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COOK. SCI.

Vol. 31, No. 5, pp. 596~604 (2015)
ISSN 2287-1780(Print)

ISSN 2287-1772(Online)

http://dx.doi.org/10.9724/kfcs.2015.31.5.596

596

건조조건이 다른 무채말랭이 및 무채말랭이 볶음의 품질특성

김지나 ․ 박영희
†
 ․ 노윤영 ․ 김영 ․ 강민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Quality Characteristics of Dried Shredded Radish and Stir-fry Dried Shredded 

Radish by Different Drying Methods

Ji-Na Kim ․ Young-Hee Park
†
 ․ Yun-Young Noh ․ Young Kim ․ Min-Sook Kang

Department of Agrofood Resources,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the 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dried shredded radish (Raphanus sativus L.). 

Shredded radishes with a thickness of either 3.5 mm or 7.0 mm were dried using hot air at 45°C or were sun dried. The degree of 

browning for the 3.5 mm sun dried radish, the 7.0 mm sun dried radish, the 3.5 mm hot air dried radish and the 7.0 mm hot air dried 

radish was 0.12, 0.14, 0.04 and 0.04, respectivel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DA%) of the hot air dried radish had a 

higher value than the sun dried radish. In contrast, the ABTS values of the sun dried radishes were higher than the hot air dried radishes.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the 7.0 mm and 3.5 mm hot air dried radishes reached high values of 15.99 and 11.62 mg/g, respectively.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7.0 mm and 3.5 mm sun dried radishes were 9.63 and 6.77 mg/g, respectively. In sensory evaluation 

of the stir-fry dried shredded radishes, the 7.0 mm hot air dried sample scored the highest in terms of smell, color, gloss and overall 

preference. In conclusion, hot air drying (45°C) and a thickness of 7.0 mm were found to be the optimal conditions for dried shredded 

radish and stir-fried dried shredded radish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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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Raphanus sativus L.)는 십자화과(Cruciferae)에 속하

는 식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근채류이며

(Coogan RC & Willis RBH 2002), 우리나라에서 배추 다

음으로 많이 재배하고 소비하는 채소이다(Lee JH & Kim 

HJ 2009). 무의 성분은 대부분 수분이며, 당질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고, 칼슘, 칼륨, 나트륨 등의 무기질 함

량이 비교적 높다. 민간요법과 고문헌에서 무는 소화촉진

과 어패류 또는 면류의 중독 해소에 효과가 있고, 무의 

종자는 기담, 혈담, 천식 및 늑간 신경통 등에 쓰이는 등

의 생리활성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MK 2003). 무에 함유된 생리활성성분으로 flavonoid인 

kaempferol이 보고되었으며(Ryu SH 등 1997), 식이섬유와 

항산화 vitamin, flavonoid계 색소, phenol계 및 방향족 

amine 등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들 생리활성성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Kim JY & Lee YS 1997, Jeon HN 등 2003).

무말랭이는 저장성 확보를 위해 무를 일정한 크기로 

썰어 일광에 건조한 제품으로 건조과정 중 생성되는 조

직감과 향미로 밑반찬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Lee 

WY 등 2006). 무말랭이는 건조에 의해 무에 많이 함유되

어 있는 칼슘, 인, 당 및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더욱 높아

지고(Lee HG 2006), 항산화 등과 같은 생리활성도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ong YB 등 2010). 무말랭이 

제조시의 건조 방법으로 주로 천일건조법을 사용하는데

(Lee WY 등 2006), 천일건조법은 일기의 영향을 받고, 

건조시간이 장시간 필요하며 수분함량의 조절이 용이하

지 못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조 중 미생물

이나 해충에 의해 오염될 확률이 높고, 제품의 색깔이 퇴

색 또는 변색되거나 영양성분이 파괴되는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현저하여 비위생적인 제품이 되기 쉽다(Lee WY 

등 2006).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열풍, 동결 및 냉

풍건조 등의 인공건조방법이 식품산업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다(Kim MH 1990). 이 중 열풍건조는 건조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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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간편하며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균일하게 건조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빠른 수분손실로 인한 수

축, 표면경화, 건조물의 낮은 복원력, 갈변화 반응 등으로 

인한 색상, 조직감, 맛 및 영양가 등에서 품질적 열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Kim MH 1990). 한편 열

풍건조와 같은 열처리 가공을 특정 과일류와 채소류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화학적 변화에 의해 생리활성물질이 

증가한다는 보고(Lee SH 등 2009)도 있어 품질특성을 비

롯하여 생리활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 연구가 필

요하다.

무말랭이를 이용한 음식으로는 말린 고춧잎, 고춧가루, 

설탕, 물엿, 액젓, 마늘 및 생강 등으로 제조된 갖은 양념

을 버무리고 숙성시켜 제조하는 무말랭이 김치가 대표적

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무말랭이 제조에 대한 연구 현황을 

보면 무채에 천연색소와 알로에 시럽을 첨가하여 건조하

여 색상이 다양한 무말랭이를 제조하는 방법(Seo HJ 

2011), 냉풍건조를 이용하여 제조한 무말랭의 품질특성 

등(Lee WY 등 2006)이 보고되었다. 한편 무를 이용한 한

식 음식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로, 한약재를 첨가한 한

방 무말랭이 김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Park CS 등 

2006), 당귀잎이나 건조한 인삼을 첨가하여 제조한 기능

성 무말랭이 김치의 품질특성연구(Park CS & Kim ML 

2006, Lee JH & Kim HJ 2009)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최

근에는 수산물을 이용하여 무말랭이 김치를 제조하는 방

법들도 보고되고 있다(Yoo JI 2005, Yoon HM 2005). 이

처럼 무말랭이를 이용한 음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말

랭이 김치에 치중해있으며, 그 외 무말랭이를 활용한 음

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한식 세계화와 더불어 종가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가음식은 한식의 원형을 가장 많이 간

직한 반가음식이 잘 보존되고 있어(Chung HK 2009) 한

식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중 하나이며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Kwon YS 등 2014). 이

러한 종가음식에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다양한 

형태의 음식들이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중 전주 학인당 수원백씨 종가에서는 현대의 무말랭이와 

동일한 음식으로 무채말랭이를 제조 및 저장하여 섭취해

왔다. 무채말랭이 볶음은 건조무를 이용하여 저장성을 높

였으며 그 제조방법이 무말랭이 김치에 비해 단시간내에 

볶는 조리방법이 간단하고 조리 후 잔존하는 양념 및 수

분의 양이 거의 없어 저장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께를 달리한 무채를 천일건

조, 열풍건조로 조건을 달리하여 무채말랭이를 제조하여 

품질특성 및 항산화활성을 비교하였으며, 전주 학인당의 

무채말랭이 볶음의 제조법을 근거로 하여 산업적으로 적

용가능한 무채말랭이 볶음의 품질특성을 조사하고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무는 2014년 가을에 수확한 국내산 무(Kimpo)를 사용

하였다. 무와 조선간장(맑은 조선간장, Sampyo, Icheon, 

Korea), 양조간장(701양조간장, Sampyo, Seoul, Korea), 고

춧가루(안동청결고춧가루, Biel, Andong, Korea), 마늘

(Seosan, Korea), 생강(Andong, Korea), 대파(Suwon, Korea), 

올리고당(프락토올리고당, CJ, Seoul, Korea), 매실청(요리 

매실청, Ottugi, Anyang, Korea), 깨(옛날볶음참깨, Ottugi, 

Anyang, Korea), 참기름(고소한 참기름, Ottugi, Anyang, 

Korea)은 광천상회에서 구입하여 시료 제조에 사용하였다.

2. 시료제조

1) 무채말랭이 제조

무는 1회 세척하여 채칼(Original germany V-slicer, Hesta, 

Niederkail, Germany)을 이용하여 3.5 mm와 7.0 mm 두께

로 절단한 후 채반에 겹치지 않게 나열하여 햇빛이 잘 들

어오고 통풍이 잘되는 실외에서(2014년 9월) 5일 건조하

여 천일건조 무채말랭이를 제조하였다. 열풍건조 무채말

랭이는 무채를 천일건조와 동일하게 준비하여 열풍건조

기(DS-240BCR/D, Doo sung, Gwangju, Korea)를 사용하

여 45°C에서 3.5 mm는 4시간, 7.0 mm는 5시간 건조하여 

제조하였다. 건조가 완성된 무채말랭이는 소분하여 폴리

에틸렌소재의 지퍼백에 밀봉하여 상온에서 보관 및 저장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Fig. 1). 

2) 무채말랭이 볶음 제조

천일 및 열풍건조 무채말랭이를 흐르는 물에 한번 세

척한 후 시료 중량 대비 10배수의 물(35°C)을 첨가하여 

3.5 mm 무채말랭이는 2분, 7.0 mm 무채말랭이는 10분 

동안 수화시킨 후, 채반에 받쳐 10분간 탈수하였다. 무채

말랭이 볶음용 양념은 Table 1의 양념배합비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제조한 무채말랭이 볶음용 양념을 전기인덕

션(HC724261E, Simense, Athens, Greece)을 사용하여 9번

불에서 1분 동안 끓인 후, 탈수한 무채말랭이를 넣고 9번

불에서 5분 동안 볶아 무채말랭이 볶음을 제조하였다

(Fig. 1).

3. 무채말랭이와 무채말랭이 볶음의 수분, pH, 염도, 

당도

무채말랭이의 수분함량은 AOAC법(1990)에 의거 상압

가열 건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무채말랭이와 무채

말랭이 볶음을 각 5 g 취하여 증류수 45 g을 넣고 1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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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Weight (g) Ratio (%) 

Dried radish 100.0 35.3 

Traditional soy sauce 30.0 10.6 

Soy sauce 25.0 8.8 

Red pepper 20.0 7.1 

Crushed garlic 15.0 5.3 

Crushed ginger 12.0 4.2 

Oligosaccharides 20.0 7.1 

(Fermented) Extracts of plum 32.0 11.3 

Crushed sesame 6.0 2.1 

Sesame oil 8.6 3.0 

Crushed spring onion 10.0 3.5 

Whole sesame 5.0 1.8 

Total 283.6 100.0

Table 1. Formula of stir-fry made by dried shredded radish

Fig. 1. Manufacturing process of dried shredded radish and stir-fried dried shredded radish: (a) process of shredded dried radish, 

(b) process of stir-fried dried shredded radish.

초간 믹서기(HMF-630B, HANIL ELECTRIC, Seoul, 

Korea)를 이용해 균질화한 후, 여과지(Whatman No. 2, 

Whatman, England, UK)를 이용해 여과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pH는 pH meter(Ion S220 pH, Mettler Toledo, 

Columbus, OH, USA), 염도는 염도계(PAL-ES2, ATAGO, 

Tokyo, Japan), 당도는 당도계(PAL-3, ATAG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4. 무채말랭이의 갈변도 측정

갈변도는 Hedel CE 등(1950)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 2 g의 무채말랭이를 취하여 증류수 40 mL를 가

한 후, 10% trichloro acetic acid(Sigma-aldrich, Munich, 

Germany) 용액 10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동안 추

출하였다. 추출한 시료는 원심분리기(CR21G, Hitachi, 

Tokyo, Japan)를 사용하여 8,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만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수집한 상등액은 

spectrophotometer(UV-2550,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해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무채말랭이의 항산화능 측정

1) 시료 추출

무채말랭이 10 g에 증류수 200 mL를 가하여 waterbath  

(WSB-30, Daihan scientific Co., Seoul, Korea)에 넣고 

100°C에서 1시간동안 열수추출하였다. 열수추출 후, 여

과지(Whatman)를 이용해 여과하고 감압농축기(N-1000, 

EYELA, Tokyo, Japan)로 농축해 시료로 사용하였다.

2) DPPH(1, 1-diphenyl-β-picrylhydrazyl) 라디컬 소

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활성 측정은 Blois 

MS(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추출한 시료

액 200 μL에 0.6 mM의 1, 1-diphenyl-β-picrylhydrazyl용액 

(Sigma-aldrich, Munich, Germany) 1800 μL를 첨가하여 혼

합한 다음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  

(SHIMADZU Co.)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항산화력은 [1-(시료첨가군의 흡광도/무첨가군

의 흡광도)]×100의 계산식에 의해 전자공여능(%)을 계산

해 내었다.

3) ABTS assay

ABTS radical 소거활성의 측정은 Dewanto V 등(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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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isture content (%) pH Salinity (%) Sugar contents (Brix) Browning degree

SD3.5
1)

17.10±0.20
b

6.04±0.05
b

2.52±0.26
c

38.40±0.43
c

0.12±1.00
a

SD7.0 18.60±0.20
ab

6.00±1.00
b

3.12±3.10
b

35.10±0.36
d

0.14±1.00
a

HD3.5 15.2±0.20
b

6.49±1.00
a

2.52±1.00
c

41.40±1.00
b

0.04±1.00
b

HD7.0 21.8±0.00
a

6.03±0.07
b

4.44±0.39
a

42.90±1.00
a

0.04±0.17
b

All values are Mean±SD.
1) 

SD3.5: Sun drying 3.5 mm; SD7.0: Sun drying 7.0 mm; HD3.5: Hot air drying 3.5 mm; HD7.0: Hot air drying 7.0 mm.
a-d 

Means with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differen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Moisture content, pH, salinity, sugar contents and browning degree of dried shredded radish with different cutting widths

and drying methods

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7 mM ABTS 용액

(Sigma-aldrich, Munich, Germany) 35 mL와 245 mM 

K2S2O8(Sigma-aldrich, Munich, Germany) 용액 65 mL를 

섞어 어두운 곳에 24시간 방치한 후, 시료 200 μL와 

ABTS solution 1,800 μL를 30초 동안 섞은 후 spectro-  

photometer(SHIMADZU Co.)를 사용하여 732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은 [1-(시료첨가군의 흡광도

/무첨가군의 흡광도)]×100의 계산식에 의해 EDA(%) 값

을 도출하였다.

4) Total polyphenol 

열수추출한 무채말랭이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V 등(2002)의 방법에 따라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

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추출하여 얻은 시료 200 μL를 시험

관에 취하고 2% Na2Co3(Sigma-aldrich, Munich, Germany) 

2 mL를 혼합 후 2분 상온방치 하였다. 1 N Folin 시약

(Sigma-aldrich, Buchs, Switzerland) 200 μL을 혼합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하여 상등액을 spectrophotometer  

(SHIMADZU Co.)를 사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rlic acid(Sigma-aldrich, Munich, 

Germany)를 사용하였다. 검량선을 작성한 후 총 폴리페

놀 함량은 시료 100 g의 mg garlic acid로 나타내었다.

5. 무채말랭이 볶음의 관능평가

제조된 무채말랭이 볶음은 20명의 여성패널을 모집하

여 일반소비자 기호도 및 강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뚜껑

이 달린 용기에 10 g씩 담아 제시하였으며, 동반음식으로

는 흰쌀밥을 함께 제공하였다. 관능평가에 사용된 항목은 

외관특성으로는 샘플의 향, 색깔, 윤기를 평가하였으며,  

맛 특성으로는 향미, 단맛, 짠맛, 매운맛, 아삭한 정도, 질

긴 정도, 후미(뒷맛), 전반적인 기호도로 총 11항목을 사

용하였다. 9점 척도를 사용해 기호도와 강도평가를 동시

에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기호도 평가는 1점 -매우 좋지 

않다, 5점 - 적당하다, 9점 -매우 좋다로 평가하도록 하였

으며, 강도 평가는 1점 -매우 약하다, 5점 - 적당하다, 9점

-매우 강하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6.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관능평가를 제외한 모든 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2.0 program(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ANOVA를 실시하였고,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

다(p<0.05). 

Ⅲ. 결과 및 고찰

1. 무채말랭이의 수분함량, pH, 염도, 당도, 갈변도

두께를 달리하여 천일건조와 열풍건조 방법으로 제조

한 무채말랭이의 수분함량, pH, 염도, 당도, 갈변도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분함량은 천일건조3.5가 17.10  

±0.20, 천일건조7.0이 18.60±0.20, 열풍건조3.5가 15.20±  

0.20, 열풍건조7.0이 21.8±0.00로 열풍건조7.0이 유의적으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pH를 살펴보면, 

열풍건조3.5가 6.49±1.00으로 열풍건조7.0 및 천일건조 무

채말랭이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p<0.05). 천일건조3.5, 천일건조7.0, 열풍건조7.0의 pH는 

각각 6.04±0.05, 6.00±1.00, 6.03±0.07로 나타났다.

염도는 건조방법에 상관없이 7.0 mm 두께의 무채말랭

이가 3.5 mm 두께의 무채말랭이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3.5 mm 천일건조와 열풍건조 무채말

랭이의 염도는 각각 2.52±0.26%, 2.52±1.00%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반면 7.0 mm 무채말랭이 염도의 경우, 천일

건조는 3.12±3.10%, 열풍건조는 4.44±0.39%로 열풍건조

7.0 무채말랭이의 염도가 천일건조7.0 무채말랭이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당도의 경우, 열풍건조 

무채말랭이가 천일건조 무채말랭이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열풍건조7.0 무채말랭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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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oxidant activity of dried shredded radish with different cutting widths and drying methods.; Blue bar is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Red bar is ABTS assay.

42.90±1.00‰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p<0.05), 열풍건조3.5 무채말랭이가 41.40±1.00‰, 천일건

조3.5와 천일건조7.0 무채말랭이의 당도가 각각 38.40±  

0.43, 35.10±0.36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 성분은 일반적으

로 대부분이 수분(약 93%)이며 당질이 비교적 많이 함유

되어 있는데, 건조방법에 따라 증발되는 수분량은 달라질 

수 있다(Lee WY 등 2006). 상대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천일건조 방법은 상대습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열풍건조 

방법에 비해 증발되는 수분의 양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요인이 본 실험의 염도와 당도의 결과에 영향

을 미쳐 열풍건조 무채말랭이가 천일건조 무채말랭이에 

비해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와 반비례적으로 염도와 당도값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갈변도의 경우, 무채 절단두께와 관계없이 천일건조 방

법으로 제조한 무채말랭이가 열풍건조 방법으로 제조한 

무채말랭이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갈색도를 나타내

었다. Lee WY 등(2006)의 경우, 무를 건조하는 조건으로 

냉풍건조와 천일건조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겨울철의 천

일건조는 10°C 냉풍건조와 유사한 온도조건이지만 상대

습도에 의존하여 건조되는 방법이므로 건조시간이 오래 

걸려 갈색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

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열풍건조는 공기

온도 상승과 상대습도 차이에 의한 식품의 수중기압 증

가로 건조가 이루어져 건조시간이 천일건조나 냉풍건조

에 비해 짧아 갈색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온도

범위가 55°C 이상일 때 갈색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 천일건조 무채말랭이의 건조

시간은 120시간, 45°C 열풍건조 무채말랭이의 건조시간

은 최대5시간으로, 이러한 건조시간의 차이가 갈색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45°C 건조온도는 갈색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무채말랭이의 항산화능 측정

무채말랭이의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assay를 

통한 전자공여능(EDA%) 값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

타내었다. 천일건조 무채말랭이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은 3.5 mm, 7.0 mm 각각 28.23±0.35%, 30.43±0.27%의 

전자공여능 값을 나타내어 11.86±0.44%, 20.70±0.53%를 

나타낸 열풍건조3.5와 열풍건조7.0 무채말랭이에 비해 높

은 항산화활성을 보였다(p<0.05). Jimenez EA 등(2001)과 

Giovanelli G 등(2001)은 열풍건조 시에 DPPH 라디칼 소

거능이 유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항산화능 물

질이 열처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열풍건조에 의해 DPPH 

라디칼 소거능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천연물의 항산화능력은 측정하는 방법, 시료의 가

공 및 제조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rbaum B 등 2008). Song YB 등(2010)은 가압 볶은 무

말랭이 열수추출물의 산화손상에 대한 보호효과가 무말

랭이 열수추출물에 비해 모든 유리기에서 유의적으로 높

았다고 보고하였으며, 무말랭이 열수추출물의 DPPH 라

디칼 소거능 값이 20% 내외의 값을 나타내 본 실험의 결

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ABTS assay를 사용하여 

건조방법별 무채말랭이의 항산화능을 측정한 결과, 천일

건조3.5는 42.25±1.21%, 천일건조7.0은 57.04±1.81%, 열

풍건조3.5와 열풍건조7.0은 각각 49.86±0.91%와 62.73±  

0.40%로 나타나 열풍건조7.0 무채말랭이가 가장 높은 항

산화능을 나타내었다(p<0.05). 본 실험에서 ABTS 항산화

능 결과는 DPPH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열풍건조 방법

이 천일건조 방법에 비해 더 높은 항산화능을 나타내었

으며 무채말랭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높은 항산화능

을 나타내었다. Giovanelli G 등(2001)은 채소, 과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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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dried shredded radish with different cutting widths and drying methods

Samples pH Salinity (%)
Sugar contents 

(Brix)

SD3.5
1)

5.09±0.05
c

3.21±0.05
b

30.60±0.08
b

SD7.0 5.16±1.00
b

3.57±1.00
a

33.30±0.16
b

HD3.5 5.05±0.47
d

3.21±0.09
b

29.70±1.00
b

HD7.0 5.24±0.05
a

3.33±1.00
ab

30.60±0.11
a

All values are Mean±SD.
1)

SD3.5: Sun drying 3.5 mm; SD7.0: Sun drying 7.0 mm; HD3.5: 

Hot air drying 3.5 mm: HD7.0: Hot air drying 7.0 mm.
a-d

Means with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differen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pH, salinity and sugar contents of stir-fry dried 

shredded radish with different cutting widths and drying 

methods

가공했을 때 항산화능의 변화는 lycopene 같은 친유성 성

분보다 ascorbic acid나 polyphenol 등 친수성 성분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 

성분은 열풍건조와 천일건조 시에 받게 되는 열처리와 

장시간 햇빛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예민하여 결과적

으로 가공 처리한 최종 제품의 항산화능에도 변화를 가

져오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천일건

조 방법은 열풍건조에 비해 햇빛, 자외선과 같은 외부 환

경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천일건조 무채말랭이의 ABTS 항산화능이 열풍건조 무채

말랭이의 ABTS 항산화능에 비해 낮은 EDA값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조가공법을 많이 이용하는 식

품재료의 경우 친수성 항산화성분의 열과 산화적 분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공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되었다. 

3. 무채말랭이의 총 폴리페놀 함량

건조방법과 절단두께를 달리하였을 때 무채말랭이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ig. 3과 같다. 천일건조3.5와 천일건

조7.0 무채말랭이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5.41±1.34 

mg/100 g, 7.71±0.89 mg/100 g, 열풍건조3.5와 열풍건조7.0 

무채말랭이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9.30±0.22 mg/100 

g, 12.79±1.11 mg/100 g이었다. 건조방법별로는 열풍건조 

방법이 천일건조 방법에 비해 높았으며, 무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나 본 실험의 

ABTS 항산화능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p<  

0.05). Gil MI 등(1999)은 석류로 주스를 만들기 위해 열

처리를 했을 때 폴리페놀 함량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

고하여 어느 정도의 열처리에 의해서 폴리페놀은 쉽게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폴리페놀은 장시간 

햇빛에 노출시 산화되는 특성이 있음에 따라(Koeppen 

BH & Roux DG 1966), 본 실험에서도 천일건조 제조한 

무채말랭이의 경우 장시간 햇빛에 의해 폴리페놀이 산화 

파괴되어 그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무채말랭이 볶음의 pH, 염도, 당도

두께와 건조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무채말랭이 볶음

의 pH, 염도, 당도의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H는 

열풍건조7.0 무채말랭이 볶음이 5.24±0.05, 천일건조7.0 

무채말랭이 볶음이 5.16±1.00, 천일건조3.5 무채말랭이 볶

음이 5.09±0.05, 열풍건조3.5 무채말랭이 볶음이 5.05±0.47 

순으로 나타나 열풍건조7.0 무채말랭이 볶음이 유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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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analysis
Sample

Appearance Taste

Smell Color Glossy Flavor Sweetness Salty Spicy Crunchy Toughness Off-flavor
Overall 

preference

Preference

SD3.5
1)

7.70
a

5.60
c

5.10
b

5.20
b

5.60
b

5.70
b

5.20
NS

6.80
b

6.30
a

4.60
b

5.30
c

SD7.0 5.90
c

5.10
c

4.90
b

6.00
b

6.00
b

5.10
b

5.60
NS

6.60
b

6.00
a

5.30
a

5.10
c

HD3.5 7.00
a

7.30
a

7.20
a

5.70
b

5.30
b

6.00
a

5.90
NS

6.80
b

5.90
b

5.00
a

6.00
b

HD7.0 6.80
b

6.70
b

7.30
a

7.30
a

6.90
a

6.10
a

5.80
NS

7.10
a

6.90
a

5.90
a

7.00
a

Intensity

SD3.5
1)

7.00
a

5.20
c

4.20
c

5.70
c

4.50
b

4.90
b

5.60
b

6.50
a

5.50
NS

6.10
b

-

SD7.0 6.50
b

4.30
d

4.10
c

5.50
c

4.80
b

5.10
a

5.20
b

6.10
ab

5.30
NS

6.00
b

-

HD3.5 7.00
a

7.10
a

7.10
a

7.20
a

4.60
b

5.40
a

6.50
a

7.20
a

5.80
NS

6.70
a

-

HD7.0 6.50
b

6.40
b

6.80
b

6.20
b

5.80
a

5.80
a

5.90
b

7.30
a

6.00
NS

5.50
b

-

All values are Mean±SD.
1) 

SD3.5 : Sun drying 3.5 mm; SD7.0 : Sun drying 7.0 mm; HD3.5 : Hot air drying 3.5 mm: HD7.0 : Hot air drying 7.0 mm
a-d 

Means with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differen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Sensory analysis of stir-fry dried shredded radish with different cutting widths and drying methods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두께별로 보았을 

때, 3.5 mm 무채말랭이를 사용한 무채말랭이 볶음의 pH

가 7.0 mm 무채말랭이 볶음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p<0.05). 무채말랭이 볶음의 염도는 천일건조7.0이 

당도는 열풍건조7.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시료 간에 

특정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무채말랭이 볶음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양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었다. Ryu KD 등(2000)은 깍두기의 저장기간에 따

른 이화학적 특성 연구에서 깍두기가 저장되는 동안 젖

산균에 의해서 각종 유기산이 생성되어 pH에 영향을 미

치며 여름무보다 가을무의 경우 당함량이 높다고 보고하

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무채말랭이는 가을무로 제조하였

으며, 무채말랭이 볶음 제조에 사용되는 양념의 염도와 

당도가 깍두기 제조 양념에 비해 낮기 때문에 Ryu KD 

등(2000)의 연구와 같이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무의 재배시기와 양념 요인이 무채말랭이 볶음 제조에 

따른 이화학적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5. 무채말랭이 볶음의 관능평가

무채말랭이 볶음의 기호도 및 강도평가 결과는 Table 4

에 나타내었다. 기호도 평가 결과(Table 4), 무채말랭이 

볶음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열풍건조7.0(7.0점), 열풍건조

3.5(6.0점), 천일건조3.5(5.3점), 천일건조7.0(5.1점) 순으로 

나타나, 열풍건조 방법을 이용한 무채말랭이 볶음이 천일

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p<0.05). 특히 색, 윤기와 같은 외관에 대한 기

호도에서 열풍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이 천일건조 무채말

랭이 볶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무

채말랭이 볶음의 맛 기호도 평가에서는 열풍건조7.0 무채

말랭이 볶음이 향미, 단맛 정도, 짠 맛, 매운 맛, 아삭한 

정도, 질긴 정도, 후미에서 열풍건조3.5 및 천일건조 무채

말랭이 볶음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0.05).

강도 평가(Table 4)에서는 색, 윤기 항목에서 열풍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이 천일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높은 강도 점수는 

기호도 평가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 높은 기호도 

점수를 나타냄에 따라, 색깔이 강하고 윤기가 많이 도는 

열풍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이 유의하게 높은 기호도와 강

도 점수값을 나타내어 소비자 패널들이 더 선호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아삭한 정도 또한 유의적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열풍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이 천일건조 무채말

랭이 볶음보다 높은 강도를 보임에 따라 더 많이 아삭한 

것으로 느껴서 높은 기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되었다.

Ⅳ. 요약 및 결론

절단 두께와 건조 방법을 달리하여 무채말랭이를 제조

하고 품질특성을 조사한 결과, pH는 3.5 mm 절단 열풍건

조 무채말랭이가 6.49±1.00으로 열풍건조 7.0 mm 및 천

일건조 무채말랭이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p<0.05). 염도와 당도는 열풍건조 무채말랭이가 천일

건조 무채말랭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갈변도는 

천일건조 방법으로 제조한 무채말랭이가 열풍건조 무채

말랭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더 높은 갈색도를 나타내

었다(p<0.05). 항산화능 조사 결과, DPPH 라디칼 소거능

은 천일건조 무채말랭이의 전자공여능 값이 열풍건조 무

채말랭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ABTS assay를 

통해 건조방법별 무채말랭이의 항산화능을 측정한 결과, 

천일건조 무채말랭이에 비해 열풍건조 무채말랭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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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여능값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절단 두께 

7.0 mm 열풍건조 무채말랭이가 가장 높은 항산화능을 가

지고 있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에서도 열풍건조 무채말랭

이가 천일건조 무채말랭이에 비해 더 높은 폴리페놀 함

량 값을 나타내었으며, 절단두께 7.0 mm 무채말랭이가 

절단두께 3.5 mm에 비해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았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식품가공방법과 측정방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햇빛이나 자외선과 같은 산화

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무채말랭이 볶음의 pH는 절단 두께 7.0 mm 열풍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이 유의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염도는 천일건조 7.0 mm 무채말랭이 볶음이, 당도는 7.0 

mm 열풍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시료간에 특정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

았다. 관능평가 결과, 기호도 평가에서는 열풍건조 무채

말랭이 볶음의 전반적인 기호도가 천일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강도 평가

에서도 열풍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이 색깔, 윤기 항목에서 

천일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이들 항목은 기호도 점수 또한 강도 

점수와 마찬가지로 열풍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이 높게 나

타나, 색깔이 강하고 윤기가 많이 도는 열풍건조 무채말

랭이 볶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실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45°C 열풍건조 방법을 

이용한 무채말랭이가 천일건조 무채말랭이에 비해 건조 

시간은 적게 걸리는 반면, 당도는 높으며 갈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천일건조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45°C 열

풍건조 제조 조건에서 무채말랭이의 품질 저하는 발생하

지 않았으며 갈변도의 경우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무채말랭이 볶음의 관능평가 

결과에서도 열풍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의 전반적인 기호

도가 천일건조 무채말랭이 볶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

며, 특히 열풍건조 7.0 mm 무채말랭이 볶음의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음식을 제조하였을 때에도 열

풍건조 무채말랭이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이용

한 무채말랭이의 산업적 적용에의 잠재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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