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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당근의 carotenoid와 당 함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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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loring agents in food materials plays important roles in the development of attractive products as well as 
in the functionality of food such as antioxidant or vitamin supplementation. Carrot has been used as an orange coloring 
agent in the decoration of food but also a major source of vitamin A complex. Though orange has been considered 
a typical color of carrot, the Rainbow carrot has been developed recently, which exhibit the various colors such as red, 
pale yellow, purple, orange or their mixtures. After categorization onto 8 groups by their colors, vitamin A complex 
(β-carotene, lycopene and lutein) and soluble sugars (glucose, fructose, and sucrose) have been analyzed in carrots. The 
β-carotene was abundant in the groups of orange (Group-O) or groups with the orange color (group-OP, and group-YOP). 
The content of lycopene content was exclusively high in the red color carrot (group-R). The highest lutein contents were 
observed from the yellow-purple (group-YP) group. Meanwhile, little amounts of lycopene and β-carotene were observed 
in yellow-purple (group-YP) nor yellow (group-Y) on yellow (group-Y). Among the reducing sugars in 'rainbow carrots', 
the amount of sucrose was two times higher than those of fructose and glucose. However, the content of glucose, fructose 
and sucrose as well as the total reducing sugars did not differ between color groups suggesting little variations on their 
t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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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당근은 주황색을 띠는 식품으로서 세계적으로 많은 음식

에 맛과 식감을 제공하며 carotenoid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Heinonen, 1990). 당근에 풍부한 Carotenoid는 식물, 조

류, 곰팡이, 미생물 및 동물에서 발견되고 많은 자연적인 기

능을 포함하며 변형되기 쉬운 isoprenoid 화합물로, 동물과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물질들은 필수 영양 성분인 비타민 A와 

retinoid의 전구체이다(Bendich and Olson, 1989; Yuan et 

al., 2011). Carotenoid는 노란색과 주황, 빨간색을 나타내

나 단백질과 결합했을 시에는 초록색이나 보라색, 파란색을 

나타내기도 한다(Britton, Weesie et al. 1997). 또한 암, 

심장병, 시력감퇴와 같은 심각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방어

하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Zhu et al., 2008). 식물에

서는 성장과 발달을 규제하며 광합성의 보조색소로 작용하고 

광보호 작용, 호르몬 abscisic acid(ABA) (Matthews et al., 

2003)과 스트리고락톤의 전구체, 꽃가루 매개충과 씨를 분

배하는 초식동물 등 다른 개체에 대한 유인물질로 작용한다

고 알려져 있다(Zhu et al., 2010). 산업에서의 carotenoid

는 식품색소, 향수 및 동물 사료와 같은 영양보충제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Vilchez et al., 2011). 

Carotenoid 구조(Fig. 1)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색은 분

자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단일 및 이중결합이 번갈아 가며 

생기는 긴 conjugated double-bond 시스템이다. 이 구조

는 π-전자가 전체 폴리엔 사슬에 따라 비지방화 된 공액계

를 구성하고 이것이 carotenoid에 독특한 분자 모양,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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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s of carotenoids. (A); β-carotene, (B); lycopene, 
(C); lutein. 

R                O               Y                P 

YO              OP              YP             YOP 

Fig. 2. Rainbow carrots of each group (R; R-1, O; O-5, Y; Y-37, 
P; P-25-B, YO; Y-33, OP; OP-13, YP; YP-8, YOP; YOP-24).반응 및 광흡수 특성을 부여한다(Gueguen et al., 2002).

Carotenoid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의 흡광도 검출기를 이용한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는 정성적 및 정량적 carotenoid 프로필

을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Barret et 

al., 2011). 문헌에 보고 된 이러한 화합물의 분리는 β
-carotene, lutein, zeaxanthin 등의 기하 이성질체 분리

가 가능한 C18 컬럼을 이용한 역상 HPLC가 선호된다(Furr, 

2004). 

당은 식품의 품질 및 맛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근의 관능(미각)

은 저장 탄수화물인 포도당, 과당 및 자당과 같은 환원 및 

비환원당을 포함한 화합물의 균형에 의해 제어된다(Simon 

et al., 1980). 당근의 유세포 중 액포에 저장된 화합물의 

대부분은 가용성 당이며 저장뿌리 건조 중량의 34-70%를 

차지한다(Nilsson, 1987). 자당은 당근의 성숙기에 생성되

는 주된 저장성 당이다(Daie, 1984). 이러한 감미는 새로운 

상업 식물 품종의 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Nookaraju 

et al., 2010). 따라서 새로운 품종인 무지개 당근이 상업적으

로 소비자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당 함량을 파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색을 발현시키기 위해 색이 다른 

당근의 교배를 통해 생산된 서로 다른 색을 가지는 38종의 

무지개 당근 (Rainbow carrot)을 획득하여 색감과 맛에 영

향을 미치는 carotenoid와 당을 HPLC로 정량하고 색에 따

른 함량차이를 분석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무지개 당근 38 종을 (주)케

로톱시드 영농조합에서 분양 받아 단면의 색깔 별로 그룹

을 지어 분석하였다(Fig. 2). (주)캐로톱시드에서 분양 받

은 38종의 당근은 교배되어 개발된 종류에 따라 주황색, 

보라색, 노란색 및 붉은 색을 띄었고 이들 색깔이 혼합되어

서 발현된 당근들도 존재하였다. 당근을 각각 절단하여 나

타나는 색을 육안으로 구별하였을 때 위치 및 면적은 다르

더라도 동일한 색을 함유하고 있는 당근은 같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각 그룹의 색 분포차이는 가시적으로 확실히 

분별이 가능하고 최소 단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한 경우에 

만 한 가지 색으로 인정하여 구분하였다. 그룹명은 당근의 

중심부부터 가장자리 색깔을 순서대로 영어 첫 철자로 나

타내었다. 당근에 부여된 번호는 그룹명에 (주)캐로톱시드

에서 분양 받을 당시에 부여된 번호를 그대로 더하여 사용

하였다. 당근의 단면 색에 따른 분류 후 시료는 -70℃에서 

분석 전까지 보관하였다.

2. 시료의 전처리

분쇄기를 이용해 잘게 파쇄한 당근 0.1 g을 나사형 시험

관에 취하고 시료와 동량의 bead를 첨가하였다. 0.5 mM 

BHT가 들어있는 에탄올 1 ㎖을 첨가한 후 bead beater에 

넣고 2분 30초 동안 강하게 흔들어 주었다. 나사형 시험관

에 있는 시료와 bead를 15 ㎖ 튜브로 옮겨 담고 표면의 잔여

물은 아세톤 1 ㎖씩 3회 씻어내어 15 ㎖ 튜브에 옮겼다. 여기

에 페트롤 에테르 3 ㎖을 첨가하여 vortex하고 20% NaCl을 

8 ㎖을 첨가하여 다시 vortex하였다. 3000 rpm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하고 상등액을 취하였다. 정용한 후 Na2SO4

를 적당량 넣고 필터(PTFE, 13 mm, 0.2 ㎛; Advantec, 

미국)에 통과시켜 최종적으로 분석시료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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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rainbow carrots by the color.

Sample Number Sample Number
Red Orange & Purple

R-1 OP-13
R-2 OP-16-0
R-3 OP-17
R-4 OP-19

Orange OP-20
O-5 OP-21

Yellow OP-22
Y-29 OP-23
Y-31 Yellow & Purple
Y-32 YP-6
Y-35 YP-7
Y-36 YP-8
Y-37 YP-9
Y-38 YP-10

Purple YP-11-Y
P-25-B YP-18-Y
P-27-B YP-26
P-28-B Yellow, Orange & Purple

Yellow & Orange YOP-12
YO-30 YOP-14
YO-33 YOP-15
YO-34 YOP-24

가용성 당의 분석을 위한 시료의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분쇄기를 이용해 잘게 파쇄한 당근 0.1 g을 

튜브에 담고 5% TCA 용액 1.5 ㎖을 첨가한 후 1분 동안 

vortex하였다. 10,000×g, 4℃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하

여 상등액을 취한 후 필터(PTFE, 13 mm, 0.2 ㎛; Advantec, 

미국)에 통과시켜 최종 분석 시료를 준비하였다.

3. HPLC를 이용한 정량분석

Carotenoid 정량은 역상 컬럼(Kinetex 2.6 ㎛, C18 100A, 

100×4.60 mm; Phenomenex, 미국)을 장착한 HPLC(UltiMate 

3000Rs; UltiMate, 미국)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동상 

A로는 78% 메탄올을, 이동상 B로는 100% 에틸 아세테이트

를 이용하였다. 분리조건은 0-10분, 70% B; 10-14분, 

100% B; 14-14.01분, 0% B; 14.01-20분, 0% B;로 하였

다. 시료 주입량은 20 ㎕이며 유속은 분당 1 ㎖로 하였다. 

정량을 위한 표준품으로 β-carotene, lycopene, lutein(Sigma 

Chemical Co., 미국)을 사용하였고 450 nm 및 66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가용성 당의 정량은 CarboPac™(PAI (4 * 250 mm), 

P/N 35391, 미국)을 장착한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이동상 A는 150 mM NaOH를, B는 150 mM NaOH, 

600 mM 소듐 아세테이트를 이용하였다. 분리조건은 0-5

분; 0% B, 5-15분; 10% B, 15-20분; 100% B, 20-30분; 

0% B로 하였다. 시료 주입량은 50 ㎕이며 유속은 분당 1 

㎖로 하였다. 정량을 위한 표준품으로는 포도당, 과당, 자

당을 사용하였고 450 nm 및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정량하였다.

정량분석은 동시에 분석한 각 물질의 표준품을 분석하여 

얻은 각 피크의 면적을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분석물질의 농도는 HPLC 분석의 

오차를 감안하여 소수 한자리까지 구하였다. 

4. 통계 분석

무지개 당근의 carotenoid 함량을 이용하여 각 무지개 

당근의 carotenoid 함량의 유사성에 따른 분류를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은 

Hierarchical Clustering Explorer 3.5(Human computer 

interactive laboratory, University of Maryland, Collage 

park, MA, USA)를 사용하였다. 각 그룹간의 거리는 Euclidian 

distance 측정법으로 계산하였고 그룹간의 연결은 average 

linkage 방법을 사용하여 cluster를 구성하였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이 가지는 각 성분들의 차이는 ANOVA

를 이용하여 통계적 차이 유무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무지개 당근의 분류

획득한 38종의 무지개 당근은 단면의 색을 기준으로 분

리하였다. 무지개 당근이 가지는 색은 빨간색(R), 주황색

(O), 노란색(Y), 보라색(P)이 있었고 단면의 색이 단색으로 

이루어진 그룹과 두 가지 이상의 색이 관찰되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가지 색을 띄는 그룹은 빨간색(R)과 주황색

(O), 노란색(Y), 보라색(P) 그룹이라 명명했고, 당근의 중

심부와 가장자리가 다른 색을 띄는 노란색-주황색(YO)과 

주황색-보라색(OP), 노란색-보라색(YP) 그룹이 생성되었

다. 또한 중심부가 노란색이고 중심부와 가장자리 사이가 

주황색이며 가장자리는 보라색인 YOP 그룹도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총 획득한 당근은 여덟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Table 1,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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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amounts of carotenoids in 8 groups of rainbow 
carrots. (A); lycopene, (B); β-carotene, (C); lutein. 

2. Carotenoid 함량

무지개 당근이 가지는 carotenoid 중 β-carotene, 

lycopene과 lutein의 함량을 분석하였다(Fig. 3). 일반 당

근에 풍부한 β-carotene 함량은 주황색 그룹(O-5)에서 함

량이 600.7±52.5 ㎍/g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황색을 포함

한 주황색-보라색(OP)와 노란색-주황색-보라색(YOP) 

그룹이 각각 493.6±73.8 ㎍/g과 469.0±62.2 ㎍/g 순 이

었다. 특이하게 주황색-보라색 그룹의 당근 중 OP-23은 

β-carotene 함량이 613.0 ㎍/g으로 O-5보다 많았다. 노

란색이 들어간 당근 (Y-그룹)의 β-carotene은 매우 소량

이었다. Y 그룹과 YP 그룹은 31.7 ㎍/g과 48.6 ㎍/g의 β
-carotene을 함유하고 있어 주황색을 포함한 그룹에 비하

여 약 1/10의 β-carotene을 함유하였다. 붉은 색 당근 (R 

그룹)과 주황색을 함유한 OP 그룹의 β-carotene 농도는 

약 170~190 ㎍/g으로 중간 값을 나타내었다. 

Vitamin A의 전구체인 β-carotene의 일일 섭취권장량

은 6 ㎎으로 주황색 당근(O)의 경우 10 g을 섭취하면 그 

양을 만족시키고 주황색을 함유한 OP나 YOP 그룹의 경우 

약 12 g을 섭취하면 그 양을 충족시킬 수 있다.

Lycopene의 경우 빨간색(R) 그룹에 1294.3±125.8 ㎍/g

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다른 그룹에는 그 양이 미미

하다. 노란색을 띈 Y 그룹이나 YP 그룹은 lycopene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3 ㎍/g) 노란색과 보라색을 띈 YOP 

그룹과 OP 그룹의 홍당무는 붉은 색을 띈 당근(R 그룹)의 

약 1/5 가량의 lycopene이 검출되었다. 

Lutein의 함량은 각 그룹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홍당무의 색깔이 진해질수록 lutein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 그룹이 Y와 O 그룹보다 

lutein의 함량이 더 많고,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섞여 있거나 

보라색이 들어가 있을수록 색소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그

러나 각 그룹간의 차이는 통계적 범위(P<0.05) 안에서 차

이의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육안으로 나눈 그룹

에 대해 β-carotene과 lycopene은 무지개 당근의 색에 영

향을 미치지만 lutein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lutein은 R 그룹의 lycopene을 제외한 다른 그

룹들이 가지고 있는 carotenoid들 보다 함량이 높아 당근

에 고르게 들어있는 주요 carotenoid 임을 알 수 있었다. 

3. Carotenoid 함량을 이용한 cluster analysis

육안으로 관찰된 당근의 분류가 carotenoid류의 함량에 

따른 분류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β-carotene, 

lycopene, lutein의 함량을 이용하여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를 수행하였다(Fig. 4). Cluster간의 거리는 Euclidian 

distanc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cluster의 tree를 만드는 

그룹은 average linkage 방법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Fig. 4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cluster analysis 결과는 

가장 크게는 lycopene을 다량 함유한 A1과 lycopene 함량

이 작은 A2으로 나눌 수 있었다. A1에는 R 그룹만이 속해

있었고 A2에서는 β-carotene을 많이 함유한 A2B1과 그렇

지 않은 A2B2으로 분류되었다. A2B1에는 주황색(O)과 보

라색(P)을 모두 가지는 당근들이 포함되었다. A2B1은 주황

색인 O-5가 A2B1C1, 나머지는 A2B1C2로 나뉘었다. A2B1C2

는 보다 lycopene이 많고 lutein이 작은 A2B1C2D1과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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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of rainbow carrots using the carotenoid contents. (A); Cluster analysis of rainbow carrots, (B); 
Color scale bar. The scale from green to red was zero to 1,473 ㎍/g. 

Fig. 5. The amount of sugars in 8 groups of rainbow carrots. (A); glucose, (B); fructose, (C); sucrose, (D); total soluble sugar. 

지 않은 A2B1C2D2으로 나뉜다. A2B2는 lutein 함량이 많

고 lycopene과 β-carotene이 작은 A2B2C1과 나머지인 

A2B2C2로 나뉘고 A2B2C2는 lutein 함량이 작은 A2B2C2D1

과 그렇지 않은 A2B2C2D2로 나뉜다. A2B2C2D2는 lutein 

함량이 보다 많은 A2B2C2D2E1과 보다 작은 A2B2C2D2E2

로 나뉜다.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에 따른 당근의 분류와 

육안으로 분류한 그룹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당근이 접

합에 의해 발현된 색과 실제로 포함하는 색소는 완벽히 일

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lutein의 함량이 

각 색깔의 그룹마다 큰 차이가 없으며 표준편차가 큰 것으

로 미루어 보아 lutein이 당근 색 발현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4. 당 함량

당 함량은 당근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 

당근이 가지고 있는 환원당 및 비환원당 중 맛에 영양을 

가장 크게 주는 포도당, 과당, 자당에 대하여 그 함량을 분

석하였다(Fig. 5). 색깔에 따른 그룹과는 상관없이 세 가지

의 당 중에서 자당의 함량이 평균적으로 다른 당에 비해 

약 두 배가 많았다. 또한 각 당근의 포도당의 함량은 과당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자당 함량은 포도당 및 

과당의 약 두 배 정도였다.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118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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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carotenoid와 당 함량을 분석한 Rafal Baranski at 

al.(2012)의 논문에서 평균적으로 환원당보다 비환원당의 

함량이 2.5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각 당근의 포도당과 과당의 함량은 자당의 함량에 반비

례하였다. 이는 자당이 포도당 및 과당으로 분해되기 때문

에 자당의 함량이 낮은 경우 분해되어 과당과 포도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당근의 단맛을 결정하는 당의 

함량은 그룹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약 550∼650 

mg/g으로 당근의 색과 관련 없이 상호 유사한 단맛을 낸다

고 사료된다.

IV. 결 론

무지개 당근의 carotenoid 색소 및 가용성 당 함량을 분

석한 결과 당근의 색에 β-carotene 및 lycopene은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당은 당근 색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무지개 당근을 이용할 시에 다양

한 색깔 또는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의 기능성에 따라 음식

에 사용이 가능하며 색에 따라 맛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그 활용성이 더욱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빨간색을 내는데 

사용되는 토마토나 피망 및 사과 등 대신 R 그룹의 무지개 

당근을, 노란색을 내는데 사용되는 바나나 등을 대신하여 

Y 그룹의 무지개 당근을 사용 가능하며 보라색을 내는 적양

배추 등을 대신하는 데에 P 그룹의 당근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러 색을 띠는 무지개 당근(YO와 OP, YP, 

YOP)은 요리에 첨가될 시에 시각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발

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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