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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hysiochemical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young radish kimchi 
made with YR-FNC or YR-GC cultivated by organic farming as well as kimchi made with young radish cultivated 
by chemical composting/general farming (YR-Control). YR-Control showed higher contents of water and crude protein 
than YR-FNC and YR-GC kimchi but lower contents of crude ash, dietary fiber, and vitamin C. YR-FNC and YR-GC 
kimchi also showed higher contents of P and Cu than YR-Control but lower contents of N, K, Ca, Mg, Fe, and 
Zn. YR-Control fermentation progressed faster than that of YR-FNC or YR-GC after 24 days, and YR-Control more 
rapidly reached an appropriate pH. On the other hand, YR-FNC and YR-GC kimchi fermentation progressed slow 
and did not reach a pH level below 5.3. For period of fermentation, YR-Control and YR-FNC kimchi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ducing sugar content, whereas that of YR-GC kimchi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24 days 
of fermentation (P<0.002). YR-FNC and YR-GC kimchi showed 1.5～3 times higher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than YR-Control at the beginning of fermentation, whereas YR-Control and YR-FNC kimchi showed a sig-
nificant increase in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By day 7 of fermentation, 
YR-FNC kimchi showed higher contents of lactic acid bacteria and total microbes than YR-Control. In the sensory 
evaluation, YR-FNC and YR-GC kimchi showed higher preference values than YR-Control. Therefore, kimchi made 
from young radish cultivated by organic farming has a longer freshness period than control kimchi and is characterized 
by excellent sensory quality, increased physiological contents, and improved beneficial health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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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우리의 농업생산성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증

가 및 재배기술의 향상에 의해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나,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심각하게 자연환경을 오

염시키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이 우려

되고 있다. 특히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점차 소득이 향상됨

에 따라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요구하며 유

기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비

료와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을 줄이면서 퇴비나 생물농약 등

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적 농법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1). 유기농산물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연환경 보

호, 가축복지 향상, 맛의 증진 및 건강상의 이점 등 때문이다. 

그러나 유기재배 농작물이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재배한 것

보다 건강에 좋은 생리활성물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2-4)와 그렇지 않다(5,6)는 이견에 대한 상충되는 면이 많

아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유기재배와 관행농법

으로 재배한 농작물의 영양 및 기능적 차이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7-16). 농작물의 영양성분과 생리활

성물질 함량은 재배 시 지리적 위치, 재배 품종 및 시기, 토양 

및 시비 처리 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17), 농산물 재배 

시 화학비료를 시비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유기농산물

과는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반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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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영양학적으로 풍부하다고 하였다(18). 좋은 먹거리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파이토케미컬)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요즘 파이토

케미컬이 더욱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항산화, 항암, 항염증 및 

해독작용 등의 기능을 하여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즉 생리활성물질의 함량이 높은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각종 농산물의 

생리활성물질과 건강기능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대두되

고 있다.

한국인에게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김치의 주원료인 열무

는 우리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채소 중 

하나이다. 특히 열무(Raphanus sativus)는 십자화과 채소

로써 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및 철분 등 무기질의 

함량이 많아 영양학적 가치가 높고 열무김치는 배추김치에 

비해 클로로필의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하다(19). 

열무에는 비타민과 유기황화합물인 glutathione, 페놀성 화

합물 등 각종 파이토케미컬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돌연변

이성, 항산화 및 항암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생리활성성분이 

높아 기능성식품 원료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20-24).

그러나 현행까지 주로 열무김치의 제조 방법에 따른 품질

특성 차이에 관한 연구로써 물 비율 차이(25), 담금법(4), 

온도 차이(26), 동결건조 시 품질특성(27), 저장 중 질산염 

함량 변화 연구(28)와 부재료인 매실즙(29), 톳가루(30) 및 

들깨풀(31) 등의 첨가에 따른 품질특성 차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기능성물질을 함유한 열무 생산을 

위한 일환으로써 열무 성장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32), 유황 처리하여 생산된 열무로 제조한 열무김치의 

특성과 위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33) 등이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농법 차이에 따른 열무김치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건강과 환경보존이라는 명제 하에 안전

한 먹거리 생산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열무

의 영양학적이고 기능적 특성에 대하여 일반관행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구명하는 것은 중요하며 

우리농산물의 가치 향상과 자연환경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생산된 열무

김치의 품질 및 기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기농 열무와 일반열무의 화학적 품질특성, 기능

성 및 관능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열무(young radishes; YR, 농협종묘; 초하열무)는 2013

년 전북 임실군 임실읍 정원리에 소재한 (주)영농조합 소요

원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2개월간 재배하여 수확한 열무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시험작물의 토양은 사질식양토로 pH 

(H2O, 1:5)는 6.5, 전기전도도(electric conductivity, EC)

는 0.43 dS/m, 유기물 함량은 32.3 g/kg, 총 질소 2.0 g/kg, 

유효인산(P2O5) 404 mg/kg, 치환성칼륨 0.28 cmolc/kg, 치

환성칼슘 6.5 cmolc/kg, 치환성마그네슘은 1.6 cmolc/kg이

었다. 

시비 처리구는 유기농법 일환으로 친자연개발퇴비(가축

분뇨발효퇴비 FNC CTCF2, (주)요요코리아, Jeongeup, 

Korea) 처리구와 일반퇴비 처리구(기능성 스테비아퇴비; 

가축분발효고급퇴비, ㈜한국스테비아, Jeongeup, Korea), 

대조군인 화학비료 처리구(맞춤 14호; 동부팜한농, Seoul, 

Korea) 등 3개의 처리구로 하였으며 시비처방은 국립농업

과학원에서 제안한 시비기준(34)에 따랐다. 

친자연개발퇴비-열무(YR-FNC) 처리구는 친자연개발퇴

비(310 kg/10a)에 혼합유박(100 kg/10a, 그린소일 N-P- 

K 4-1-3, (주)바이오그린텍, Damyang, Korea)을 혼합 처

리하였고, 일반퇴비-열무(YR-GC) 처리구는 310 kg/10a, 

화학비료-열무(YR-Control)는 밑거름(요소 6 kg/10a, 용

성인비 3 kg/10a, 염화칼리 9 kg/10a)+웃거름(요소 24 kg/ 

10a, 염화칼륨 15 10a-1)을 시비 처리하였다. 시험작물 재

배는 2013년 4월 5일에 파종한 후 6월 4일에 수확하여 그 

당일에 각각 처리구에 따라 열무의 일반성분 분석용 시료는 

동결건조를 실시하였고 열무김치를 제조하였다. 대조군

(YR-Control)은 화학비료를 처리하여 재배한 일반열무를 

나타내며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열무는 2종의 퇴비를 사

용하였는데 친자연개발퇴비를 처리하여 재배한 열무를 

YR-FNC, 시판 중인 일반퇴비를 처리하여 재배한 열무를 

YR-GC로 하였다.

열무의 일반성분 

열무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식부위를 3×3 cm 크기로 

잘라 골고루 섞은 비닐팩에 담아 동결건조(IlShin Biobase, 

Seoul, Korea) 하고 분쇄(Hanil, Incheon, Korea)하여 분석

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성분의 분석은 AOAC법(35)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즉 수분함량은 105°C 상압가열건조법으로, 단백질의 함량

은 Micro Kjeldahl법으로, 조지방의 함량은 에테르추출법

으로, 조회분의 함량은 550°C 건식회화법으로 각각 분석하

였고 식이섬유소의 함량은 Prosky변법으로 분석하였다(36).

김치 제조

김치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인 고추, 마늘, 생강, 부추 및 

찹쌀가루는 재래시장에서 담금 전날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김치의 재료 배합비는 Table 1에 제시

하였다. 김치 제조 방법은 열무의 크기와 모양새가 비슷한 

것을 선별한 뒤 열무 5 kg을 통째(줄기+잎)로 씻은 후 국내

에서 생산된 일반천일염(NaCl 80∼90%, 신안천일염, 신안

군, 한국)을 사용하여 7% 소금물에 2시간 절인 후 3회 세척

하여 30분간 물기를 뺀 후 동일하게 김치를 제조하였다. 부

재료인 마늘과 생강은 다듬어 깨끗이 씻은 후 믹서기(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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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gredients ration of Yulmoo kimchi
Ingredients Weight (g)

Young radish
Garlic
Ginger
Red pepper powder
Red pepper
Green onion
Anchovy juice
Thick salt
Glutinous rice

100.0
  3.0
  1.5
  4.3
 10.0
  1.6
  6.5
 －

 10.0

4050 CA, Braun, Madrid, Spain)로 곱게 분쇄하였고 부추

는 길이 7 cm로 썰고 홍고추는 씨를 빼고 깨끗이 씻은 후 

믹서기로 곱게 갈아 준비하였다. 열무김치를 제조할 때 사용

한 재료 및 양념의 배합비는 소금에 절인 열무는 100 g당 

마늘(3.0 g), 생강(1.5 g), 부추(10 g), 고춧가루(4.3 g), 청

정멸치액젓(6.5 g, 대상(주), Cheonan, Korea), 찹쌀풀(10 

g) 및 홍고추(10 g) 등 부재료를 혼합하여 열무김치를 제조

하였다(28). 제조한 각 김치를 5°C에 보관하며 24일간 발효

시켰고 일정한 기간마다 시험에 필요한 시료 채취는 담금 

직후(0일), 발효 7일 및 24일 날짜에 취하여 실험에 이용하

였다.

pH 및 산도 측정

제조된 각각의 열무김치들을 대상으로 pH와 산도를 측정

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시료를 분쇄한 후 10 g을 취한 후 

증류수를 넣어 5배로 희석한 다음 pH meter(PP-15, 

Satorius Co., Elk Grove Village, IL, USA)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산도는 AOAC 표준법(35)에 따라 시료 20 g을 

취하여 증류수로 100 mL 정용한 뒤 그중 20 mL를 취하여 

0.1 N-NaOH로 pH 8.3이 될 때까지 적정하고 citric acid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산도 (%)=V×F×A×D×1/S

V: 0.1 N-NaOH 용액의 적정치(mL)

F: 0.1 N-NaOH 용액의 역가

A: 0.1 N-NaOH 용액 1 mL에 상당하는 유기산의 양

D: 희석배수 

S: 시료채취량

환원당 함량 측정

열무김치의 환원당 함량은 시료 10 g을 취하여 추출한 

용액을 10배 희석한 뒤 1 mL를 test tube에 넣고 dinitro- 

salicylic acid(DNS) 시약 1 mL를 가하여 잘 섞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 동안 중탕시켰다(37). 상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 증류수 3 mL를 넣었다. Spectrophotometer(UV-1650 

PC,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546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glucose standard curve를 이

용하여 환원당 함량(%)을 구하였다.

총 균수 및 유산균수 측정

총 균수의 측정은 열무김치 시료 10 g을 무균적으로 취하

여 0.1% 멸균 펩톤수 90 mL를 넣어 Bag mixer(400 Model 

W STOMACHER, 한국과학상사, Siheung, Korea)로 균질

화한 후 상층액은 0.1% 펩톤으로 희석하였다. 총 세균수의 

측정을 위해 각 단계 희석액 1 mL씩을 멸균 페트리접시 3매

씩에 무균적으로 취하여 약 43∼45°C로 유지한 Plate 

count agar(Difco, St. Louis, MO, USA) 배지 약 15 mL를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페트리접시 뚜껑에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용히 회전하여 좌우로 기울이면서 검체와 배지

를 잘 섞고 냉각 응고시킨다. 특히 확산 집락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하여 다시 표준한천배지 3∼5 mL를 가하여 중첩시

킨 후 냉각 응고된 페트리 Shimadzu접시는 거꾸로 하여 

37±1°C에서 24∼48시간 배양하였다. 젖산균수는 0.05% 

BCP 지시약이 첨가된 MRS agar(Lactobacilli MRS AGAR, 

Difco)를 부어 굳인 후 확산 집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PCA 

배지를 중첩하였으며 37±1°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col-

ony 수를 계수(CFU/mL)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시료 전처리: 각 열무김치 10 g을 취하고 70% methanol 

50 mL를 가하여 microwave 시료추출장치(Mars, CEM, 

Matthews, NC, USA)를 사용하여 90°C에서 1시간 추출한 

후 100 mL로 정용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각 열무김치 시료의 총 폴리페놀화합

물의 함량 분석은 Folin-Denis법으로 측정하였다(38). 즉 

시료액 0.1 mL, 증류수 6 mL와 Folin-Denis 시약 0.5 mL

를 혼합하고 실온에서 3분간 방치한 다음 포화 Na2CO3 용액 

1.5 mL를 가하였다. 이어 실온에서 다시 1시간 방치시킨 

후 분광광도계(UV 1601, Shimadzu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용액

으로는 gallic acid를 이용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분석은 

열무김치 10 g을 칭량하고 90% 에탄올 20 mL를 가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잔류물에 80% 에탄올 8 mL로 3회 추출하였다. 전 추출액을 

합하여 80% 에탄올을 사용하여 전량을 50 mL로 넣고 혼합

하여 실온에서 40분간 정치 후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이때 표준물질은 quercetin으로 하여 정량하였다

(39).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훈련된 식품영양 전공자 

및 학생 20명의 관능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김치를 제조 

후 냉장고 5°C에 보관하면서 제조 당일(0일)과 발효 7일, 

24일이 되는 날 평가하였다. 관능평가 시 김치는 시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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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mineral, and vitamin contents of young radish

Samples1) Nutrients (g/100 g)
Moisture Lipid Protein ASH Fiber Vitamin C

YR-Control
YR-FNC
YR-GC

20.4±0.1c

14.9±0.5b

7.40±0.7a

1.83±0.1
1.81±0.2
1.77±0.1

11.8±0.1b

9.58±0.1a

10.0±0.3a

15.5±0.1a

15.1±0.3a

15.6±0.5b

36.2±0.4a

36.9±0.5a

40.9±0.5b

  9.1±0.2a

 50.6±3.5b

368.8±7.9c

P-value  0.001  0.220  0.002  0.092  0.004   0.001

Samples Mineral (mg/100 g)
N P K Ca Mg Cu Fe Mn Zn

YR-Control
YR-FNC
YR-GC

14.5±0.1c

 8.6±0.2a

 8.9±0.2b

5.7±0.3a

5.8±0.1a

7.2±0.5b

29.7±0.01b

20.8±0.01a

20.6±0.06a

2.4±0.01c

1.5±0.01a

1.8±0.01b

2.4±0.01c

1.5±0.01a

1.8±0.01b

1.8±0.1b

1.5±0.02a

1.9±0.01c

38.1±0.5b

11.5±0.2a

12.0±0.02a

13.9±0.2c

 7.6±0.02b

 6.3±0.01a

47.9±0.6c

27.8±0.6a

33.7±0.4b

P-value 0.001 0.00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1)YR-Control: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chemical fertilizer, YR-FNC: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development of compost in natural friendly, YR-GC: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general compost.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군 별로 약 15 g을 각각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으며 김치를 

섭취할 때에는 잎과 줄기를 같이 섭취하도록 하였다. 냄새를 

맡을 때는 숨을 깊이 들이 쉬면서 4∼5초 동안 냄새를 음미

하도록 하였고 맛과 질감은 김치를 삼키지 않고 씹으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시료 사이의 김치의 맛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백미 밥과 생수를 함께 제공하였다. 관능평가 항

목은 외관(appearance)에 대한 항목, 냄새에 대한 평가는 

신내(acidic odor), 군덕내(moldy odor), 풋내(fresh cab-

bage odor) 및 새콤한 내(fresh acidic odor)에 대한 항목, 

맛에 대한 조사는 신맛(acidic taste), 군덕맛(moldy taste), 

덜익은 맛(fresh acidic odor) 및 새콤한 맛(fresh sourness 

taste)에 대한 항목, 질감은 아삭아삭함(fracturability)과 

질깃함(chewiness)에 대한 항목과 종합적인 맛에 대한 항

목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각 관능적 품질의 강도는 5점 

평점법(매우 좋다: 5점, 좋다: 4점, 보통이다: 3점, 나쁘다: 

4점, 매우 나쁘다: 1점)으로 평가하게 하였으며 더 좋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검사하는 동안 김치의 관능평가 항

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통계처리 방법

모든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Software Packag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각 측정군별 3회 

반복 처리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수확 후 

시범재배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열무의 물리화학적 

특성과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으며 처리군 간 차이의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각 시료 간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관능적 평가

에 대한 얻어진 결과의 유의성 검증은 일원배치분산분석

(One way-ANOVA)으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성이 있을 경

우 Duncan's multiple range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및 영양성분

유기농 열무와 일반열무의 일반영양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일반영양성분인 수분 및 조

단백질은 유기농 열무(YR-FNC, YR-GC)보다 일반열무

(YR-Control)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조회분, 식이

섬유소 및 비타민 C는 유기농 열무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다. 무기질 중 인과 구리는 일반열무보다 유기농 열무에서 

높았으나 질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및 아연의 

함량은 유기농 열무보다 일반열무에서 높게 나타났다. 열무

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의 함량은 유기농 열무

에 비해 일반열무에서 높고 총 식이섬유소의 함량은 유기농 

열무에서 높았다. Seong 등(40)의 일반배추보다 유기농 배

추에서 수분함량은 낮으며, 총 식이섬유소의 함량(유기농 

배추 2.03%, 일반배추 1.10%)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

다. 본 연구에서 비타민 C 함량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 유기

농 열무가 일반열무에 비해 약 5배(YR-FNC)에서 40배

(YR-GC)수준까지 차이가 있었으며 유기농 배추가 일반배

추에 비해 2.5배 정도 높다는 Seong 등(40)의 결과보다 더 

큰 함량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열무의 무기질 함량은 

유기농 열무에 비해 일반열무가 높았고 Seong 등(40)의 일

반배추보다 유기농 배추의 무기질 함량이 높았다는 결과와

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농법 차이에 따른 작물

의 영양 및 기능성 성분의 함량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배환

경 및 시비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17). 

수확 후 시범재배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열무의 물

리화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열무 수확 후 시범재배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열무

의 물리화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열무 수확 후 시범재배지 토양의 pH, 총 질소량, 

칼슘 및 마그네슘 함량과 열무의 일반영양성분 중 수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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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hysical properties of soil after harvesting that influence in proximate composition of 
young radish 

Soil
pH Total N P2O5 K+ Ca2+ Mg2+

pH (soil) 1 0.995***

(0.001)
0.997***

(0.001)
0.737*

(0.024)
0.991***

(0.001)
0.988***

(0.001)

Young
radish

N -0.045
(0.909)

0.998***

(0.001)
-0.023
(0.943)

0.346
(0.362)

-0.018
(0.967)

0.084
(0.629)

P -0.258
(0.502)

-0.293
(0.445)

-0.285
(0.457)

-0.416
(0.265)

-0.313
(0.412)

-0.349
(0.357)

K -0.037
(0.924)

0.011
(0.978)

-0.017
(0.989)

0.359
(0.343)

-0.001
(0.998)

0.098
(0.601)

Ca -0.025
(0.949)

0.013
(0.973)

-0.017
(0.985)

0.083
(0.631)

-0.017
(0.985)

0.083
(0.631)

Mg -0.023
(0.954)

0.023
(0.950)

-0.008
(0.969)

0.376
(0.318)

0.005
(0.989)

0.110
(0.779)

Cu -0.003
(0.984)

-0.012
(0.978)

-0.033
(0.933)

0.078
(0.843)

-0.070
(0.858)

-0.018
(0.953)

Moisture 0.860*

(0.028)
0.908***

(0.001)
0.892*

(0.017)
0.926**

(0.008)
0.918***

(0.001)
0.969***

(0.001)

Lipid 0.109
(0.837)

0.999***

(0.001)
0.997***

(0.001)
0.742

(0.091)
0.990***

(0.001)
0.978***

(0.001)

Protein 0.980***

(0.001)
0.992***

(0.001)
0.997***

(0.001)
0.807

(0.052)
0.977***

(0.001)
0.988***

(0.001)

Ash 0.976***

(0.001)
0.998***

(0.001)
0.741

(0.092)
0.987***

(0.001)
0.976***

(0.001)
0.996***

(0.001)

Fiber 0.997***

(0.001)
0.994***

(0.001)
0.993***

(0.001)
0.704

(0.118)
0.979***

(0.001)
0.960**

(0.002)

Vitamin C 0.566
(0.242)

0.493
(0.320)

0.504
(0.308)

-0.003
(0.996)

0.429
(0.395)

0.348
(0.499)

Total polyphenol 0.178
(0.736)

0.106
(0.841)

0.149
(0.778)

-0.426
(4.000)

0.126
(0.811)

-0.280
(0.985)

Total flavonoid 0.161
(0.760)

0.093
(0.860)

0.138
(0.795)

-0.426
(0.400)

0.122
(0.818)

-0.033
(0.951)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P＜0.01, ***P＜0.001.

Table 4. Changes in pH and acidity (% citric acid) of Yulmoo kimchi with fermentation time

　 Sample1) Fermentation time (days) P-value
0 7 24

pH
YR-Control
YR-FNC
YR-GC

5.83±0.09c

5.76±0.03c

5.89±0.04c

5.61±0.13b

5.52±0.05b

5.63±0.06b

4.36±0.03a

5.41±0.03a

5.31±0.07a

0.001
0.001
0.001

Acidity
YR-Control
YR-FNC
YR-GC

0.26±0.02a

0.22±0.01a

0.25±0.02a

0.34±0.03c

0.40±0.03b

0.34±0.02b

0.26±0.05b

0.42±0.02b

0.26±0.01a

0.034
0.001
0.034

1)YR-Control: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chemical fertilizer, YR-FNC: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development of compost in natural friendly, YR-GC: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general compost.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백질 및 회분 함량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P<0.001), 토양의 pH 및 무기질 함량과 비타민 C,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열무 수확 후 시범재배지 토양의 물리적 특

성이 일반영양성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성을 분

석한 결과 재배 토양의 pH, 총 질소량, 칼슘 및 마그네슘 

함량과 일반영양성분 중 수분, 단백질, 회분과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토양의 pH 및 유기물 성분 함량과 파이토

케미컬(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함량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비처방 시 풍부한 

유기인산영양물을 공급하였고 외부의 환경적 스트레스인 

기생충이나 세균과 같은 병원성 공격이 적어서 충분한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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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unts of total microbial and total lactic acid bacteria of Yulmoo kimchi with fermentation time CFU/g 

　 Sample1) Fermentation time (days) P-value
0 7 24

Lactic acid bacteria
YR-Control
YR-FNC
YR-GC

6.76±0.07a

6.79±0.06a

6.94±0.09

6.91±0.01b

7.10±0.06b

6.88±0.04

6.70±0.09a

7.00±0.01a

6.97±0.05

0.024
0.001
0.244

Total microbial
YR-Control
YR-FNC
YR-GC

6.90±0.12
6.99±0.07a

6.81±0.06ab

6.67±0.06
7.56±0.19b

7.10±0.02b

6.55±0.06
7.00±0.01a

6.68±0.06a

0.423
0.004
0.047

1)YR-Control: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chemical fertilizer, YR-FNC: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development of compost in natural friendly, YR-GC: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general compost.

a,b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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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reducing sugar contents of Yulmoo kimchi
during fermentation at 5°C for 24 days.

활성물질의 생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pH 및 산도 변화 

시비처방을 달리하여 재배된 열무김치의 발효기간에 따

른 산도와 pH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열무김치의 pH는 

발효가 진행되면서 시비처리구 모두 급격히 유의적으로 낮

아졌다(P<0.001). 화학비료(YR-Control)와 일반유기농퇴

비 처리군의 열무김치 산도는 7일째 급격히 증가하다가 발

효 24일째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친자연개발퇴비 처

리군의 열무김치는 발효가 진행될수록 산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특히 시비 처리에 따른 열무김치의 

산도는 김치 담금 당일(0일)과 발효 7일째 산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친자연개발퇴비 처리군 열무김치의 

경우 발효 24일째 산도는 일반유기농퇴비와 화학비료 처리

군의 열무김치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일반열

무김치(YR-Control)는 발효 24일(3주째)에 적숙기 pH에 

도달하여 유기농 열무김치보다 빠르게 발효가 진행되었으

나 유기농법에 의해 생산된 열무김치의 발효가 더 느리게 

진행되어 저장기간을 연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으로 김치의 발효 중 pH 감소현상은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유기산들의 생성 증가에 의한 것이며, 발효과정 중 원

재료에 함유된 효소와 발효미생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기

산 생성 및 새콤한 맛을 부여하며 산도와 pH는 김치의 품질

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41). Kong 등(33)

은 유황 처리하여 생산된 열무김치의 경우 발효 4∼5주째에 

적숙기 pH(4.3∼4.4)에 도달하며 일반토양에서 생산된 열

무김치에 비해 pH가 빠르게 감소하고 열무김치의 pH는 저

장 4일 이후에 pH 5.0 부근에서 안정화가 되어 발효가 진행

된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42). 

본 연구의 유기농 열무김치의 산도는 일반열무김치에 비

해 발효가 서서히 진행되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5°C에서 발효시킨 열무김치의 산도는 3일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되어 13일째에는 최고치에 달하다가 감소하였다는 연

구(42) 및 일반열무김치의 발효 양상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발효과정 중 총 산도의 증가는 젖산과 초산의 생성에 의한 

것이며, 일반열무김치에 비해 유기농 열무김치의 총산 함량

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은 발효기간을 지연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환원당의 변화 

시비처방을 달리하여 재배된 열무김치의 발효기간에 따

른 환원당 함량의 변화는 Fig. 1에 제시하였다. 열무김치의 

발효기간 경과에 따른 환원당의 함량은 일반열무(YR- 

Control)와 유기농 친자연개발퇴비(YR-FNC) 열무김치의 

경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YR-GC 열무김치에서만 환

원당 함량이 발효 초기보다 24일째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02). 김치의 환원당 함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발효 

중 생성된 젖산균에 의하여 김치 재료 중의 당분이 분해되어 

생성된 유리당의 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잔류당이 50 

% 존재할 때 적숙기에 해당된다. 함초분말을 첨가한 열무물

김치의 환원당은 발효 13일에 최대치를 보인 후 감소하였는

데(43), 본 연구에서 환원당 함량의 변화는 일반열무김치에

서만 발효 7일째 적숙기에 빨리 도달하여 24일째 감소하여 

다른 양상을 보였다(28).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젖산균

이 증식되면 환원당은 감소하고, 환원당은 미생물의 영양원

으로 쓰이며 미생물의 성장에도 중요한 작용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44) 발효 시 미생물의 생육 조건은 부재료의 

조성 비율, 저장온도 및 염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다르게 

작용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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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in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Yulmoo kimchi with fermentation time　
　       Sample1) Fermentation time (days)

P-value
0 7 24

Total polyphenol 
(mg/GAE/100 g 

extract) 

YR-Control
YR-FNC
YR-GC

53.9±0.7a

85.5±7.6a

88.5±1.0

76.8±5.7b

95.9±3.1b

97.8±3.5

86.32±1.7c

115.8±2.3b

 98.2±0.8

0.008
0.049
0.368

Total flavonoid 
(mg/QE/g extract) 

YR-Control
YR-FNC
YR-GC

 3.0±0.6a

 9.6±1.4a

 9.5±0.1

 4.9±0.1b

10.8±0.4c

 9.5±0.5

  6.5±0.7c

 10.3±2.3b

  9.7±0.8

0.010
0.263
0.690

1)YR-Control: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chemical fertilizer, YR-FNC: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development of compost in natural friendly, YR-GC: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general compost.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젖산균수와 총 균수의 변화

시비처방을 달리하여 재배된 열무김치의 발효기간에 따

른 젖산균수 및 총 균수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유기농 

YR-FNC 열무김치와 YR-Control 열무김치의 젖산균수

(Lactobacillus sp.)는 담금 초기(0일)에 비해 발효 7일째 

증가하다가 24일째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발효 7일째 유기농 YR-FNC 열무김치의 젖산균수는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총 균수의 변화는 YR-Con-

trol 열무김치에서 발효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유기농 열무김치(YR-FNC, 

YR-GC)에서 발효 7일째 최대치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열무김치의 젖산균수는 

담금 초기(0일)에 비해 발효 7일째 증가하다가 24일째 감소

하여 발효 4일째에 최대치에 도달한 후 25일째 감소하였다

는 연구(28)와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유기농 열무김치의 젖

산균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5°C에서 발효시킨 열무김

치의 젖산균수는 2주(14일)째 최대치에 도달 후 서서히 감

소(33)하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

면서 미생물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젖산균수가 최대치에 이

를 때 김치의 독특한 맛, 탄산미와 향을 부여함은 물론 적숙

기의 김치의 맛을 나타낸다. 김치의 발효균은 주로 Leu. 

mesenteroides로 이 젖산균은 김치의 맛과 냄새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데 적숙기에 해당될 때 그 수가 최대치에 달

하는 반면, 젖산균수의 감소 시점에는 산패를 일으키는 Lac. 

plantarum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비처방을 달리하여 재배된 열무김치의 발효기간 경과

에 따른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Table 

6과 같다. 일반열무김치(YR-Control)는 총 폴리페놀(P< 

0.008)과 총 플라보노이드(P<0.01)의 함량은 발효 초기(0

일)에 각각 53.9 mg, 3.0 mg에서 발효 24일째에 각각 86.3 

mg과 10.3 mg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기농 일반유기농퇴비 열무김치(YR-GC)는 발효기간 경

과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유기농 친자연개발퇴비 

열무김치(YR-FNC)에서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49). 더욱이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유기농 

열무김치(YR-FNC, YR-GC)의 경우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

보노이드의 함량은 발효 초기(0일) 시점부터 일반열무김치

(YR-Control)에 비해 약 1.5∼3배 정도가 월등히 높은 수준

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발효기간이 경과하면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김치 발효 중에 아스코르브산 함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김치 재료, 발효 조건, pH, 산소량, 온도 

및 보존제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41). Kong 등(33)

에 의하면 유황 처리하여 재배한 열무는 파이토케미컬의 일

종인 sulfur 유사물질의 함량이 일반토양에서 재배한 열무

에 비해 2.5배나 높을 뿐만 아니라 AGS 암세포의 성장 억제 

효과가 높았고(11,33), 유기농 토마토가 일반토마토에 비해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2배가 더 높음을 보고하였는데(45),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식품의 영양과 

생리활성물질의 함량은 재배 품종, 성장 조건인 해충의 공격

여부, 비료사용, 기후, 수확시기, 저장 및 가공절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12,46). 본 연구에서 생리활성물

질의 함량이 크게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김치의 제조공정이

나 발효 조건이 동일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화학비료의 

투입량과 해충의 공격여부가 생리활성물질의 생성에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유기농법의 차이 때

문인지는 지속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유기농 열무김치에서 생리활성물질의 함량

이 높은 점은 향후 유기농 열무김치를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좋은 기능성물질의 함량을 높게 섭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기능성식품의 원료로서의 가치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관능적 특성

시비처방을 달리하여 재배된 열무김치를 발효기간 경과

에 따른 관능적 특성 차이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발효기간이 경과하면서 유기농 열무김치(YR-FNC)의 경우 

풋내(P<0.007)는 감소한 반면 신내(P<0.040)와 새콤한 맛

(P<0.003)은 유의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무

김치의 덜 익은 맛은 유기농 YR-FNC 김치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01), 군덕내는 유기농 YR-GC 열무김치

의 경우만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23). 열무김치의 

종합적인 맛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 유기농 열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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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nsory score of Yulmoo-kimchi during fermentation time at 5°C

      Attributes Samples1) Fermentation time (days)
P-value0 7 24

External appearance
A
B
C

3.70±0.802)

3.35±0.75
3.10±0.78

3.60±0.75
3.25±0.64
3.40±0.94

3.70±0.73
3.30±0.57
3.25±0.64

0.892
0.890
0.478

Odor acidic odor
A
B
C

1.85±0.93
1.85±1.04a

1.80±1.00

2.15±1.04
2.25±0.04ab

2.25±1.11

2.50±1.10
2.70±0.98c

2.55±1.19

0.144
0.040
0.107

Moldy odor
A
B
C

1.65±0.93
1.80±0.75
1.65±0.93a

1.90±1.07
1.95±0.99
1.80±0.77a

2.25±0.72
2.25±0.79
2.35±0.75b

0.126
0.309
0.023

Fresh cabbage odor
A
B
C

2.90±1.16
3.85±0.88b

3.80±0.83

3.20±0.95
3.50±1.10b

3.60±0.82

2.75±0.85
2.80±1.10a

3.20±0.89

0.355
0.007
0.084

Fresh acidic odor
A
B
C

2.05±1.09
1.70±0.80a

1.95±1.05

2.45±0.99
2.45±1.09b

2.50±1.10

2.50±0.89
2.80±1.10b

2.58±1.01

0.303
0.003
0.135

Taste acidic taste
A
B
C

2.20±1.36
1.80±1.19
2.00±1.17

2.45±1.19
2.20±1.10
2.25±1.07

2.45±0.95
2.35±0.99
2.45±1.06

0.742
0.271
0.435

Moldy taste
A
B
C

1.60±0.99
1.70±1.13
1.75±1.20

1.85±0.93
1.90±1.25
1.90±1.17

2.25±0.97
2.50±0.95
2.30±1.08

0.109
0.070
0.304

Fresh cabbage taste
A
B
C

3.40±1.04
4.15±0.88b

3.90±1.07

3.40±0.75
3.80±0.89b

3.45±0.99

3.20±0.77
3.05±0.99a

3.85±0.93

0.703
0.001
0.306

Fresh sourness taste
A
B
C

2.25±1.33
1.95±1.34
1.90±1.11

2.40±0.88
2.15±0.93
2.10±1.02

2.60±1.09
2.65±1.09
2.45±1.05

0.614
0.145
0.263

Texture fracturability
A
B
C

3.15±0.74
3.05±0.76
3.35±0.81

2.84±0.69
3.45±1.15
3.45±0.99

3.02±0.88
3.15±1.04
3.45±1.05

0.548
0.422
0.930

Chewiness
A
B
C

3.35±0.67
3.60±0.88
3.65±1.04

3.45±0.83
3.25±0.85
3.10±0.91

3.20±0.83
3.20±0.95
3.05±0.68

0.597
0.314
0.070

Total acceptance
A
B
C

3.15±0.93
2.45±0.83a

2.40±1.04a

3.15±0.93
3.60±0.82b

3.40±0.82b

2.85±0.93
3.65±0.95b

3.70±0.80b

0.506
0.001
0.001

1)YR-Control: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chemical fertilizer, YR-FNC: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development of compost in natural friendly, YR-GC: young-radish commonly cultivated in the general compost.

2)Mean±SD (n=20).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YR-FNC, YR-GC)는 발효기간이 경과되면서 더욱 기호도

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특히 유기농 열무

김치(친자연개발퇴비)에서 종합적인 맛과 냄새 등에 대한 

기호도의 점수가 높게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발효기간 24일

째 풋내는 감소하고 총산 함량의 생성 증가로 인하여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적정 산도 범위인 0.4∼0.75% 수준에 해당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배추김치의 가장 맛

있는 시기의 총산 함량은 0.6∼0.8%에 해당하며 배추김치

의 신맛과 신내는 숙성 2주(14일)째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

였는데(47), 본 연구에서 열무김치의 맛있는 시기는 배추김

치와는 다르게 발효 24일째에 기호도가 높았다. 김치의 적

정 발효는 재료에 따라 신맛과 신내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시점이 다르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유기농 열무김치(YR-FNC, YR-GC)는 화학비료(YR- 

Control)를 처리하여 재배한 일반열무김치에 비해 열무 자

체의 원재료 내 생리활성물질의 함량이 월등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발효가 진행되면서 김치의 맛은 더욱 증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관행농법으로 재배한 일반열무김

치에 비해 유기농 열무김치를 섭취할 경우 맛의 효과 기대뿐

만 아니라 생리활성물질까지 높게 섭취할 수 있는 점을 미루

어 볼 때 가축분뇨처리의 일괄처리기술개발로 얻어진 부산

물(친자연개발퇴비 활용)은 친환경농자재 신개념인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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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고, 향후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여 제조된 열무김치의 

섭취는 생활습관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기능

성 소재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요   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친자연개발퇴비열무(YR-FNC), 일반

퇴비열무(YR-GC)와 일반관행농법인 화학비료로 재배한 

일반열무(YR-Control)로 김치를 제조하여 발효기간의 경

과에 따른 품질특성, 관능적 특성 및 기능성에 대한 차이를 

관찰하였다. 열무의 일반영양성분 중 수분 및 조단백질의 

함량은 유기농 열무(YR-FNC, YR-GC)보다 일반열무(YR- 

Control)에서 높았으나 식이섬유소 및 비타민 C의 함량은 

유기농 열무에서 높았다. 무기질 중 인과 구리의 함량은 유

기농 열무가 높은 반면 질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및 아연의 함량은 일반열무(YR-Control)에서 높게 나타났

다. 일반열무김치(YR-Control)는 발효진행의 속도가 빠르

게 진행이 되어 적숙기 pH에 빨리 도달하였고, 유기농 열무

김치(YR-FNC, YR-GC)는 발효가 서서히 진행되어 저장성

이 길어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당초 열무김치 담금 초기(0

일)부터 열무김치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은 유기농 열무김치(YR-FNC, YR-GC)의 경우 일반열무김

치(YR-Control)에 비해 약 1.5∼3배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발효기간이 경과되면서 일반열무김치(YR-Control)

와 유기농 열무김치(YR-FNC)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김치 발효 7일째에 김치의 젖산균인 lactic acid bac-

teria 함량과 총 균수(total microbial)는 일반열무김치(YR- 

Control)에 비해 유기농 열무김치(YR-FNC)에서 높은 수준

이었다. 발효기간이 경과하면서 유기농 열무김치는 관능적 

품질의 특성이 우수하였고 저장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관행농법으로 재배한 일반열무

김치에 비해 유기농 열무김치를 섭취함으로써 맛의 증진 효

과뿐만 아니라 고기능성 생리활성물질을 높게 섭취할 수 있

어 기능성식품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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