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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characteristics of Korean cabbage treated with red clay-processed materials (RCPM) were 
evaluated. Two different types of RCPM treatments including a control were applied for the cultivation of cabbage. 
General components, nutrients, antioxidant activities, textures, and sensory evaluation were assessed. For the nutrition 
components analysis, RCPM-treated cabbage showed higher contents of potassium and riboflavin along with lower 
content of sodium compared to the control. RCPM-treated cabbage exhibited higher total polyphenol contents than 
those of the control, indicating higher antioxidant activities. For the textural analysis under refrigeration over 4 weeks, 
RCPM-treated samples showed more stable textures based on higher hardness values than the control and RC.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RCPM would be of benefit to produce high-value added cabbage of premium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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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황토는 독일어 “Loess”에서 유래되었는데 느슨하게 결

합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화강암, 안산암, 석영조면암 

등이 열수작용이나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된 Kaolin족 점토

류에 속한다(1). 황토는 다양한 성질을 지니는데 이는 황토

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광물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황토의 

구성물질인 점토광물의 종류는 황토가 형성된 지질 및 수문

환경, 지형 및 기후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주로 표면이 넓은 

복층의 벌집구조를 이루고 있다(2). 벌집 구조 안에는 원적

외선이 다량 흡수 및 저장되어 있어 분자활동이 자극되어 

열을 받으면 발산된다. 다양한 구성물질 중 황토는 50~60%

가 SiO2로 되어 있으므로 규소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3). 황토에 함유된 SiO2는 실질적으로 불용성이기 때문에 

황토를 미세한 분말로 처리하더라도 토양이나 작물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SiO2가 주성분인 황토에 일정량

의 Na, K, Ca, Mg, Zn, Mn, Mo, Co, Cu 등의 물질을 단독 

또는 일정 배합비율로 혼합한 후 고온에서 가열, 용융시키면 

SiO2의 조직이 붕괴되어 SiO3
2- 형태의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고 물과 접촉 시 용해될 수 있다. 이렇게 가공된 신소재는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흡착기능을 나타내 신

개념의 친환경 비료, 농약 및 사료로써 규산 및 미네랄 용출, 

pH 완충작용 등의 멀티기능성을 나타내고 인체에 무해하며, 

탈취, 규산과 미네랄 제공, 미생물 성장촉진, 병충해 방제 

등의 기능을 갖는다(4). 가공 황토 소재는 장어의 양식에 적

용되어 토코페롤 함량 및 항산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감

의 냉･해동 안정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5), 무의 재배에 

적용되었을 경우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며 무의 견고성과 저

장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규소성분에 의해 

황토를 배지로 사용했을 경우 작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높은 수분 보유력을 지니고 있어 수확 시 수량 

증가의 효과가 나타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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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Brassica rapa L. ssp. pekinensis)는 김치의 원료

로 국내에서 무, 파, 고추 등과 함께 오래전부터 재배되어온 

중요한 작물이다(8). 배추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비량

이 높은 채소 중 하나로 연평균 전체 채소 소비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9,10). 그러나 배추의 경우 조직이 무르고 부

피가 크기 때문에 저장 및 유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절

에 따라 가격과 수급의 변동이 심하게 발생한다(11,12).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품종 개량에 관한 연구(13), 

저장법에 관한 연구(14), 포장 및 적재 방법 등에 따른 배추

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12,15)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실용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16). 배추 

품질 특성의 경우 품종과 같은 유전적 인자, 저장조건뿐만 

아니라 재배조건에도 영향을 받으므로(17,18) 배추의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재배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추의 품질 향상을 위

한 친환경 가공 황토 소재를 적용하여 재배한 배추의 일반성

분, 영양성분, 기능적 특성 및 물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황토 가공 소재의 나노슬러리 형태 분쇄

를 위하여 이온코리아(Gyeongbuk, Korea)에 위탁 가공을 

수행하였다. 황토 소재의 분쇄공정은 3 mm 이하로 분쇄한 

후 볼밀로 10 μm 이하로 분쇄한 다음 평균 500 nm 크기로 

습식분쇄 하였다.

배추 종자는 홍농씨앗 불암3호(종자번호 제10-안성-2011 

-10-02호)를 사용하였으며 육묘용 상토(TKS-2, Flora-

Gard, Oldenburg, Germany)와 50구 육묘용 포트를 이용

하여 파종하였다. 2.0 m×2.0 m 처리구에 0.5 m×0.5 m 

간격으로 9개씩 정식하였고 처리구마다 0.5 m의 버퍼를 두

었으며, 각 처리구별 난괴법 3반복으로 처리하였다. 시료는 

3반복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황토 무처리군을 대조

구로 사용하였고, 생황토는 보령황토(Chungnam, Korea)

를 사용하였으며 처리 조건은 재배면적 330 m2당 0.5 kg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가공 황토의 조건은 가공 황토 

소재 슬러리를 물에 2,000 ppm 농도로 희석하여 생황토와 

동일한 양을 사용하였다. 농약 살포는 하지 않았으며 최종 

수확 및 재배환경(25°C) 등 모든 실험조건은 동일하게 수행

되었다.

배추의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19)에 준하여 수분 함량, 조단

백 함량, 조지방 함량, 조회분 함량을 분석하였다. 수분은 

105°C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였고 조단백질은 micro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회분은 550°C 직

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배추의 무기성분 분석

시료는 극초단파분해기(Multi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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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S(Optima8300, PerkinElmer)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유도결합질량분석기(plasma control gas flow, 

Harrick Plasma, Ithaca, NY, USA)의 작동조건은 plasma 

10 L/min, auxiliary 0.2 L/min으로 하였고, RF power 

1,450 watts, pump flow rate 1.5 mL/min으로 하였다. 각 

무기성분의 검출 파장은 칼륨 766.490 nm, 칼슘 317.933 

nm, 철 238.204 nm, 나트륨 589.592 nm였다. 인의 경우 

몰리브덴청 비색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시/자외선

분광광도계(Optizen 2120UV Plus, Mecasys,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배추의 비타민 분석

비타민 함량은 식품공전(20)의 시험방법을 기준으로 하

여 thiamin, riboflavin, niacin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Mar-

tins-Júnior 등(21)의 방법으로 추출한 후 고속액체크로마

토그래피(Agilent 1200 Series, Agilent, Santa Clara, CA, 

US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으로 칼럼은 Unison 

US-C18(2 mm×150 mm×5 μm, Imtakt, Portland, OR, 

USA)을 사용하였으며 칼럼 온도는 35°C, 반응액의 유속은 

0.3 mL/min, 시료 주입량은 0.5 μL로 하였다. 

배추의 에탄올 추출물 제조

배추를 세척한 후 분쇄하여 시료 양의 2배에 해당하는 

80%(w/v) 에탄올을 가해 실온에서 자동교반기(hot plate 

and magnetic stirrer, VS-130SH, Vision, Daejeon, Ko-

rea)를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22). 추출액은 감

압여과 후 여액을 40°C 수욕상에서 감압농축(Rotary vac-

uum evaporator N-N1, Eyela, Gyeonggi, Korea) 한 뒤 

동결건조(FD8508, Ilshin, Gyeonggi, Korea) 하여 분말화

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

은 시료의 라디칼 소거 효과를 측정하는 Blois(23)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행하였다. 시료 0.6 mL에 DPPH solution(1.5× 

10¯4 M) 0.4 mL(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Tokyo, 

Japan)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

서 흡광도(Ultrospec 2100pro, Biochrom Ltd., Cam-

bridge, UK)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농도 구간은 0~20 mg/ 

mL로 하였으며 ascorbic acid를 양성 무처리구로 사용하였

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을 구한 뒤 검체 농도에 따른 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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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omponents of cabbage          (unit: %)
Control  RC1)  RCPM2)

Total moisture
Total crude 

protein
Total crude fat
Total crude ash

95.23±0.11NS3)4)

 1.68±0.13NS

0.001±0.00NS 
 0.56±0.02NS

96.29±0.10
 1.00±0.08

0.003±0.00
 0.45±0.05

95.34±0.68
 1.34±0.37

 
 0.01±0.01
 0.68±0.11

1)RC: red clay.
2)RCPM: red clay-processed materials.
3)Mean±standard deviation.
4)NS: not significant.

화 활성 변화곡선으로부터 산화를 50% 억제시키는 시료의 

농도를 IC50값으로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알칼리 조건에서 Folin Ciocalteu 시

약이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되어 몰리브덴 청색을 

나타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24). 20 mg/mL의 추출물에 

0.5 mL의 1 M Folin Ciocalteu(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를 가한 뒤 상온에서 3분간 방치하였다. 10% 

Na2CO3 1.5 mL를 가한 후 암소에서 한 시간 방치한 다음 

725 nm에서 흡광도(Elisa reader, BioTek Instrument 

PowerWave XS, Pascal Bio, Gyeonggi, Korea)를 측정하

였다. 표준물질로는 0~0.1 mg/mL의 gallic acid를 사용하

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 g당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assay) 측정

FRAP assay는 Pulido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25). 300 mM acetate buffer(pH 3.6), 10 mM TPTZ 

(2,4,6-tripyridyl-s-triazine)와 20 mM FeCl3을 10:1:1 

비율로 혼합하여 37±0.5°C에 15분간 방치 후 사용하였다. 

반응시약과 시료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방치한 뒤 

593 nm에서 흡광도(Ultrospec 2100pro, Biochrom Ltd.)

를 측정하였다. 표준시료로 FeSO4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이

용하여 만든 표준곡선에 대입하여 시료의 환원력을 환산하

였다. 

배추의 기기적 조직감 측정

배추의 경우 저장 중 수분의 증발로 인해 조직감이 쉽게 

변하기도 하고 배추김치의 저장 중 연화현상은 잘 알려져 

있는 품질 저하 요인이므로 배추의 조직감(견고성)은 배추

의 중요한 품질 지표 중 하나이다. 또한 배추는 저장 및 운송 

기간 동안 시료 간의 물리적 손상 등에 의해 견고성이 쉽게 

저하되기 쉽기 때문에 견고성 유지는 배추의 품질 특성 및 

상품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견고성의 

유지 여부는 배추의 품질 특성과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배추의 저장 중 조직감 변화 측정을 위해 시료를 4±1°C

에 저장보관 하였고 4주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조직감을 측

정하였다. 실험 2시간 전 상온에서 시료를 보관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고 세척하여 가로 2 cm, 세로 8 cm, 두께 0.5 cm의 

배추줄기를 측정 시료로 사용하였다. 배추의 절단강도시험

(cutting force)에 의한 경도 측정은 Brookfield Texture 

Analyzer(TA-CT3, Brookfield, Middleboro, IN, USA)를 

이용하여 너비 6 cm의 cutting knife edge probe로 시료 

두께의 70%를 침투하여 1.0 mm/s의 cross-head speed로 

측정하였다. 배추의 경도는 최소 6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하

였다.

배추의 조직감 묘사분석

배추의 묘사분석은 6개월(30시간) 이상 기본맛과 조직감 

구별 훈련을 받은 10명의 묘사분석 패널(20대 남자 3명, 여

자 7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배추의 관능 특성 도출 및 평가 

방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패널들에게 본 테스트 전 2시간 동

안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료의 준비는 기기적 조직

감 측정에 사용한 시료와 동일한 조건에서 저장된 것으로 

세척 후 가로 2 cm, 세로 8 cm, 두께 0.5 cm의 배추줄기를 

측정 시료로 사용하였다. 흰색 종이컵에 3-digit code로 표

기하여 제공되었으며 상온의 물을 함께 제공하였다. 시료는 

패널들에게 랜덤하게 제공되었고, 평가 항목은 경도, 아삭

함, 섬유질의 정도, 수분감이었으며 15점 척도법으로 평가

하였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배추의 향미관련 관능 특성

은 처리구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그룹 간

의 유의성은 Minitab version16(Minitab Inc., State Col-

lege, PA, USA)을 사용하여 분산분석 하고 각 군 간의 유의

성 검증을 수행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사용하여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상대적으로 

반복 간 편차가 큰 조직감 평가를 제외한 모든 실험은 3반복 

수행하였다. 배추의 품질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다변량으로 

분석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XLStat version2012 for Windows(Addinsoft Inc., Paris, 

France)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추의 일반성분 분석

가공 황토 및 생황토 처리 여부에 따른 배추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든 분석 항목에 대하여 각 

시료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가공 황

토 처리구의 조지방 함량이 무처리구와 황토 처리구에 비하

여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지방산, 인지질, 알코올류, 

왁스류, 알칼로이드, 유기산, 지용성 색소 등이 유기용매에 

용해되어 조지방 함량으로 측정되므로 가공 황토의 구조에 

의해 배추의 생장 시 위와 같은 물질의 생산이 증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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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ected vitamin and mineral components of cabbage
(unit: mg/100 g)

    Control   RC1)  RCPM2) 
P

Mg
K
Ca
Zn
Mn
Na
Fe

Thiamin
Riboflavin 

Niacin

 24.59±1.39a3)4)

 10.23±0.10a

195.70±0.40b

 48.96±0.79a

  0.24±0.02a

  0.15±0.00a

 25.48±0.14a

  1.01±0.43a

  0.02±0.00a

  0.03±0.00b

  0.03±0.00c

 23.04±0.86a

  8.87±0.10b 
168.10±1.80c

 33.75±0.03b

  0.22±0.00a

  0.12±0.00b

 23.36±0.21b

  0.45±0.10a

 0.001±0.00c

  0.04±0.00a

  0.04±0.00a

 27.40±0.26a

  9.08±0.08b

208.70±1.10a 
 45.93±0.88a 
  0.23±0.01a 
  0.16±0.00a 
 15.59±0.17c

  0.61±0.06a

 0.016±0.00b 
  0.04±0.00a

  0.04±0.00b

1)RC: red clay.
2)RCPM: red clay-processed materials.
3)Mean±standard deviation.
4)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FRAP value of cabbage extracts by ethano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1)

(mg/mL)

Total
polyphenol 

contents
(µg GAE2)/g)

FRAP value3)

(MFeSO4/g)

Control
RC4)

RCPM5)

8.98±0.22a6)7)

7.95±0.04b

8.82±0.16a

4.45±0.35b 
9.15±0.47a

8.50±0.21a

2.36±0.08a

3.46±0.33a

2.96±0.06a

1)Amount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hydrogen donating 
activity. 

2)Gallic acid equivalents.
3)Ferric reducing/antioxidant power assay.
4)RC: red clay.
5)RCPM: red clay-processed materials.
6)Mean±standard deviation.
7)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로 사료된다. 배추 시료는 수분이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

였고 다음으로 단백질, 회분, 지방 순이었다. 배추의 재배 

시 가공 황토 처리 여부는 일반성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조지방 함량에는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의 무기성분 및 비타민 분석

Table 2는 황토 처리에 따른 배추 시료의 무기성분 및 

비타민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무기성분과 비타민 분석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공 황토 처리구가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다. K, riboflavin, niacin의 함량이 가공 황토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더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또한 가공 황토 처리구의 K, Ca, Mn, thiamin 함량이 생황토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칼륨의 대

조구 함량은 195.70±0.40 mg/100 g, 생황토 처리구와 가

공 황토 처리구의 함량은 각각 168.10±1.80 mg/100 g, 

208.70±1.10 mg/100 g으로 대조구 대비 각각의 생황토, 

가공 황토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다. 반면 나트륨의 경우 대조구에서 함량은 25.48±0.14 

mg/100 g, 생황토 처리구와 가공 황토 처리구에서의 함량

은 각각 23.36±0.21 mg/100 g, 15.59±0.17 mg/100 g으

로 무처리구, 생황토 처리구, 가공 황토 처리구 순으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26-31) 칼륨의 섭취 증가로 인해 나트륨의 과다 섭

취에 의한 고혈압에 대해 보호 기능이 있어 혈압을 낮춰주

며, 체내 산, 염기 조절에 관여하여 골다공증과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32,33). 특히 칼륨 섭취 증가에 

의한 혈압 상승 억제 기전은 나트륨 배설 효과 및 renin- 

angiotensin 기전, Na-K-ATPase의 자극 및 혈관확장 작

용을 지닌 prostaglandin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34). 따라서 가공 황토 소재로 재배한 배추의 칼륨 함

량이 높아지고 나트륨 함량이 낮아진 것은 영양학적 측면에

서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황토와 가공 황토 처리구의 배추 시료에서 riboflavin의 

함량은 각각 0.04±0.00 mg/100 g, 0.04±0.00 mg/100 g

으로 대조구에 비하여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Niacin 함량 

측정 결과 대조구, 생황토 처리구, 가공 황토 처리구 각각 

0.03±0.00 mg/100 g, 0.04±0.00 mg/100 g, 0.04±0.00 

mg/100 g으로 riboflavin 함량 측정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Riboflavin은 조효소로서 포도당과 지방산, 아미

노산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할 때 산화, 환원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고, niacin은 조효소 형태로 세포 내 호흡과 탄수화

물, 지방산, 알코올 대사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35). 그

러므로 배추 재배의 가공 황토 적용은 영양적 측면의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생물학적 손상을 가하는 주요 원인 물질로 free radical이 

잘 알려져 있으며 DPPH는 주로 천연에 존재하는 항산화제

의 free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36).

DPPH radical 측정값은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측정 

결과 가공 황토 처리구의 IC50값(8.82±0.16 mg/mL)이 생

황토 처리구의 IC50값(7.95±0.04 mg/mL)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대조구와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생황토 처리구 대비 가공 황토 처리구의 항산화 활성

이 낮게 측정된 것은 반복 간 편차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되

며 추가 실험을 통해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만성질환의 원인인 산화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생리적 요

인을 제거하여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고 파괴를 방지하는 물

질 중 하나인 폴리페놀 화합물은 채소 및 과일에 많이 함유

되어 있다. 이 물질은 대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한 과산

화물질을 제거하는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나타낸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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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ardness of cabbage according to storage cycle at 4°C
(unit: g)

Week     Control RC1) RCPM2)

0 
1 
2 
3 
4 

2,229±100Aa3)-5)

2,423±110Aa

2,485±154Aa

2,448±73.6Aa

2,004±141Ab

2,289±172Ba

2,784±148Aa

2,606±76.5ABa

2,358±77.7Ba

2,256±72.1Bb

2,296±76.2Aa

2,755±95.5Aa

2,653±170Aa

2,697±111Aa

2,625±162Aa

1)RC: red clay.
2)RCPM: red clay-processed materials.
3)Mean±standard deviation.
4)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5)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배추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구에 비하여 생황토 

처리구와 가공 황토 처리구 모두 2배 이상의 함량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생황토 처리구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9.15± 

0.47 µg GAE/g, 가공 황토 처리구의 결과는 8.50±0.21 µg 

GAE/g으로 나타났으나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Table 3). 따라서 가공 황토 처리 배추의 항산화

성이 무처리구 대비 높다고 판단되며 가공 황토의 처리는 

배추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보인

다. 

FRAP 측정

최근에 개발된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FRAP value(38)는 환원제에 의해 낮은 pH 조건 하에서 

ferric tripyridyltriazine 복합체가 주황색에서 파란색의 

ferrous tripyridyltriazine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적용한 것

이다(39). 표준시료인 FeSO4의 표준곡선으로부터 환원력

을 환산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무처리구

(2.36±0.08 MFeSO4/g), 생황토 처리구(3.46±0.33 MFeSO4 

/g), 가공 황토 처리구(2.96±0.06 MFeSO4/g) 간의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총 폴리페놀 함량, 

FRAP value 측정 결과 처리구 간의 일정한 경향이 발견되

지 않았으나 총 폴리페놀 함량에서 가공 황토 처리구의 항산

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공 황토 소재를 장어와 무

에 적용하였을 시 항산화 활성이 높게 측정된 연구(5,6)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향후 가공 황토 소재 처리 조건

의 최적화와 관련된 지속적인 실험을 통하여 배추의 가공 

황토 적용 시 항산화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배추의 조직감 측정

배추의 조직감은 저장기간에 따라 변화하기 쉽기 때문에 

품질 결정요인의 가장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 사료된다. 가공 

황토 처리 배추 시료의 유변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냉장저

장 온도(4±0.5°C)에서 저장하며 조직감 변화 및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배추 시료의 견고성은 조직감 분석법인 절단강

도시험에서 얻어지는 최대 peak값으로 나타내었다(Table 4).

0~3주간의 저장기간에 따른 세 처리군 간의 견고성에 대

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4주 저장 시 가공 

황토 처리 배추의 견고성이 무처리구와 생황토 처리구에 비

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절단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조

구와 생황토 처리구에 비하여 견고성의 감소율이 낮아 저장 

시에 안정적인 조직감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장 초기 

제품 간 견고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조직감 분석의 

특성상 동일한 시료 간 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시료 

반복 수(본 실험에서 n=6)를 증가시키면 유의적 차이가 발

견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공 황토 처리군은 나머지 실

험군 대비 0~3주간의 저장기간 동안 가장 높은 절단강도 

수치를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생황토 배추

는 무처리 배추에 비해 2주 저장기간까지는 안정적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공 황토 처리 

배추는 무처리 배추와 생황토 배추에 비해 저장기간에 따라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공 

황토 처리 배추는 장기간 저장 동안에 조직감 변화 없이 품

질을 유지하는 반면에 생황토 배추는 단기 저장기간 동안(2

주)에만 무처리 배추보다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배추의 묘사분석

배추의 정량적 묘사분석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배추의 조직감에 대한 4개의 관능 지표(경도, 아삭함, 섬유

질의 정도, 수분이 감지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저장기

간별 각 항목에 대하여 세 처리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기기적으로 평가된 가공 황토 처리 배추의 

높은 견고성 차이를 묘사분석 패널이 감지하지 못한 이유는 

조직감의 특성상 시료 간의 품질 차이가 기기적, 관능 평가

에 의한 차이 구별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

서 향후 보다 많은 시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공 황토 

처리 배추의 조직감 관능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PCA 결과

배추 시료를 사용하여 측정된 23개의 지표 간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CA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장기간별 배추

의 조직감 측정 결과와 묘사분석 결과는 저장기간과 시료 

간의 교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저장기간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P value=0.731). 대부분의 

지표가 가공 황토 처리구와 인접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영양성분과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조지방 

함량, 조회분 함량, 인, 칼륨, 망간과의 거리가 가깝게 나타

났으며 견고성과도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트륨 

함량과는 정반대에 위치하므로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

된다. 생황토 처리구는 관능 평가 지표들과 무처리구는 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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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vitamin, mineral compo-
nents, instrumental hardness attributes, antioxidant measurements,
and sensory attributes. RC, red clay; RCPM, red clay-processed
materials. General components: ash, protein, fat, moisture. Vita-
min and mineral components: P, K, Mn, Ca, Zn, Fe, Mg, Na,
riboflavin, niacin, thiamin. Instrumental hardness: hardness_I.
Antioxidant measurements: FRAP, DPPH, total polyphenol con-
tents. Sensory attributes: moisture_S, fibrous_S, hardness_S,
crunchiness_S.

Table 5. Sensory attributes intensity of cabbage according to storage cycle at 4°C
Attributes Product1)        0 week         2 week        4 week
Hardness Con.

RC
RCPM

7.35±2.32Aa2)-4)

6.95±2.54Aa

6.60±2.56Aa

5.45±1.50Bb

6.80±2.53Aa

5.25±2.12Bb

6.70±2.74Aa

6.35±2.13Aa

6.25±2.65Aa

Crunchiness Con.
RC

RCPM

7.35±1.39Aa

7.55±1.58Aa

6.85±1.75Aa

6.60±2.26Aa

6.75±1.86Aa

6.65±2.30Aa

6.95±2.19Aa

6.75±2.31Aa

6.50±2.46Aa

Fibrousness Con.
RC

RCPM

7.85±2.23Aa

7.50±1.98Aa

7.70±1.72Aa

6.10±2.17Bb 
7.45±2.65Aa

6.05±1.90Bb

6.70±2.62ABa

6.10±2.57Ba

6.10±2.72Ba

Moistureness Con.
RC

RCPM

5.80±1.61Aa 
6.70±2.29Aa

6.25±2.09ABa

6.10±2.13Aa

5.65±1.93Ba

6.45±2.26Aa

5.55±2.04Aa

5.40±2.19Ba

5.55±1.82Ba 
1)Con.: control, RC: red clay, RCPM: red clay-processed materials.
2)Mean±standard deviation.
3)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4)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네슘 함량과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동 특성에 의해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석 결과는 이화학 실험 결과와

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배추 재배 시 가공 황토 처리 

여부는 영양성분과 배추줄기의 견고성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배추 재배 시 가공 황토 처리 여부에 따른 배추 

시료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고자 배추 시료를 동일한 조건으

로 재배하여 일반성분, 물성, 영양소, 기능적 특성 및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

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양성분의 경우 가공 

황토 처리구에서 칼륨의 함량이 무처리구와 생황토 처리구

보다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나트륨의 함량은 유의적으로 적

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견고성 측정 결과 4주 

저장 시 가공 황토 처리 배추의 견고성이 유의적으로 다른 

두 처리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저장기간 

동안 견고성 감소율이 낮아 가공 황토 처리구의 경우 생황토 

처리구에 비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조직감의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추 재배 시 친환경 가공 황토 

소재를 화학비료 대신 적용하여 재배할 경우 배추의 영양성

분이 강화된 고품질의 배추 생산이 가능해지며 저장성이 향

상된 배추의 생산 또한 가능해져 국내 배추 시장의 활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후속 연구로 가공 황토 소재

로 재배한 배추김치 제품의 품질 평가를 수행하여 가공 후에

도 가공 황토 소재의 기능성 유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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