, 위스키 등 모든 알코올 음료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케는 “니혼슈”나 “세이슈”라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슈”는 한자에서는 “사케”와 같은 문자로
표현되며, 일본인은 이 한자를 “사케”, “자케”, “슈”라 읽습니다. “니혼”이
란 일본을 의미합니다. “니혼슈”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알코올
음료를 말합니다. 또한 “세이슈”의 “세이”란 청정함을 의미합니다.
사케의 원료인 쌀은 7,000 년 이상 전부터 중국에서 재배되어 왔으
며, 아시아에서는 예부터 쌀을 원료로 하는 알코올 음료가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양조 기술의 특징은 맥아 대신 곰팡이를 이
용하여 전분을 당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기술도 중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쌀과 양조 기술은 중국으로부터 유래되었으므로 사케
의 기원은 중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케처럼 청정하고 세
련된 향미를 지닌 알코올 음료는 일본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는 없습
니다. 일본의 사케에는 2,000 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그 역사 속에서 일본인이 개량을 거듭하여 완성한 것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사케는 예부터 농경제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케
를 만들어 작물이나 요리와 함께 신전에 바치고 다음에 그것들을 집
단으로 마시고 먹었습니다. 현대에도 신사에는 사케를 바치고 제례나
결혼식, 선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아침에는 가족이
모여 서로의 장수를 기원하며 사케를 함께 마십니다.
일본에서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므로 봄에는 벚꽃구경, 가을에
는 국화꽃을 띄우고 달을 보면서, 겨울에는 설경을 보면서 사케를 즐
기는 관습이 있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와 함께 식재료도 변화하여
그 계절에 맞춘 술안주가 제공됩니다.
사케를 데워 마시는 것은 9 세기 무렵의 귀족사회에서 손님을 접
대하기 위해 술을 데우는 풍습이 확산되어 18 세기 무렵에는 일 년
내내 술을 데우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카이바라 에키켄이라는 의사
는 따뜻한 술을 마시는 것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저서
인 ‘양생훈’에 쓰고 있습니다. 한편 1,300 년 전의 천황이나 귀족은 여
름에 겨울 동안 축적한 얼음을 띄워 매우 사치스럽게 차가운 사케를
즐겼다고 합니다. 1980 년대 이후에는 경쾌하고 신선한 향미를 지닌
사케가 증가하여 차갑게 만들어 서비스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림 1.1 비옥한 논에서 자라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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