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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characteristics of radish treated with red clay-processed materials (RCPM) were investigated. 
Two different types of treatments using RCPM including a control were farm-raised in identical environments. General 
components, texture, nutri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were performed. For general components analysis, total amounts 
of crude fat and ash were higher in radish treated with RCPM than in control. RCPM-treated radish showed higher 
contents of minerals (P, Mg, K, Zn, Mn, and Na) and vitamins (vitamin C, thiamin, and riboflavin) than those of 
control. RCPM-treated radish exhibited high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than 
those of control, indicating higher antioxidant activities of radish raised by RCPM. In the textural analysis following 
refrigeration for 4 weeks, RCPM-treated samples showed a more stable texture and higher hardness values than those 
of control. Therefo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CPM can be used to produce high-value radish of premium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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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무(Raphanus sativus L.)는 십자화과 작물로, 배추, 마늘, 

고추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소 중의 하나이며 고려

시대부터 재배가 보편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무의 

재배는 8월 중순이나 하순에 파종하여 11월에 수확하는 가

을무 재배, 3, 4월에 터널 내에 파종하여 5, 6월에 수확하는 

봄무 재배, 5, 6월에 파종하여 7, 8월에 수확하는 여름무 재

배가 있으나 여름무 재배는 해발 600 m 이상 되는 고랭지에

서 가능하므로 보통은 가을무 재배가 주종을 이룬다(2). 저

온 감응성과 일장감응의 차이로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계

절별, 품종별로 특성이 다양하여(3) 여러 품종의 무를 용도 

및 시기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새

로운 작형 세분화와 저온 감온성이 낮은 품종을 개발하여 

무의 연중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4). 그러나 오랜 기간의 

연작으로 인해 탄저병과 같은 병해가 발생되며 최근 무에 

발생하는 병해로는 19종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5). 미생물

에 의한 병해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 Fusarium 

oxysporum f. sp. raphant는 무의 뿌리에 침투하여 시들음

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6). 또한 

무 재배 시 많은 양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하여 각종 병해

와 생리적인 장해가 증가하여 무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7). 이러한 이유 등으로 무의 수확량은 매년 감소

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2007년도 무의 재배면적은 

11,775 ha고 471,411 톤의 무가 생산되었으나 2012년도 

무의 재배면적은 5,615 ha였으며 227,189 톤의 무가 생산

되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감하였다(4). 따라서 현재 사용

되는 화학적인 비료 대신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고 무의 생장

을 촉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

다. 무는 주로 수분과 당질로 이루어져 있으나, K, Na, Mn, 

비타민 C의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품질평가의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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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된다(8). 또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무는 주로 김장용

과 단무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에 사용되는 무는 저장

기간이 지남에 따라 연부현상을 일으켜 조직감의 변화가 일

어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9,10). 그러므

로 저장기간 동안 조직감의 유지는 무의 중요한 품질지표 

중 하나로 고려된다.

황토는 50~60%가 SiO2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규소 성분

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11). 황토 내의 SiO2는 실질적으로 

불용성이므로 황토를 미세한 분말로 처리하더라도 토양이

나 작물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SiO2가 주성분인 황토

에 일정량의 Na, K, Ca, Mg, Zn, Mn, Mo, Co, Cu 등의 

물질을 단독 또는 일정 배합비율로 혼합한 후 고온에서 가

열, 용융시키면 SiO2의 조직이 붕괴되어 SiO3
2- 형태의 이온

으로 존재하게 되어 물과 접촉 시 용해될 수 있다. 이렇게 

가공된 신소재는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흡착

기능을 나타내 신 개념의 친환경 비료, 농약 및 사료로써 

규산 및 미네랄 용출, pH 완충작용 등의 멀티기능성을 나타

내고 인체에 무해하며, 탈취, 규산과 미네랄 제공, 미생물 

성장촉진, 병충해 방제 등의 기능을 갖는다(12). 가공황토 

소재는 장어의 양식에 적용되어 토코페롤 함량 및 항산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감의 냉-해동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13). 또한 규소성분에 의해 황토를 배지로 사용했을 시 작

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높은 수분 보유력을 

지니고 있어 수량 증가의 효과가 나타난다(14). 황토는 다양

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황토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광

물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황토의 구성물질인 점토광물의 

종류는 황토가 형성된 지질환경, 수문환경, 지형 및 기후 등

에 의하여 결정되고 대부분 표면이 넓은 복층의 벌집구조를 

이루고 있다(15). 이 구조의 구멍 안에는 다른 물체의 분자

활동을 자극하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및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된다.

황토를 활용한 토양의 중금속 오염 방지 및 토양의 질 향

상에 응용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황토를 직접적으로 가공 

후 적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의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 가공황토소재를 적용

한 무의 일반성분, 영양소, 기능적 특성 및 물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황토가공소재의 나노슬러리 형태 분쇄

를 위하여 이온코리아(경북 진천소재)에 위탁 가공을 수행

하였다. 황토소재의 분쇄공정은 3 mm 이하로 분쇄한 다음 

볼밀로 10 μm 이하로 분쇄한 후 평균 500 nm 크기로 습식

분쇄 하였다.

무 종자는 홍농씨앗 청운무(종자번호 제10-안성-2011- 

10-02호)를 사용하였으며 육묘용 상토(TKS-2, FloraGard, 

Oldenburg, Germany)와 50구 육묘용 포트를 이용하여 파

종하였다. 2.0 m×2.0 m 처리구에 0.5 m×0.5 m 간격으로 

9개씩 정식하였고 처리구마다 0.5 m의 버퍼를 두었으며, 

각 처리구별 난괴법 3반복 처리하였다. 시료는 3반복 내에

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황토 무처리 군을 대조구로 사용하

였고, 실험구의 조건은 가공황토소재 슬러리를 물에 4,000 

ppm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실험구1(10 L의 황토

희석액 1차 처리 후 8주간 재배)과 실험구2(10 L의 황토희

석액 파종 시 1차 처리, 4주 후 2차 처리 후 8주간 재배)로 

구분하였다. 농약살포는 하지 않았으며 최종 수확 및 재배환

경(25°C) 등 모든 실험조건이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무의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 분석으로 수분 함량, 조단백 함량, 조지방 함량, 

조회분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AOAC법(16)에 준하여 실시하

였다. 수분은 105°C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였고 조단

백질은 micro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회

분은 550°C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무의 무기성분 분석

시료는 극초단파분해기(Multi wave 3000, Anton paar, 

Graz,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해하였으며 시료 0.3±0.3 

g에 질산 10 mL를 가하여 분해하였다. 분해된 시료액 50 

mL를 플라스크에 정용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으며 표

준용액(Multi Element calibration standard 21, 100 μg/ 

mL, ICP grade, PerkinElmer, Billerica, MA, USA)과 함

께 ICP-0ES(Optima8300, PerkinElmer)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유도결합질량분석기(plasma control Gas flow)의 

작동조건은 Plasma 10 L/min, Auxiliary 0.2 L/min으로 하

였고, RF Power 1,450 watts, Pump flow rate 1.5 mL/min

으로 하였다. 각 무기성분의 검출파장은 K 766.490 nm, Ca 

317.933, Fe 238.204, Na 589.592였다. P의 경우 몰리브

덴 청색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시/자외선분광광도

계(Optizen 2120UV Plus, Mecasys,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무의 비타민 분석

비타민 함량은 식품공전(17)의 시험방법을 기준으로 하

여 비타민 C, thiamin, riboflavin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비

타민 C의 경우 5% metaphosphoric acid를 첨가하고 soni-

cator를 이용하여 30분~1시간 동안 추출하여 시험용액으

로 사용하였다. 시험용액은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Agi-

lent 1200 Series, Agilent, Santa Clara, CA, USA)를 통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으로 칼럼은 Peakman sp. AQ- 

C18(4.6×250 mm, 5 μm, Peackman, Ammerbuch, Ger-

many)을 사용하였으며 칼럼 온도 25°C, 반응액의 유속 1 

mL/min, 시료주입량 20 μL로 하였다. Thiamin, riboflavin

은 Martins 등의 방법(18)으로 추출 후 고속액체크로마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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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omponents of radish                 (%)
Radish

    Control Treatment 1 Treatment 2
Total moisture
Total crude
  protein
Total crude fat
Total crude ash

102.13±13.47a1)2)

  0.93±0.42a

  0.21±0.12c

  0.72±0.09b

94.27±0.12a

 1.14±0.20a

 0.70±0.22b

 0.78±0.07b

91.93±0.23a

 1.43±0.13a

 0.99±0.10a

 1.13±0.06a

Treatment 1: RCPM was treated at the beginning of growth only.
Treatment 2: RCPM was treated at the beginning of growth and
after 4 weeks.
1)Mean±standard deviation.
2)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래피(Agilent 1200 Series, Agilent)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으로 칼럼은 Unison US-C18(2 mm×150 mm×5 

μm, Imtakt, Portland, OR, USA)을 사용하였으며 칼럼 온

도는 35°C, 반응액의 유속은 0.3 mL/min, 시료주입량은 

0.5 μL로 하였다. 

무의 에탄올 추출물 제조

무를 세척한 후 2~3 mm 크기로 잘게 썬 뒤 시료 양의 

2배에 해당하는 80%(w/v) ethanol을 가해 실온에서 자동

교반기(Hot plate and magnetic stirrer, VS-130SH, 

Vision,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추출하

였다(19). 추출액은 감압여과 후 여액을 40°C 수욕상에서 

감압농축(Rotary vacuum evaporator N-N1, Eyela, 

Gyeonggido, Korea)을 한 뒤 동결건조(FD8508, Ilshin, 

Gyeonggido, Korea) 하여 분말화 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알칼리 조건에서 Folin Ciocalteu 시

약이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되어 몰리브덴 청색을 

나타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20). 20 mg/mL의 추출물에 

0.5 mL의 1 M Folin Ciocalteu를 가한 뒤 상온에서 3분간 

방치하였다. 10% Na2CO3 1.5 mL를 가한 후 암소에서 한 

시간 방치한 뒤 725 nm에서 흡광도(Elisa reader, Biotex 

unstrument powerwave XS, Pascalbio, Gyeonggido, 

Korea)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0~0.1 mg/mL의 gal-

l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 g당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의 라디칼 소거 효과를 측정

하는 Blios(21)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20 mg/mL로 

희석한 시료 0.2 mL에 0.2 mM DPPH solution 0.6 m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

(Biotex unstrument powerwave XS, Pascalbio, Pfor-

zheim, Germany)를 측정하였다. 무처리구와 처리구의 값

을 비교하여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무의 조직감 측정

무의 경우 조직감(견고성)이 매우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특히 저장 중 수분의 증발로 인해 무의 조직감은 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저장기간 동안 견고성을 잃고 물러지면 무

의 품질 특성은 크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견고성의 유지 여부는 무의 품질 특성과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의 저장 중 조직감 변화 측정을 위해 

시료를 4°C에 저장보관 하였고 4주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조직감을 측정하였다. 실험 2시간 전 상온에서 무를 보관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고, 세척 후 10 mm 두께로 자른 무를 

측정시료로 사용하였다. 무의 침투력 시험(penetration test)

에 의한 경도 측정은 Brookfield Texture Analyzer(TA- 

CT3, Brookfield, Middleboro, IN, USA)를 이용하여 직경 

6 mm 원통형 probe로 시료 두께의 70%를 침투하여 측정하

였다. 무의 경도는 최소 6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그룹 간

의 유의성은 Minitab version 16(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을 사용하여 분산분석을 통해 각 군 간의 

유의성 검증을 수행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

법을 사용하여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조직감 

평가를 제외한 모든 실험은 3반복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무의 일반성분 분석

황토 처리 여부에 따른 무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각 시료에 대하여 수분 함량, 조단백질 함량은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그러나 조회분 함량

은 실험구2가 대조구, 실험구1 대비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

을 나타내었다. 조지방 함량의 경우 실험구1, 2 모두 대조구

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실험구2 시료가 더 높은 

조지방 함량을 보였다. 조회분의 경우 무기성분 및 비타민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므로 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조지방은 유기용매에 녹는 지방산, 인지질, 알

코올류, 왁스류, 알칼로이드, 유기산, 지용성 색소 등이 함유

되어 있다. 황토처리구에서 높은 조지방 함량의 결과가 측정

되었으나 이는 1% 미만의 함량으로 전체에서는 적은 양을 

나타내므로 황토의 구조에 의해 무 생장 시 위와 같은 물질

의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무 시료는 수분이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단백질, 회분, 지방 순이

었다. 무에 대한 가공황토 처리 여부는 일반성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조회분과 조지방 함량에는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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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ected vitamin and mineral component of radish
(mg/100 g)

Radish
   Control Treatment 1 Treatment 2

P
Mg
K
Zn
Mn
Na
Vitamin C
Thiamin 
Riboflavin

13.870±0.798b1)2)

 8.120±0.078b

31.190±2.687c

 0.161±0.003c

 0.050±0.001c

40.585±0.629b

15.249±0.046c

 0.012±0.000c

 0.016±0.000b

 22.966±2.523a

 10.190±0.169a

340.350±6.717b

  0.183±0.004b

  0.066±0.004b

 32.210±0.566c

 17.910±0.254b

  0.016±0.001b

  0.018±0.001b

 20.745±0.639a

 10.445±0.148a

391.650±1.061a

  0.299±0.008a

  0.134±0.001a

 43.060±0.325a

 20.850±0.014a

  0.017±0.000a

  0.020±0.001a

Treatment 1: RCPM was treated at the beginning of growth only.
Treatment 2: RCPM was treated at the beginning of growth and
after 4 weeks.
1)Mean±standard deviation.
2)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radish extracts by ethano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Total polyphenol 
contents (µg GAE1)/g)

Control
Treatment 1
Treatment 2

89.12±0.04b2)3)

91.70±0.55a

89.77±0.33b

2,148.34±2.37c

2,836.33±89.05a

2,665.72±15.78b

Treatment 1: RCPM was treated at the beginning of growth only.
Treatment 2: RCPM was treated at the beginning of growth and 
after 4 weeks.
1)Gallic acid equivalents.
2)Mean±standard deviation.
3)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무의 무기성분 및 비타민 분석

황토처리 및 처리기간에 따른 무 시료의 무기성분 및 비타

민 분석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무기성분과 비타민 분석 결과 모든 분석 항목에서 실험구

1, 2의 함량이 대체적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K, 

Zn, Mn, Na의 경우 재배기간 동안 실험구2가 유의적으로 

더 높은 함량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의 대조구 함량

은 13.87±0.80 mg/100 g, 실험구1과 실험구2의 함량은 

각각 22.97±2.52 mg/100 g, 20.75±0.64 mg/100 g으로 

대조구 대비 각각의 실험구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마그네슘의 경우 대조구에서 함량은 8.12± 

0.08 mg/100 g, 실험구1, 2에서의 함량은 각각 10.19± 

0.17 mg/100 g, 10.45±0.15 mg/100 g으로 인과 마찬가지

로 실험구1, 2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은 함량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과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칼슘과 함께 뼈 조직

의 구성성분으로 골 질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성분

이다(22).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저칼슘혈증

(hypocalcemia)을 유발하고 PTH 분비에 손상을 가하는 등

의 골대사와 연관성이 깊다(23). 따라서 가공황토 소재를 

적용한 무의 인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것은 영양적인 관점

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타민 C의 함량 측정 결과, 실험구2의 경우에는 20.85 

±0.01 mg/100 g으로 측정되었고 실험구1은 17.91±0.25 

mg/100 g, 대조구는 15.25±0.05 mg/100 g으로 가공황토

소재로 재배한 무 시료에서 더 높은 비타민 C 함량이 측정되

었다. 비타민 C는 천연 항산화제로 인체에 유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콜라겐 생합성 

dopamine norepinephrine 전환에 관여하는 필수영양소인 

물질이다(24). 최근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의 섭취로 인해 

비타민 C의 결핍증은 현저히 줄었으나 감염과 흡연 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비타민 C 필요 요구량이 증가하는 실정이

다(25). 따라서 대조구에 비해 가공황토소재 처리를 하여 

재배한 무 시료에서 더 높은 항산화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실험구2의 무시료에서 thiamin과 riboflavin의 함량은 각

각 0.017±0.00 mg/100 g, 0.02±0.001 mg/100 g으로 대

조구에 비하여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Thiamin과 ribo-

flavin은 조효소로서 포도당과 지방산, 아미노산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할 때 산화, 환원반응의 촉매역할을 하므로 

영양적인 측면에서 황토의 처리가 무의 품질을 향상시킨 것

으로 사료된다(26).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는 주로 천연에 존재하는 항산화제의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는데 많이 쓰인다(27). 자유 라디칼은 생물

학적 손상을 가하는 주요 원인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무처리구와 처리구의 값을 비교하여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을 결정하였다. DPPH 라디칼 측정값은 Table 3에 나

타내었으며 측정 결과 무처리구의 값(89.12±0.04%)이 실

험구1의 값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타민 C의 함량 측정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므

로 이와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구의 항

산화 활성이 대조구 대비 유의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

며 황토의 처리 양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과일이나 채소에는 많은 폴리페놀 물질이 함유되어 대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한 과산화물질을 제거하는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나타낸다. 또한 폴리페놀 화합물은 만성질환

의 원인인 산화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생리적 요인을 제거하

여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고 파괴를 방지하는 물질로 여겨진

다(28).

무 시료에 있어 총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구에 비하여 황토 

실험구1, 2의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재배 시작 시 황토

를 1회 처리한 실험구1이 2,836.33±89.05 µg GAE/g, 4주 

간격으로 2회 처리한 실험구2(2,665.72±15.78 µg GAE/g)

에 비해 높은 함량을 지닌 결과가 나타났다(Table 3).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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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ardness of radish according to storage cycle at 4°C               (Unit: g)
Week Control Treatment 1 Treatment 2

0 
1 
2 
3 
4 

6,288.75±142.03Aa1)2)3)

6,026.00±206.49Bb

6,001.00±170.60Bb

5,439.00±78.08Cc

5,263.75±127.11Cb

6,289.00±274.47Aa

6,344.50±169.80Aa

6,143.50±90.46Ab

6,550.50±310.23Aa

6,183.25±132.94Aa

6,254.25±128.04ABa

6,330.00±23.49Aa

6,287.00±75.69ABa

6,129.50±172.78BCb

6,041.25±162.44Ca

Treatment 1: RCPM was treated at the beginning of growth only.
Treatment 2: RCPM was treated at the beginning of growth and after 4 weeks.
1)Mean±standard deviation.
2)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서 황토처리구의 항산화성이 무처리구에 비하여 높다는 결

과는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와 유사하나 황토처리 

양은 총 폴리페놀 함량과 유의적 관련성이 적다고 보인다. 

무의 조직감 측정

저장기간에 따른 황토 처리 무 시료의 유변물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냉장저장 온도(4±0.5°C)에서 저장하며 조직감 

변화 및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무 시료에 있어 조직감은 품

질결정요인의 가장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 견고성(hard-

ness)은 무의 중요한 품질 지표로 보고되고 있다(9,10).

무 시료의 견고성은 조직감 분석법인 침투력 시험(pene-

tration test)에서 얻는 최대 peak 값으로 나타낸다. Table 

4는 침투력 시험에 의한 무의 안정성 분석을 통해 견고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대조구의 경우 저장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견고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실험구1은 저

장기간 동안 견고성의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으며 실험구2는 

저장시작 전(0주)에 비교하여 4주차에 견고성이 유의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대조구에 비하여 견고성의 

감소율이 적고 유의적으로 높은 경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1~4주간의 저장주기에서 대조구의 견고성은 황토 

실험구1, 2에 비하여 낮은 견고성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황토가공소재를 처리하여 재배한 무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저장 시에도 무처리구 대비 견고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

적인 조직감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공황토소재를 

활용하여 재배한 무의 품질 유지 및 이를 활용한 가공품 개

발 시 장점이 될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무의 재배 시 가공황토 처리 여부에 따른 무 시료

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고자 무 시료를 동일한 조건으로 재배

하여 일반성분, 물성, 영양소,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회분과 조지방 함량에서 실험구1, 2가 대조구 대비 더 높

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분석된 모든 무기성분 및 비타

민 함량에서 실험구1, 2가 대조구 대비 유의적으로 높은 함

량을 나타내었다. 실험구1, 2에서 비타민 C의 함량이 대조

구보다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항산화 활성 또한 유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견고성 측정 결과 대조구

에 비하여 황토처리 된 실험구1, 2의 경우 저장기간 동안 

견고성 감소율이 낮아 저장기간 동안 조직감의 유지가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 재배 시 친환경 가공황토소

재를 화학비료 대신 적용하여 재배할 경우 무의 저장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무 생산이 가능해지고 기능성이 부가된 다

양한 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이 가능해져 국내 무 시장

의 활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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