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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Bioactive Substance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Differently Colored Cherry Tomat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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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physiologically bioactive substance content, and antioxidant activity of different color cherry tomatoes (red, orange, yellow, and green) were measured. The moisture, crude protein, and crude
fat contents of cherry tomatoes obtained were in the range 92.38∼93.34%, 0.14∼0.16%, and 0.04∼0.06%, respectively,
with no difference observed according to color. Sugar content was the highest for red tomatoes (7.50 Brix) and the
lowest for green tomatoes (5.80 Brix). The green tomato had the lowest pH of 4.14 and the highest acidity (0.42).
Brightness (L*) was the highest in yellow tomatoes and lowest in red tomatoes. The highest values for redness and
yellowness were obtained for red and yellow tomatoes, respectively. The tomato color had no effect on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but was relatively high in yellow tomato (344.19 μg GAE/g). The total flavonoid content of cherry
tomatoes ranged between 62.37∼100.49 μg QE/g and showed the highest value (100.49 μg) in yellow cherry tomatoes.
Lycopene was the highest in red tomatoes, and β-carotene was the highest in orange tomatoes.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77.39∼78.07% and 64.08∼65.24%, respectively,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lors. Taken together, the above results show that contents of flavonoids and carotenoids differed in
cherry tomatoes depending on the color, but the overall antioxidant activity was high, irrespective of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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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울토마토 또는 영어로는 체리 토마토(cherry tomato)라
고 불린다(Park 등, 2007; Gill과 Kaur, 2019). 방울토마토

토마토(Lycopersicum esculentun Mill)는 일년생의 가

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당도가 2~3°Brix 정도 더 높고 고형

지과(Solanaceae) 식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양이 소비

분 함량이 많아 질감이 비교적 단단하고 쉽게 물러지지 않으

되는 과채류 중 하나이며,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며, 수확 후 보관이 용이하고 품질을 비교적 오래 유지할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지가 선정한 바 있다(Willcox 등,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색깔의 방울토

2003). 토마토는 독특한 풍미와 식욕을 자극하는 색을 지니

마토가 개발되어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먹기에

고 있어 생식용뿐만 아니라 주스, 페이스트, 소스, 퓨레, 케

간편하여 간식이나 후식용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Gill과

첩, 통조림 등 다양한 가공품의 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

Kaur, 2019; Vieira 등, 2020).

며, 그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Xu 등, 2018;

토마토는 비타민 A, B1, B2, B6, C, 칼슘, 당 및 유기산

Collins 등, 2022). 방울토마토(Lycopersicum esculentun

함량이 높고, 특히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의 카로

Mill var. cerasiforme)는 페루와 칠레 북부가 원산지로 적

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다(Gómez-Prieto 등, 2003; Bho-

어도 1800년대 초부터 재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mith,

wmik 등, 2012). 카로티노이드는 40여 개의 탄소가 기본이

1994). 맛, 풍미, 색깔 등이 일반 토마토와 거의 비슷하나

되어 이루어진 불포화탄화수소의 일종으로 노란색, 주황색,

열매가 보통 2~3 cm로 작고 조그마한 방울과 같다고 하여

빨간색 등을 나타내는 천연 색소 물질이다(Kamilogl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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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의 색소체에서 합성되어 저장

1200, EYELA Ltd., Co., Tokyo, Japan)에 넣어 건조하여

되며 광합성의 보조색소로서 광 흡수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분쇄기(Hanil, Seoul, Korea)로 분말 형태로 만들어 -20°C

과다한 빛에너지로부터 식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Marti 등, 2016). 카로티노이드는 공액이중결합을 많이 가
지고 있어 빛, 산소, 온도 등에 불안정하고, 지용성 물질이므

일반성분 함량 측정

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이용률이 높아진다(Kamilo-

신선한 토마토에 함유된 수분, 조회분, 조지방 및 조단백

glu 등, 2013). 식물과 달리 인체는 카로티노이드를 직접

질 함량은 AOAC(1995)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은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특

105°C로 맞춘 드라이오븐(EYELA)에서 건조하여 정량하였

히, 토마토에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

고, 조회분은 600°C 회화로(Jeil, Seoul, Korea)에서 회화

화 활성을 지니고 있으며, 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시켜 측정하였다. 조단백질은 자동 단백질 분석기(Kjeltec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lins 등, 2022). 동물실험, 인체실험

2400 AUT, Foss Tecator, Eden Prairie, MN, USA)를

및 역학조사에 따르면 토마토와 토마토 제품의 섭취는 전립

이용하여 semimicro-Kjeldhl법으로 분석하였고, 조지방은

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 암세포의 성장, 전이, 침윤을 억제

Soxhlet 추출기(Soxtec System HT 1043, Foss Tecator)

하여 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o-

를 사용하여 diethyl ether로 추출하여 정량하였다.

vannucci, 1999; Singh와 Goyal, 2008; Bhowmik 등,
2012; Marti 등, 2016; Collins 등, 2022). 또한, 라이코펜과

pH, 당도, 산도 및 당산비 측정

칼륨은 체내의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와 나트륨 배출을 촉

토마토의 pH, 당도 및 산도 측정을 위해 신선한 시료를

진함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믹서기에 넣고 마쇄한 후에 13,500×g에서 30분간 원심분

(Collins 등, 2022). 아울러 지방 대사작용을 비롯하여 동맥

리(Mega 17R, Hanil Co., Incheon, Korea)하여 상등액을

경화 억제, 모세혈관 강화, 조혈 기능, 혈당 상승 억제 등의

얻었다. pH는 상등액을 취하여 pH meter(420 Benchtop,

생리활성이 보고되고 있다(Yin 등, 2019; Kuhalskaya 등,

Orion Research, Beverly, MA, USA)로 측정하였다. 당도

2020).

는 상등액을 취하여 당도계(PR-201α, Atago Co., Tokyo,

본 연구에서는 색이 다른 방울토마토 4종(빨강, 주황, 노

Japan)로 측정하였다. 산도는 AOAC 방법(1995)에 따라 시

란색 및 초록색)의 이화학적 품질특성, 카로티노이드를 비

료 추출액 10 mL에 pH meter 전극을 담그고 0.1 N NaOH

롯한 항산화 물질의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를 이용하여 pH 8.3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NaOH 양(mL)

방울토마토의 색깔에 따른 차이점을 탐색하여 토마토 소비

을 citr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당산비는 당

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를 산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유리당 및 유기산 분석

재료 및 방법

동결건조시킨 토마토 분말 0.3 g에 증류수 30 mL를 첨가
하여 vortex mixer로 혼합한 후에 실온에서 10분 동안 추출

실험재료 및 시약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1,1-dipheny1-2-

하고, 16,7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Mega 17R, Hanil

picrylhydrazyl(DPPH), gallic acid, catechin은 Sigma-

Co.)하여 얻은 상등액을 유리당과 유기산 분석에 사용하였

Aldrich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

다. 유리당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

고,

phy-Refractive Index Detector(HPLC-RID)(Dionex ul-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Fluka(Heidelberg,

timate 3000,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그 외 시약들은 Sigma-Aldrich

USA)로 분석하였다. 시료는 10 μL를 주입하여 Sugar-pak

Chemical Co.와 Junsei chemical Co., Ltd.(Tokyo, Ja-

(300 mm×6.5 mm, Waters, Milford, MA, USA) 칼럼을

pan)에서 분석용 등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하였고 water를 이동상으로 하여 0.5 mL/min 유속으로

acid)

diammonium

salt(ABTS)는

70°C에서 35분간 분석하였다.

토마토 시료

유기산은 HPLC-Diode Array Detector(DAD)(Agilent

색이 다른 4종(빨강, 주황, 노란색 및 초록색)의 방울토마

1260 infinity, Agilent, Santa Clara, CA, USA)로 440 nm

토는 강원도 춘천의 농장에서 수확한 것을 직접 구입하여

에서 분석하였다. 시료는 10 μL를 주입하고 Sodex RSpak

사용하였다. 초록색 토마토는 미숙과로 수확 후 자연숙성에

KC-811 칼럼(300 mm×8.0 mm, Showa Denko America,

의해 빨강, 주황 및 노란색의 고유 색상을 나타내기 전의

Inc., New York, NY, USA)을 사용하였고 3 mM perchlo-

것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토마토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

ric acid 수용액을 이동상으로 하여 0.7 mL/min 유속으로

한 후 물기를 제거한 후에 실험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선한

80°C에서 35분간 분석하였다.

상태로 사용하거나 -80°C에서 냉동 후 동결건조기(F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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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측정
토마토의 표면색은 색도계(Chrome Meter CR-300, Ko*
nica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 , light*

*

ness), 적색도(a , redness), 황색도(b , yellowness)를 측
정하였다. 색도 보정을 위해 L*, a*, b*값이 각각 97.10,
+0.24, +1.75인 백색 표준판을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동결건조시킨 토마토 분말에 20배의 95% 에탄올을 첨가

Table 1. The HPLC condition for carotenoid and carotenoid isomer analysis
HPLC
Column
Mobile phase
Flow rate
Injection volume
Column
temperature
Detector

하여 vortex mixer로 혼합한 후에 40°C에서 10분 동안 초

Shimadzu HPLC
C18 Novapak (3.9×150 mm, 5 μm)
Methanol : Acetonitrile : THF
(50:45:5, v/v/v)
1 mL/min
10 μL
25°C
Shimadzu Programmable Multiwavelength
Detector, SPD-M20A (@ 480 nm)

음파 수조(Powersonic 400, Hwashin Tech Co., Ltd.,
Seoul, Korea)에 넣고 추출한 후, 16,700 rpm에서 30분간

(Shimadzu, Kyoto, Japan)로 분석하였고, Methanol :

원심분리(Mega 17R, Hanil Co.)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상

Acetonitrile : THF(50:45:5, v/v/v)를 이동상으로 하였다.

등액을 적절한 농도로 희석한 후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

분석용 칼럼은 C18 Novapak(3.9×150 mm, 5 μm)을 사용

노이드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하여 1 mL/min의 유속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에 명시된

시료 용액 0.5 mL와 2 N Folin 시약 0.5 mL를 혼합하여

조건으로 HPLC를 이용하여 카로티노이드를 분석하였다.

3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2% sodium carbonate 1.5
mL를 첨가하여 표면을 호일로 감싼 후에 2시간 동안 암소에

항산화 활성 측정

서 반응시켰다. 반응물은 microplate reader(Infinite M200

토마토의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Cheung

Pro, Tecan Group Ltd.,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등, 2003), ABTS 라디칼 소거 활성(Re 등, 1999) 및 환원력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시료에 함유된 총 폴리

(Oyaizu, 1986)으로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 측정을 위한

페놀 함량은 gallic acid의 표준곡선으로 시료 1 g에 함유된

토마토 추출액은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을 gallic acid equivalent(GAE)로 표시하

에서 서술한 방법으로 추출하였고, 토마토 추출액은 300 μg/

였다.

mL의 농도로 희석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추출액 1 mL와 2% alu-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토마토 추출액 100 μL와 0.2

minium chloride methanolic solution 1 mL를 혼합하여

mM DPPH 용액 100 μL를 혼합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

실온에서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에 430 nm에서 흡광도를

시킨 후 515 nm에서 microplate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

측정하였다. 시료에 함유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

하였다. 토마토 추출액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

cetin의 표준곡선으로 시료 1 g에 함유된 총 플라보노이드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

함량을 quercetin equivalent(QE)로 표시하였다.

내었다.

카로티노이드 함량 분석

potassium persulfate를 실험 24시간 전에 암소에서 반응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7.0 mM ABTS와 2.45 mM
동결건조하여 분말화된 시료 100 mg을 glass-tube(125

시켜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5 mm)에 취한 후에 BHT(100 mg/L)가 첨가된 ethyl

0.73±0.03이 되도록 에탄올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토마

acetate 3 mL를 넣고 1분 동안 vortexer로 혼합하면서 시

토 추출액 100 μL와 흡광도를 맞춘 ABTS 용액 100 μL를

료 중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를 추출하였다. 6,000 rpm에

혼합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에 732 nm에서 흡

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에 상등액(ethyl acetate 층)을

광도를 측정하였다. 토마토 추출액의 ABTS 라디칼 소거 활

취하여 깨끗한 glass tube에 옮긴 후에 토마토 추출물에 다

성은 시료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

시 ethyl acetate 2 mL를 첨가하여 1분 동안 vortexer로

율로 나타내었다.

혼합하면서 카로티노이드를 추출하였다. 추출물의 붉은 색

환원력은 토마토 추출액 1 mL에 200 mM 인산 완충액

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3회 반복한 후에 모인

(pH 6.6)과 1%의 potassium ferricyanide 1 mL를 순서대

ethyl acetate 층을 진공농축기로 농축하였다. 농축이 끝난

로 첨가하여 50°C의 항온수조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반

시험관에 diethyl ether 0.25 mL와 HPLC 이동상[metha-

응이 종료된 후에 10% TCA 용액을 1 mL 넣어 13,500×g

nol/acetonitrile/tetrahydrofuran(THF), 50:45:5, v/v/v]

에서 15분간 원심분리(Mega 17R, Hanil Co.)한 후에 상등

0.75 mL를 넣어 농축된 물질을 완전히 녹인 후 syringe fil-

액을 얻었다. 상등액 1 mL에 증류수 및 ferric chloride를

ter(PTFE, 0.45 μm)로 여과 후 시료 중에 함유된 카로티노

각각 1 mL씩 차례로 첨가하고 혼합한 후 720 nm에서 흡광

이드 성분을 HPLC로 분석하였다. 카로티노이드는 HPLC

도를 측정하여 얻은 값을 환원력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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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ntents of cherry tomatoes according to different color
Color of tomatoes
Red
Orange
Yellow
Green

Moisture

Ash
a

Crude protein
ab

0.51±0.03
0.51±0.01ab
0.47±0.03b
0.57±0.00a

92.38±0.86
92.61±0.07a
92.89±0.04a
93.34±0.31a

Crude fat

a

0.06±0.02a
0.04±0.03a
0.06±0.01a
0.04±0.00a

0.14±0.01
0.16±0.00a
0.16±0.01a
0.14±0.01a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b)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다. 빨간색과 노란색 토마토의 pH는 각각 4.22 및 4.31로

통계분석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은 R-Studio(Version

나타났다. 색이 다른 토마토의 적정 산도를 측정한 결과, 초

3.5.1, Boston, MA, USA)를 이용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록색 토마토에서 0.42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노란색

고, 결과의 유의적 차이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법(Dun-

토마토에서 0.34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식품의 pH와

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산도는 식품 분석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측정하는데 pH는

검정하였다.

특정 식품에서 자라는 미생물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
지만, 적정 산도는 식품의 유기산이 풍미에 미치는 영향을
pH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uzel-

결과 및 고찰

Seydim 등, 2000; Marconi 등, 2007).

일반성분 함량

당도는 빨간색 토마토의 당도가 7.5°Brix로 가장 높았고,

색깔이 다른 방울토마토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주황색(7.4°Brix), 노란색(6.8°Brix) 토마토의 순으로 당도

2와 같다. 수분은 92.38~93.34%로 방울토마토 색에 따른

가 낮아졌고, 초록색 토마토는 5.8°Brix로 가장 낮은 당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분은 0.47~0.57%까지

값을 보였다.

나타났으며, 초록색 토마토에서 0.57%로 가장 높았고, 노란

당산비는 생과실에 함유된 당에 대한 산 함량의 비율로,

색 토마토가 0.47%로 가장 낮았다. 조단백질과 조지방은

과실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용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당산

각각 0.14~0.16% 및 0.04~0.06%로 토마토 색에 따른 통

비 값이 클수록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기호도가 높다

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Yang 등, 2012). 빨간색, 주황색 및 노란색 토마토의 당산

토마토는 수분이 많은 과채류 중 하나로, 선행연구에서도

비는 각각 19.23, 20.56 및 20.00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

토마토 생과의 수분은 토마토 품종, 크기, 색깔 등에 따라

반면, 성숙도가 낮은 초록색 토마토의 당산비는 13.81로 낮

다르며 약 85.10~95.20%의 수분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게 나타나 빨강, 주황 및 노란색 토마토에 비해 단맛과 신맛

있다(Yoon 등, 1999; Park 등, 2015; Kang 등, 2018). 일반

의 조화된 맛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토마토에 비해 방울토마토는 수분함량이 적고 고형분 함량

유리당 및 유기산 분석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우 미량의 단백질과 지방이

색이 다른 방울토마토에 함유된 유리당과 유기산 함량을

존재하며 약 3% 전후의 탄수화물이 포도당과 과당의 형태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토마토에는 glucose와

로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Agius 등, 2018).

fructose의 유리당을 확인하였다. 빨간색 토마토에는 건조

토마토의 pH, 당도, 산도 및 당산비 측정

분말 100 g당 glucose와 fructose가 각각 27.98 mg 및

색이 다른 방울토마토의 pH, 당도 및 산도를 측정한 결과

32.07 mg 들어있었으며, 총 유리당 함량은 60.05 mg으로

는 Table 3과 같다. 토마토 pH를 측정한 결과, 토마토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그 뒤를 이어 주황색, 노란색

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초록색 토마토가 pH 4.14로 가장

및 초록색 토마토의 순이었다. Agius 등(2018)은 HPLC 분

낮았고, 주황색 토마토는 pH 4.3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

석을 통해 토마토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

Table 3. pH, sugar contents, total acidity, and ratio of sugar contents to total acidity of cherry tomatoes according to different
color
Color of tomatoes
Red
Orange
Yellow
Green

pH

Sugar content (SC) (°Brix)
c

4.22±0.00
4.36±0.01a
4.31±0.01b
4.14±0.00d

a

7.5±0.00
7.4±0.00b
6.8±0.00c
5.8±0.00d

Total acidity (TA)
b

0.39±0.02
0.36±0.01c
0.34±0.00c
0.42±0.00a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Means with the differnet superscripts (a-d)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C/TA ratio
19.23±0.01a
20.56±0.01a
20.00±0.00a
13.81±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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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e sugar and organic acid contents of cherry tomatoes according to different color
Color of
tomatoes
Red
Orange
Yellow
Green

Free sugars (mg/100 g)
Fructose

Glucose
a

27.98±0.25
27.88±0.28a
26.02±0.46b
25.23±0.52c

a

32.07±0.54
30.58±0.39b
29.36±0.82c
28.55±0.75d

Organic acids (mg/100 g)
Citric acid
Malic acid

Total
a

c

60.05±0.29
58.46±0.67b
55.37±0.92c
53.77±1.06d

3.42±0.02
4.65±0.06b
5.18±0.05a
5.13±0.06a

b

1.56±0.01
1.73±0.01a
1.75±0.04a
1.72±0.16a

Total
4.97±0.01b
6.38±0.08ab
6.93±0.09a
6.85±0.22a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Means with the differnet superscripts (a-d)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인하였고, 숙성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에서는 포도당이 주
요 당류이며 숙성하여 붉은색으로 변함에 따라 포도당보다
는 과당의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총 당류 함량이 약 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Yelle 등, 1998; Agius 등, 2018)하
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초록색 토마토에는 다른 색의 토마토에 비해 유리당이 적
게 함유되어 있었으며, 이는 다른 색깔의 토마토와 비교하여
초록색 토마토의 당도가 가장 낮은 것과 일치한 결과를 보였
다. 토마토의 유기산을 분석한 결과 citric acid와 malic acid

Table 5.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 of cherry tomatoes
according to different color
Color of
*
a*
b*
L
tomatoes
Red
34.89±1.84d
17.16±0.32a
16.69±0.69d
b
b
44.53±0.41
8.98±0.40
33.28±1.01b
Orange
a
c
Yellow
47.57±0.51
3.48±0.27
37.39±1.29a
41.08±0.47c
−10.66±0.31d
22.99±0.40c
Green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Means with the differnet superscripts (a-d)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를 확인하였고, 초록색과 노란색 토마토가 건조 분말 100
g당 citric acid와 malic acid 함량이 가장 높았고, 총 유기산

색도 측정

함량도 6.93 mg 및 6.85 mg으로 빨간색이나 주황색 토마토

색이 다른 방울토마토의 색도는 Table 5와 같다. 밝기를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빨간색 토마토에는 citric acid와

나타내는 명도(L*) 값은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의

malic acid가 각각 3.42 mg 및 1.56 mg으로 다른 색 토마토

순으로 나타났다. 노란색 토마토의 명도는 47.57로 가장 높

에 비해 유기산이 적게 함유되어 있었다. 과일과 채소에 들

았고, 빨간색 토마토는 34.89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적

어있는 유기산은 생화학적인 과정, 미생물의 활동 등을 통해

*
색도를 나타내는 a 값은 빨강 토마토에서 17.16으로 가장

생성되고, 식품의 품질과 영양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높은 값을 보여 적색도가 높음을 확인하였고, 초록색 토마토

역할을 한다(Marconi 등, 2007). 토마토의 향미, 풍미, 질감

에서는 -10.66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 녹색도가 짙음을 확인

과 같은 관능적인 특성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하였다. 주황색과 노란색 토마토의 적색도 값은 각각 8.98

(Baldwin 등, 2015), 특히 유기산과 유기산의 유도체들은 품

및 3.48을 나타냈다. 적색도는 토마토에 함유된 붉은색 색소

종, 숙성도, 저장 및 가공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Bhowmik

인 라이코펜과 주황색 색소인 베타카로틴에 의한 것으로,

등, 2012; Ayuso-Yuste 등, 2022). 토마토에 함유된 당류

라이코펜 함량이 높은 붉은색 토마토의 적색도가 가장 높은

와 유기산은 가용성 고형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Tigist 등,

*
것으로 사료된다. 황색도(b )는 노란색 토마토에서 37.39로

2013; Agius 등, 2018), 토마토의 품질과 단맛, 신맛, 풍미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토마토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Stevens, 1972). 토마토의 총

의 순으로 낮아졌으며 빨간색 토마토의 황색도는 16.69로

고형분 함량은 색이 진하고 숙성이 잘 될수록 증가하는 것으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방울토마토

로 알려져 있다(Salunkhe 등, 1974; Kishore 등, 2011).

색에 따라 함유된 고유의 색소에 따라 명도, 적색도 및 황색

토마토의 주요 유기산은 citric acid, malic acid, glutamic

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cid이고, citric acid 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rconi 등, 2007; Missio 등, 2015). Agius 등(2018)은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토마토에는 citric acid, malic acid와 같은 유기산이 함유되

방울토마토 색에 따른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어 있으며, 성숙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에서는 유기산이 다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량 함유되어 있으나 숙성되어 감에 따라 malic acid가 거의

322.54~344.19 μg GAE/g으로 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

사라지며 citric acid 함량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토

지는 않았고 노란색 토마토에서 344.19 μg GAE/g으로 비

마토의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pH 값이 증가하고 산도가

교적 높았으며 초록색 토마토에서 322.54 μg GAE/g으로

감소하고 특히 산도, citric acid 및 malic acid 함량이 감소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하여 pH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igist 등, 2013).

색깔이 다른 방울토마토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62.37
~100.49 μg QE/g으로 토마토 색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
다. 노란색 방울토마토에서 100.49 μg QE/g으로 가장 높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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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cherry tomatoes according to different color. Different letters (a-c) above
ba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1)GAE=gallic acid equivalent. 2)QE=quercetin equivalent.
고 빨간색 토마토에서 62.37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노란

과육과 씨의 순으로 나타났다.

색 방울토마토는 빨간색에 비해 약 1.61배나 더 많은 총 플
라보노이드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황색과 초록색 방

카로티노이드 함량 분석

울토마토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84.62 μg QE/g

색깔이 다른 방울토마토 추출물로부터 카로티노이드 함

및 89.33.78 μg QE/g의 총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한 것으로

량을 HPLC로 분석하여 루테인, 라이코펜 및 베타카로틴을

나타났다.

확인하였고, 이들의 머무름 시간은 각각 1.51, 4.59 및 7.48

토마토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C, 페놀화합물 등

분으로 나타났다. 토마토 색상에 따른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은 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항산화 물

Table 6에 나타냈으며, 개별적인 카로티노이드는 토마토 색

질은 토마토 품종, 유전적 특성, 숙성도 및 재배 조건 등에

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루테인은 빨간색 토마토에서 1.13

따라 다르다(Leonardi 등, 2000). Kim과 Ahn(2014)은 LC/

μg/g으로 가장 높았고, 초록색 토마토에서 0.48 μg/g으로

MS/MS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재배된 토마토로부터 caffeic

가장 낮게 나타났다. 라이코펜은 빨간색 토마토에서 112.11

acid, caffeic acid-hexose isomer, 3-caffeoylquinic acid,

μg/g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주황색, 노란색 및 초록

quercetin-trisaccharide, quercetin-3-rutinoside, nar-

색 토마토 순으로 나타났다. 초록색 토마토의 라이코펜 함량

ingenin chalcone 등의 10여 종의 폴리페놀 화합물을 검출

은 4.75 μg/g으로 빨간색 토마토에 비해 라이코펜이 거의

하였고, 이들 중 생리활성이 밝혀진 화합물이 다수 있음을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베타카로틴은 주황색

확인하였다. Choi와 Ahn(2014)은 국내산 방울토마토로부

토마토에서 195.50 μg/g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빨

터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건조중량

간색, 노란색 토마토로 나타났으며, 초록색 토마토에서는

1 g당 각각 12.28 mg과 3.89 mg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

19.36 μg/g으로 다른 색깔들의 토마토에 비해 가장 낮은

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Na 등(2013)은

베타카로틴 함량을 나타냈다. Kim 등(2015)은 4종류의 토

국내의 각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일반토마토 100 g당 각

마토(일반토마토, 방울토마토, 빨간색 및 주황색 대추방울

각 19.43~32.44 mg, 6.56~10.93 mg의 총 폴리페놀과 총

토마토)로부터 카로티노이드를 분석하였고, 토마토에 함유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여 토마토에는 시

되어 전체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라이코펜이 90% 이상을 차

료 간의 차이가 있으나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물질을

지하고 그 뒤를 이어 루테인(약 4%)과 베타카로틴(약 3%)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울토마토와 일반토마
토의 폴리페놀 함량은 유사하였으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일반토마토에 비해 방울토마토에서 약 4~6배 높음을 확인
하였다(Choi와 Ahn, 2014). 페놀화합물들은 병원체와 포식
자에 대항하여 식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식물의 가
장 바깥 부분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Al-Wandawi 등,
1985). Toor와 Savage(2005)는 토마토를 껍질, 과육, 씨의
3개 부위로 나누어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는데, 토마토의 껍질 부위에서 가장 많은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Table 6. Carotenoid contents of cherry tomatoes according to
different color
Carotenoids (μg/g dry weight)
Color of
tomatoes
Lutein
Lycopene
β-Carotene
Red
1.13±0.06a
112.11±2.46a
103.13±5.38b
Orange
0.58±0.04b
41.67±2.36b
195.50±16.42a
b
c
Yellow
0.56±0.15
28.79±1.81
60.49±2.96c
Green
0.48±0.07b
4.75±0.27d
19.36±0.08d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Means with the differnet superscripts (a-d)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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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oxidant activity of cherry tomatoes according to different color. Different letters (a-d) above ba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의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라이코펜은 빨간색 대추

토 과육보다는 껍질 쪽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토마토 부

방울토마토에서 건조중량 kg당 626.2 mg으로 가장 높았고,

위별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껍질의 항산화 활성이

그 뒤를 이어 일반토마토(433.0 mg), 방울토마토(422.6

가장 높았고, 과육과 씨의 순으로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

mg) 및 주황색 대추방울토마토(87.4 mg/kg dry wt.)의 순

났다(Toor와 Savage, 2005).

으로 나타나 빨간색이 짙을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음을 확
인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항산화 활성 측정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색깔이 다른 방울토마토 4종(빨강, 주황, 노

색깔이 다른 방울토마토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란색 및 초록색)의 품질특성, 생리활성 물질 함량 및 항산화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과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

활성을 측정하였다. 색깔에 따른 방울토마토의 수분, 조단백

는 Fig. 2와 같다. 방울토마토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및 조지방 함량은 각각 92.38~93.34%, 0.14~0.16% 및

77.39~78.07%로 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04~0.06%로 색깔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조회분은 초

방울토마토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64.08~65.24%로

록색 토마토에서 0.57%로 가장 높았고 노란색에서 0.47%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유사하게 토마토 색에 따른 차이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당도는 빨간색 토마토가 7.50°Brix

는 나타나지 않았다. 720 nm에서의 흡광도로 측정한 환원력

로 가장 높았고 초록색 토마토는 5.80°Brix로 가장 낮았다.

은 초록색 토마토에서 0.7726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pH는 주황색 토마토가 pH 4.36으로 가장 높았고 초록색

빨간색 토마토에서 0.955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토마토가 pH 4.14로 가장 낮았다. 산도는 초록색 토마토가

(P<0.05). 노란색과 주황색 토마토의 환원력은 각각 0.7953

0.42로 가장 높았고 노랑색 토마토가 0.34로 가장 낮았다.

및 0.8869로 초록색 토마토보다 1.03 및 1.15배 높았다(P<

*
명도(L )는 노란색 토마토에서 47.57로 가장 높았고 빨간색

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환원력으로 측정한 항산화 활성

*
토마토에서 34.89로 가장 낮았다. 적색도(a )는 빨간색 토마

은 빨간색 토마토에서 가장 높고, 주황색, 노란색 및 초록색

토가 17.16로 가장 높았고 황색도(b*)는 노란색 토마토가

토마토의 순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37.39로 다른 색상의 토마토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선행연구에서 토마토 추출물은 50~500 μg/mL 농도에서

났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322.54~344.19 μg GAE/g으로

DPPH와 ABTS 라디칼 생성을 각각 5.35~73.13% 및

노란색 토마토에서 비교적 높았고 초록색 토마토에서 낮은

9.42~67.04%까지 억제했다고 보고되어 있다(Choi와 Ahn,

값을 보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62.37~100.49 μg

2014). 이는 토마토에 함유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QE/g으로 토마토 색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노란색

카로티노이드의 강력한 항산화 활성에 기인한 것으로 토마

방울토마토에서 100.49 μg QE/g으로 가장 높았고 빨간색

토 추출물의 농도에 비례하여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토마토에서 62.37 μg QE/g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토

본 연구에서도 각기 다른 색상을 지닌 방울토마토 추출물은

마토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를 측정한 결과, 빨간색과 주황

색깔에 따라 주요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에는 차이를 보였으

색 토마토에서는 각각 라이코펜과 β-카로틴 함량이 가장

나 항산화 활성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항산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 활성은 DPPH와 ABTS 라디

활성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카로티노이드 함량에 비

칼 소거능이 각각 77.39~78.07% 및 64.08~65.24%로 토

례하여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리활성 물질은 토마

마토의 색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높은 활성을 보

색깔이 다른 방울토마토의 품질특성, 생리활성 물질 및 항산화 활성

였으나, 환원력의 경우는 빨간색 토마토에서 가장 높았고
초록색 토마토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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