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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new carrot cultivar ‘Tamnahong’
and changes in its active ingredients with time, so as to select the optimal harvesting time, and evaluate the possibility
of growing these carrots as an alternative to imported products such as the Dream7 cultivar. For this purpos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hardness, color, pH, and sugar content), active ingredients (total phenols and flavonoids, total
carotenoids, α, β-carotenes, and vitamin C), and antioxidant activity of ‘Tamnahong’ and Dream7, which were harvested
seven times at 10 day intervals from December 17, 2020, to February 15, 2021, were investigated. The hardness
of the carrot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harvesting time and varieties, but pH value and sugar
content (Brix) decreased as the harvesting time was delayed. The brightness (Hunter L) value did not differ according
to the harvest time, but the external redness (a value) tended to decrease. The internal redness of the ‘Tamnahong’
was about 55∼58% higher than that of Dream7. The content of secondary metabolites such as total phenols and
flavonoids, total carotenoids, α, β-carotenes, and vitamin C of the ‘Tamnahong’ was similar to that of Dream7, and
the content of active ingredients decreased as the harvest time was dela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new cultivar carrot ‘Tamnahong’ has superior quality characteristics or equal quality properties compared to the Dream7
cultivar that is widely cultivated. In addition, the optimal harvesting time is suggested to be mid-December rather
than February. Finally, the new carrot cultivar ‘Tamnahong’ shows adequat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imported carrot Dream7.
Key words: antioxidant, carrot, harvest time, physicochemical properties, Tamnahong

서

론

(Stahl과 Sies, 2005; Nishino 등, 2009). 따라서 최근에는
당근을 생식이나 조리용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

당근(Daucus carota L.)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1~2년생

품 소재로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고 있어서 당근의 색깔,

의 근채류로서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식재료의 원료

크기, 맛, 향 및 유효성분 등이 고루 갖추어진 고품질의 상품

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당근은 비타민 A, 비타민 C 및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당근의 품질 특성, 영양학적

비타민 E를 비롯하여 α-carotene, β-carotene 및 lutein과

구성 및 기능 성분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동일

같은 carotenoid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학

품종이라도 재배 환경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적으로 뛰어난 채소류이다(Heinonen, 1990). 특히, β-car-

져 있다(Kim과 Rhee, 1983; Park과 Kim, 2001; Kim 등,

otene은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서 항산화 효과와 항암 작

2014b).

용 등 성인병 예방과 관련해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제주 지역의 당근은 전국 생산량의 약 46%를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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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목으로서 매우 중요한 월동채소로 인식되고 있다.

pH meter(H15221, HANNA Instrument Inc., Smithfield,

제주의 당근 재배는 대부분 7~8월에 파종하여 12월에서 부

RI,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당도는 착즙 후 당도계

터 이듬해 2월까지 수확하는 월동형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H196801, HANNA Instrument Inc.)로 측정하여 Brix로

있으며, 주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수입산 드림7으로서 외

나타냈었다. 당근의 경도는 Texture Analyzer(CT3-1000,

국산 점유율은 약 8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Stoughton,

등, 2019).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종자 로

M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PA(texture profile

열티 절감 및 당근 품종 다양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신품

analysis) type에서 target value는 5.0 mm였으며, trig-

종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로 모양이 균일하고

ger load는 50 g, test speed는 2.5 mm/sec의 속도로 측정

당도가 높으며 색이 진한 계통을 선발하여 ‘탐라홍’으로 명명

하였다. 색도는 색차계(CS-200, Hangzhou CHNSpec Te-

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다(Kim 등, 2019).

chnology Co., Ltd., Hangzhou, China)를 사용하여 명도

신품종 탐라홍의 평균 당도는 8.3Brix로 대비종인 드림7의

*
*
(lightness, L ), 적색도(redness, a ), 황색도(yellowness,

당도인 7.8Brix에 비하여 높았고, 엽수는 9.1매, 엽장은

*
*
*
b )를 측정하였다. 이때 백색표준판의 색은 L =91.26, a =

65.8 cm로 초세가 강하면서 근장은 17.9 cm, 근중은 292

*
2.91, b =-13.70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하였다.

g으로 대비종과 비슷하였고, 상품율은 총 수량 대비 약 70%
로 대비종과 비슷하며 내한성이 강한편이라고 보고하고 있

유효성분 분석

다(Kim 등, 2019). 이와 같이 신품종 탐라홍 당근은 수입산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당근 건조분말 1 g에

드림7 품종과 비교 시 원예적 형질이 비슷하면서도 당도가

70% 에탄올 10 mL를 가하여 초음파기기(Power sonic 420,

높고 색도가 진하여 수입산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Hwashin Technology, Seoul, Korea)로 30분간 초음파 처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농가 보급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

리하여 추출을 하였다. 이후 원심분리기(Felta 40, HANIL

다. 따라서 신품종 탐라홍 당근을 식재료 원료로 널리 활용

Science Co., Ltd., Gimpo, Korea)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원

되기 위해서는 재배환경에 따른 품질 특성, 적정 수확시기,

심분리(3,500 rpm, 5 min)를 실시하여 상층액을 Advantec

유효성분 및 생리활성 분석 등 여러 측면의 연구를 통한 정

Filter Paper No. 2로 여과하였다. 여과액은 진공원심농축

보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JP/CVE-3110, EYELA, Tokyo, Japan)로 농축을 완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품종 탐라홍 당근의 보급 확대를

한 뒤 DMSO 10 mL에 녹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폴리페놀

위하여 재배환경에 따른 품질 특성, 맛과 향기, 2차 대사물

함량 측정은 Folin과 Denis(1912) 방법을 참고하여 Kang

질 함량 변화 등에 관한 일련의 연구 중 일차적으로 수확시

등(2020)의 실험방법에 따랐다. 추출액 100 µL를 증류수

기에 따른 탐라홍의 품질 특성과 유효성분 변화를 조사하여

400 µL와 혼합한 다음 1 N Folin-Ciocalteu 시약 200 µL를

최적 수확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수입 품종

가하여 혼합한 후 암소에서 3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10%

에 의존하고 있는 당근 종자에 대한 수입 대체용으로서의

Na2CO3 용액 300 µL를 가하여 혼합한 후 암소에서 30분간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반응시켰다. 반응액을 96-well plate에 200 µL씩 옮긴 후
microplate spectrophotometer(Thermo Scientific, Wal-

재료 및 방법

tham, MA, USA)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표준물질은 quercetin을 사용하여 농도별 표준용액에

재료

대한 흡광도로 표준 검량선을 작성한 후 폴리페놀 함량을

본 연구에 사용된 당근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구하였으며, 총 페놀 함량은 µg quercetin equivalent(µg

서 개발한 신품종 ‘탐라홍’과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

QE/g DW)로 표기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

되고 있는 수입 품종인 드림7이며, 제주 동부농업기술센터

등(2000)의 aluminum chloride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

시험포장에 2020년 8월 5일 파종하여 가을재배 한 것으로

다. 시료 40 µL를 96-well plate에 옮기고 증류수 140 µL와

2020년 12월 17일부터 이듬해 2월 15일까지 7회 수확하여

혼합한 후, 여기에 10% AlCl3 용액 20 µL를 가하여 암소에

시료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시기별로 수확된 당근은 세척

서 10분간 반응한 후 microplate spectrophotometer를 이

건조 후 외형적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유효성분 분석용

용하여 4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절단 후 곧바로 동결건조기(HC-3055, Bio-Med-

총 카로티노이드, α 및 β-카로틴 함량: 총 카로티노이드

ical Science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건조시

함량은 동결건조 시료 1 g에 용매(n-hexane : acetone :

킨 후 마쇄하여 분말형태로 제조한 다음 -20°C에 보관하였

ethanol, v/v; 50:25:25) 10 mL를 첨가하여 15분간 초음파

다.

균질화를 한 뒤 상온에서 원심분리(3,500 rpm, 5 min)를
진행한 후 상등액은 추출용매를 이용하여 10 mL로 정용하

품질 특성(pH, 당도, 경도, 색도) 측정
pH는 시료 1 g에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균질화한 후

고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Lee 등, 2001). 표준
물질로 β-carotene을 Sigma-Aldrich(St. Louis, MO,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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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입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

반응시킨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은 건조시료 g 당 µg β-carotene equivalent(µg BCE/g

각 시료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아래식에 의해 계산하

DW)로 나타내었다. 당근의 α 및 β-carotene 함량은 Park

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등 (2015a)과 Shin 등(2013)의 방법을 참고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동결건조 시료 0.1 g에 용매(EtOH+0.1% as-

시료의 흡광도
DPPH 라디칼
＝ 1－
소거 활성(%)
대조구의 흡광도

(

)×100

corbic acid(w/v) 3 mL를 첨가하여 교반 한 후 85°C에서
5분간 열처리를 실시한 뒤 80% KOH 120 µL를 가하고

통계 분석

85°C에서 10분간 saponification을 실시하였다. Saponifi-

모든 실험은 3반복 이상 실시하여 평균±표준편차(mean

cation 후 차가운 증류수 1.5 mL를 넣어 식혀주고 추출용매

±SD)로 나타냈으며,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통계분석용

(hexane) 3 mL를 넣고 충분히 교반 후 4°C에서 원심분리

소프트웨어 IBM SPSS Statistics 20(New York, NY, USA)

(1,200×g, 5 min)를 실시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이와 같

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최소유의

은 추출과정은 3회 반복하였으며, 추출물은 진공원심농축기

*
차검증(LDS)을 통해 P<0.05,

를 사용하여 건조를 실시한 뒤 용매(dichloromethane :

에서 분석하였다.

**

P<0.01,

***

P<0.001 수준

MeOH=50:50, 0.1% ascorbic acid) 3 mL를 첨가하여 완전
히 용해시켜 carotene 분석에 사용하였다. α-carotene 및

결과 및 고찰

β-carotene 정량분석은 HPLC system(Shimadzu Corp.,
Kyoto, Japan)을 이용하였으며 Shim-pack GIS C18 컬럼

수확시기에 따른 품질 변화

(4.6×250 mm, 5 µm, Shimadzu)으로 분리하였다. α-caro-

제주 동부농업기술센터 재배포장에서 가을 재배한 탐라

tene 및 β-carotene 검출은 PDA detector를 사용하여

홍 및 드림7 당근을 12월 17일부터 이듬해 2월 15일까지

45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이동상은 A 용매(acetonitrile:

주기적으로 수확하여 품질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1). 수확

methanol : methylenechloride, 70:20:5, v/v/v)와 B 용매

시기에 따른 당근의 강도는 Fig. 1A와 같다. 생당근을 5 mm

(acetonitrile : methanol : methylenechloride, 70:10:30,

절단하는데 드는 힘이 탐라홍에서는 약 3,517~4,009 g･

v/v/v)를 1 mL/min의 유속으로 기울기 용리(gradient elu-

force 범위이고, 드림7은 3,400~4,274 g･force 정도로서,

tion)로 흘려주었다. 처음 3.5분간은 100% A 용매를 흘려주

수확시기 및 품종에 따른 시료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고 다음 22분까지 B 용매 100%가 되도록 흘려주었으며

나지 않았다. 수확시기에 따른 당근의 pH 측정 결과는 Fig.

28.5분까지 B 용매 100%를 유지하였다. 그 이후 30분까지

1B와 같았다. 12월 중･하순에 수확한 당근의 pH 값은 6.71

A 용매 100%가 되도록 흘려주었으며 40분까지 A 용매

~6.72 범위이나 2월에 수확한 당근의 pH는 6.45~6.48 범

100%를 유지하였다.

위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으나 품종

비타민 C 함량: 총 비타민 C 함량은 Kim 등(2014a)의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P>0.05). 한편, 12월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동결건조 시료 1 g에 용매(5%

수확된 탐라홍과 드림7의 당도는 9.0~9.7Brix 범위였으나

metaphosphoric acid(W/V), 10mM EDTA(W/V)) 20 mL

이듬해 2월에 수확한 경우는 5.6~5.9Brix 정도로 약 38~

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10분간 교반을 실시한 뒤 원심분리

39% 감소하여 수확시기가 늦을수록 당근의 당도는 떨어지

(3,500 rpm, 10 min)를 진행하였다. 회수한 상등액은 0.2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품종 탐라홍의 당도는 드림7과

µm nylon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분석하였다. 검량선은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이는 탐라홍의 당

ascorbic acid(Sigma-Aldrich)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작성

도는 평균 8.3Brix로 대비종 7.8Brix보다는 높다는 Kim 등

하였다. HPLC 분석조건은 Shim-pack GIS C18 컬럼을 사

(2019)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재배환경 및 수확시기 등의

용하였고, 유속은 0.6 mL/min이었으며 이동상은 0.1% tri-

차이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fluoroacetic acid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주입량은 20 µL였

색도는 맛, 향과 더불어 식품의 상품성에 영향을 미치는

으며, PDA detector를 사용하여 254 nm에서 비타민 C를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탐라홍과 드림7의 내부

정량하였다.

색도와 외부색도를 각각 측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당
근의 밝기를 나타내는 명도(Hunter L 값)는 수확시기별로

항산화 활성 측정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위별 L 값은 차이를 보였

항산화 활성은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
다. 두 품종 모두 외부 명도(L 값)는 54~60 범위로 내부

라디칼 소거 활성 법으로 Blois(1958)의 방법에 준하여 측

명도 38~47보다는 약 22~30% 정도로 밝은 것으로 나타났

정하였다. 항산화 활성 분석용 당근 추출액은 총 폴리페놀

으나 수확시기 및 품종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출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DPPH 라디칼 소

*
(P>0.05). 그러나 당근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적색도(a 값)

거 활성은 추출액을 3배 희석한 시료 40 µL에 0.3 mM

는 수확시기에 따라 내부 및 외부가 다른 형태를 보였다.

DPPH 용액 160 µL를 가하여 혼합하고 암소에서 30분간

즉, 당근의 내부 적색도는 수확시기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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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ightness

Fig. 1. Quality of carrot cultivar according to harvest tim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EM (n=3∼5). (A): Hardness,
(B): pH, (C): Brix.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rmined by
*
**
***
one-way ANOVA with LSD test. P<0.05, P<0.01, P<0.001
compared with control (Dec. 17th sample).

A: redness

B: yellowness

A

B
***

**

******

**

* * ***

Fig. 2. Change in color of carrot cultivar according to harvest tim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for five tests. (A) is
the data obtained by measuring the color of the central area of the carrot. (B) is the data of the side area of the carro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with LSD test. *P<0.05, **P<0.01, ***P<0.001 compared with control (Dec. 17th
sample).
않았으나 외부 적색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당

높게 나타났다(Fig. 2B). 특히 탐라홍 내부 적색도는 14~

근의 품종별, 부위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탐라홍의

19 범위로 드림7의 9~12보다 약 55~58% 높았으며, 외부

적색도는 드림7에 비하여 수확시기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적색도 역시 약 10~19% 높았다. 탐라홍 당근의 황색도(b

*

수확시기에 따른 신품종 ‘탐라홍’ 당근의 품질 특성 및 유효성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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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2 carrot varieties on the different harvest time
Harvest time
(day)
Dec. 17th
Dec. 28th
Jan. 6th
Jan. 18th
Jan. 27th
Feb. 5th
Feb. 15th

Total phenols (µg QE/g DW)
Dream7
Tamnahong
3,685.50±261.88
1,899.82±199.85***
1,942.03±63.00***
2,437.14±166.50***
1,684.01±51.48***
2,143.50±148.08***
3,385.83±137.93

Total flavonoids (µg QE/g DW)
Dream7
Tamnahong
1,651.92±109.26
1,558.44±110.94
1,168.61±43.81***
1,147.90±101.35***
1,019.12±53.19***
1,395.93±175.85
1,224.28±114.15***

2,596.79±315.86
1,898.94±255.07*
2,308.65±166.88
2,464.99±401.41
2,315.84±101.71
2,379.96±186.05
2,156.21±197.64

1,418.56±167.45
1,414.26±101.04
1,302.49±58.27
1,224.38±64.86
1,109.91±42.29*
1,169.06±56.59
1,233.63±78.72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for five tes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with LSD test.
P<0.05, ***P<0.001 compared with control (Dec. 17th sample).

*

Table 2. Total carotenoid content of 2 carrot varieties on the different harvest time
Harvest time
(day)
Dec. 17th
Dec. 28th
Jan. 6th
Jan. 18th
Jan. 27th
Feb. 5th
Feb. 15th

Total carotenoids (mg/g DW)
Dream7
Tamnahong
1.62±0.04
**
1.39±0.03
1.48±0.02
1.15±0.06***
1.18±0.02***
1.17±0.05***
1.22±0.09***

1.58±0.07
1.66±0.04*
1.74±0.04
1.28±0.01***
1.46±0.04
1.40±0.02*
1.27±0.03***

α-Carotene (mg/g DW)
Dream7
Tamnahong
0.28±0.01
0.25±0.01
0.23±0.04
0.24±0.01
0.22±0.01
0.20±0.02
0.21±0.04

0.25±0.03
0.26±0.02
0.26±0.03
0.19±0.02
0.25±0.01
0.23±0.05
0.21±0.02

β-Carotene (mg/g DW)
Dream7
Tamnahong
0.46±0.03
0.38±0.02
0.53±0.02
0.35±0.02*
0.36±0.03*
0.43±0.03
0.42±0.01

0.45±0.03
*
0.55±0.01
0.58±0.04***
0.39±0.01
0.47±0.02
0.45±0.03
0.37±0.01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for five tes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with LSD test.
*
P<0.05, **P<0.01, ***P<0.001 compared with control (Dec. 17th sample).
값)은 드림7 대비 내부에서는 약 16~24% 높게 나타났으나

구결과는 비록 실험재료가 다르지만 흑미, 감귤류, 구기자를

외부 황색도 값은 큰 차이가 없었다. 2월에 수확한 당근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총 페

적색도 및 황색도는 12월 첫 수확한 당근에 대비하여 각각

놀 함량이 감소한다는 보고들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여겨진

20~23%, 14~15%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주 지역에서

다(Lee 등, 2008; Kim 등, 2009; Park 등, 2015b).

는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동안 당근

당근은 뿌리의 색깔에 관여하는 여려 종류의 carotenoid

을 수확하고 있는데, 당근의 색도를 고려하면 12월 중순 수

를 함유하고 있는데, 주요 색소는 α-carotene와 β-caro-

확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신품종으로 개발된 탐

tene이다(Grois, 1969; Heinonen, 1990). 이에 탐라홍과

라홍 당근은 중심부나 바깥부분의 색도가 수입 품종인 드림

드림7의 총 carotenoids 및 α-carotene, β-carotene의 함

7 보다 진하여 수입 종자 대체용으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량을 수확 시기별로 측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총

여겨진다.

carotenoids 함량은 12월에 수확한 시료가 2월에 수확한
당근보다 약 18~25%가 높았다. α-carotene 함량 변화는

수확시기에 따른 유효성분 변화

큰 차이가 없었으나 β-carotene 함량은 12월에 대비하여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 효

2월에 수확한 경우에는 약 9~18% 감소하였다. 총 carote-

과를 비롯하여 항암 및 항균 작용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noids 및 α, β-carotene 함량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갖는 대표적인 2차 대사물질로 알려져 있다(Katsube 등,

탐라홍 당근의 최적 수확기는 2월 보다는 12월이 적정함을

2004; Pandey와 Rizvi, 2009). 이에 수확시기에 따른 탐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5월에 파종하여 6~8월에 수

홍 당근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확하는 소천 5촌, 명주 5촌 등의 봄 당근 품종의 β-carotene

함량 변화를 조사하였다(Table 1). 12월 17일 첫 수확한

함량은 113~471 µg/g DW 범위로서 마니나 등의 가을 품종

탐라홍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2,596.79 µg

의 92~175 µg/g DW보다는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Ha 등,

QE/g DW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월 15일에 채취한 탐라홍

2009), 무지개 당근의 β-carotene 함량은 170~600 µg/g

의 총 페놀 함량은 2,156.21 µg QE/g DW로 약 17% 감소하

DW로 보고하고 있다(Kim 등, 2014b). 신품종 탐라홍 당근

였다. 탐라홍 에탄올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역시

의 β-carotene 함유량은 370~580 µg/g DW 범위로서 드

2월에 수확한 경우에는 12월 채취한 시료에 대비하여 약

림7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마니나 등의 기존 품종에 대비해

15%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탐라홍과 드림7 품종 간의

서는 우수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탐라홍의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

α-carotene의 함량은 β-carotene 함량의 절반 수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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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itamin C contents in carrot according to harvest tim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for three tes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with LSD test.
**
P<0.01, ***P<0.001 compared with control (Dec. 17th sample).

Fig.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carrot cultivars according to harvest time.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for
three tes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rmined by one-way
*
**
***
ANOVA with LSD test. P<0.05, P<0.01, P<0.001 compared
with control (Dec. 17th sample).

Ha 등(2009)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수확시기에 따른 당근의 비타민 C 함량 변화는 Fig. 3과

(Park 등, 2015b; Lee 등, 2017), 본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

같다. 12월 17일에 첫 수확한 탐라홍 및 드림7의 비타민

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당근의 수확시기가 늦을수록 페놀

C 함량은 각각 548 µg/g DW 및 484 µg/g DW였으나 2월

계 화합물이 감소하고 이것은 항산화 활성 감소와 연관되는

15일에 수확한 당근의 비타민 C 함량은 두 품종 모두 109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총 폴리페놀 함량과

µg/g DW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1월 18일 이후에 수확한

자유라디칼 소거능은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보고(Anag-

당근의 비타민 C 함량은 12월 시료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는

nostopoulou 등, 2006; Jayaprakasha와 Patil, 2007)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월 6일부터 시작된 폭설과 한

전자공여능이 phenolic acids와 flavonoids 화합물에 대한

파에 의한 냉해 피해의 영향이라 여겨진다. 과일과 채소의

항산화 작용의 지표로 제시한다는 사실(Kang 등, 1996)과

비타민 C 함량은 수확 전 기후조건, 숙성상태, 수확방법 및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수확 후 처리 절차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냉해 조건에서도 비타민 C는 쉽게 손실되는 것으로

요

약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Lee와 Kader, 2000). 따라서 비타민
C 함량 변화에 미치는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에도 탐라홍

본 연구는 신품종 ‘탐라홍’ 당근의 수확시기에 따른 품질 특

당근의 수확 시기는 2월 보다는 12월이 적정하다고 사료된

성 및 유효성분 변화를 조사하여 최적 수확시기를 설정하고,

다.

수입산 대체용으로 재배 확대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 17일부터 이듬해 2월 15일까지 10

수확시기에 따른 항산화 활성 변화

일 간격으로 7회 수확한 탐라홍과 드림7을 대상으로 품질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들 중 DPPH 라디칼

특성(경도, 색도, pH, 당도), 유효성분(총 페놀 및 플라보노

소거 활성법은 간편하면서도 대량으로 측정이 가능하여 널

이드, 총 카로티노이드, α 및 β-카로틴, 비타민 C) 및 항산화

리 이용되고 있다. 즉, 페놀성 화합물 및 방향족 아민류 등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당근의 경도는 수확시기 및 품종에 따른

항산화 성분이 수소 또는 전자를 공여하면서 자유라디칼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pH 값과 당도(Brix)는 수

DPPH의 보라색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확시기가 늦을수록 감소하였다. 수확시기에 따른 명도

(Blois, 1958). 수확시기에 따른 당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
*
(Hunter L 값)는 차이가 없었으나 외부 적색도(a 값)는 감

을 DPPH 라디칼 소거능으로 측정하여 Fig. 4에 나타내었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탐라홍의 내부 적색도는 드림7보다

다. 각 시기별로 수확한 탐라홍 당근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약 55~58% 높았다. 탐라홍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총

소거능은 드림7에 비하여 약 20~50% 높았으며, 수확시기

카로티노이드, α 및 β-카로틴, 비타민 C 등의 2차 대사물질

가 늦어질수록 항산화 활성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2

의 함량은 드림7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였으며, 두 품종

월 17일에 첫 수확한 탐라홍에 비하여 2월에 채취한 당근의

모두 수확시기가 늦을수록 유효성분의 함량은 감소하는 경

항산화 활성은 약 14~20% 감소하였다. 흑미와 대학찰옥수

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신품종 탐라홍 당근은 기존 널

수인 경우도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감소

리 재배되고 있는 수입산 드림7 품종과 비교하여 품질 특성

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 역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우수하거나 대등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적 수확기는 2

수확시기에 따른 신품종 ‘탐라홍’ 당근의 품질 특성 및 유효성분 변화

월 보다는 12월 중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신품
종 탐라홍 당근은 수입산 드림7의 대체용으로서 충분한 품
질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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