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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마토는 비타민, 미네랄, β-carotene 그리고 라이코펜 등
생리활성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과실 중의 하나이다(Lee, Yang, & Yu, 1972; Friedman, 

2002; Frusciante et al., 2007). 또한 음료, 퓨레, 케첩 등 가공
식품의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Friedman, 2002). 토마토
는다양한기능성을보이는데, 특히라이코펜과케로틴은전
립선암 억제효과(Edward, 1999; Edward, Eric, Yan, Meir, & 
Walter, 2002), 저밀도 지단백(LDL) 산화억제(Oshima, Oj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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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nutritional value of domestic cherry tomato varieties 
(Summerking, Qutiquti, and Minichal). The levels of amino acids, amino acid derivatives, and γ- 
aminobutyric-acid (GABA) were analyzed using ion chromatography. In domestic cherry tomatoes, 
eighteen free amino acids were found including L-glutamic acid (L-Glu), L-glutamine (L-Gln), and 
L-aspartic acid (L-Asp). L-Glu was the most abundant amino acid, ranging from 1,533.17 mg/100 
g to 1,920.65 mg/100 g (dry weight). The next abundant amino acids were L-Gln, ranging from 
784.68 mg/100 g to 1,164.36 mg/100 g and L-Asp, ranging from 320.73 mg/100 g to 387.22 mg/ 
100 g. Domestic cherry tomatoes contained eight essential amino acids except tryptophan and the 
total essential amino acid content was 297.30～432.43 mg/100 g (dry weight), which was 8.92～
10.61% of total free amino acid. Several amino acid derivatives were found: L-carnitine (L-Car), 
hydroxylysine (Hyl), o-phosphoethanolamine (o-Pea), phosphoserine (p-Ser), β-alanine (β-Ala), 
N-methyl-histidine (Me-His), ethanolamine (EtNH2), and L-citrulline (L-Cit). L-Car, transporting 
long-chain fatty acid into mitocondrial matrix, was the most abundant amino acid derivative in all 
domestic cherry tomatoes. A high level of GABA (313.18～638.57 mg/100 g), known as a neuro-
transmitter, was also found in all three domestic cherry tomatoes. These results revealed that 
domestic cherry tomatoes have a good balance of nutrient and bioactive compounds. Therefore, 
cherry tomatoes can be used as a functional foo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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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amoto, Ishiguro, & Terao, 1998), 항산화효과(Stahl et al., 
2001)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글루코알카로이드의 결장암
및 간암세포 억제효과가 확인되었다(Lee et al., 2004).
국내에서 재배되는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가 있으며, 육종을 통해 다양한 품종의 토마토 및 방울토마
토가 농가에 보급되어 있다(Choi, Kim, & Kim, 2011). 일반
토마토의 이화학적 성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많이 수행되

었으나(Davies & Hobson, 1981; Lee et al., 1972; Lee & Kim, 
1986; Ryu, Moon, Kim, & Sohn, 1990), 방울토마토의 이화학
적 성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으로 방울토마토의 일반성분, 비타민 A,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등의 함량과 항산화효과(Lenucci, 
Cadinu, Taurino, Piro, & Dalessantdro, 2006; Raffo, Malfa, 
Fogliano, Maiani, & Quaglia, 2006), ACE 저해 효능 등(Na, 
Lee, & Roh, 2007) 소수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어,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식품소재로서의 활용성 면에서도 해외에서는 방울

토마토를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가공식품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있으나(Kim, Kim, & 
Chang, 2012) 대부분 생식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산 방울토마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식

용 이외에 조리 분야나가공식품 분야에서 건강기능식품 소

재로서 활발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
내산 방울토마토의 일반성분 및 기능성 성분에관한 체계적

인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산 방울토마토에
관한 선행 연구(Kim & Ahn, 2014)로는 방울토마토 단일 품
종에 대해 아미노산 그리고 폴리페놀 화합물 등을 규명한

보고가 있다. 그러나 국내산 방울토마토의 식품학적 가치와
활용성을 알기위해서는더 다양한 국내산 방울토마토 품종

의 이화학적 성분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가에 널리 보급되어 있고, 

재배이력, 품종명칭이명확한 국내산방울토마토 3종에 대
해 아미노산, 아미노산대사산물의 함량을알아보았고, 특히
뇌기능을 향상시키며, 신경전달물질로 알려진 GABA 함량
을 정량함으로써 방울토마토의 식품학적 가치를 알아보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방울토마토를 생식용 이외에 가공식
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로 보다 폭 넓게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방울토마토는 국내 농장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Summer-
king, Qutiquti, Minichal 3종의 방울토마토를 사용하였는데, 

재배 이력이 명확한 품종을 선정하였다. 3종의 방울토마토
는 부여 토마토시험장(Chungchengnamdo, Korea)의 비닐하
우스에서 1월에 파종하여 5월에 수확된 과실을 제공받아 사
용하였다.

2.2. 시료 준비

분석에 사용할 방울토마토 시료 준비를 위해서 Kim과
Ahn(2014)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가지 방울토마토 품종별
각각 10개체의 과실을 무작위로 선발하였다. 꼭지를 제거하
고, 과실을약 5 mm 두께로썰어액체질소에침지하여급속
동결하였다. 동결된 방울토마토를 동결건조기(Model PVTFD 
10R, Ilsinbiobase, Korea)를 사용하여 건조한 후 Wiley mill 
(Model 4, Thomas Scientific, Swedesboro, USA)로 분쇄하였
다. 분쇄된 가루를 20 메쉬체로 걸러 통과된 분말을분석에
활용하였다. 분말시료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실리카겔
이 포함된 데시케이터에 넣고 -25℃에서 보관하였다.

2.3. 수분함량 및 조단백질 정량

수분함량은 Kim과 Ahn(2014)의 방법에 따라 동결건조 전
과 후의 질량을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105℃ 건조기에서 8시
간 건조된 동결건조 수기에 방울토마토 과실을 약 5 mm 두
께로 썰어 동결건조수기에 넣고 -70℃에서급속동결한 후
동결건조하였다. 건조된시료를동결건조수기와함께 105℃
건조기에서 8시간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건조 전후의
감량으로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결건조된 시료

1.5 g을 조단백 분석기(Model Kjeltec 2300, FOSS analytical, 
Hilleroed, Denmark)를 활용하여 Micro-Kjeldahl법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은 기기 공급자의 manual에 따라 수행되었으
며, 분석 결과는 건조시료 100 g 당 조단백질의 양으로 나타
내었다.

2.4. 방울토마토 추출액 제조 

방울토마토의 아미노산, 아미노산 대사산물 및 GABA를
추출하기위해서동결건조시료 50 mg을 25 mL volumetric flask
에 넣고, 80% (v/v) 메탄올 25 mL를 가하였다.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혼합액을 초음파 수조에 넣어 30℃에서 60분
간 추출한 후 80% (v/v) 메탄올을 첨가하여 25 mL로 정용하
였다. 추출 후 혼합액을 Whatman No. 2 filter paper로 거른
후 18,000 ×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회수하였
다. 분석에사용할추출액은 원심분리상등액을 0.45 μm sy-
ringe filter (Millipore, Bedford, MA, USA)에 통과시켜 제조하
였고, 1.5 mL씩 분취하여 –70℃에서 보관하면서 분석에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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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미노산, 아미노산 대사산물 및 GABA 함량 분석

아미노산, 아미노산대사산물및 GABA 함량은 ion exchange 
chromatography(model L-8800, Hitachi, Tokyo, Japan)를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방울토마토 추출액 10 μL를 기기에 주입
하고, ion exchange resin 2622 (Hitachi, 4.6 × 60 mm, particle 
size = 5 mm)이 충진된 컬럼에 흘려 성분을 분리하였다. 분
리 후 발색을 위해서는 lithium citrate buffer와 ninhydrin을 사
용하였다. 유속은 0.30 mL/min이었으며, 컬럼의 온도는 30～
70℃로 단계적으로 승온하였다. 또한, reaction coil의 온도는
135℃로 유지하였다.

2.6. 통계처리

시료는 3회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통계적인 유의차는 one-way ANOVA를
시행한 후 Duncan’s post hoc test를 통해 신뢰수준 95%(p < 
0.05)에서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방울토마토의 일반적인 형태

실험에 사용된 국내산 방울토마토 3종의 일반적인 형태
는 Table 1과 같았다. 
색깔은 3종의 방울토마토 모두 적색을 띠고 있었다. 열매

의 꼭지를 아래로 놓았을 경우, 방울토마토의 좌우의 길이
(높이)는 32.70～37.39 mm, 상하의 길이(폭)은 26.50～37.53 
mm의 범위에 있었다. Summerking과 Minichal 품종은 폭에
비해 높이가 긴 타원 형태를 띄고 있었고, Qutiquti 품종은
일반 토마토와 유사하게 높이에 비해 폭이 긴 타원 형태를

띄고 있었다. 무게는 15.32～25.95 g 범위에 있었고, 3종의
방울토마토 중 Qutiquti 품종이 가장 무거웠다. 

3.2. 수분 함량 및 조단백질 함량

국내산 방울토마토 3종의 수분 함량, 조단백질 함량을 측
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방울토마토 3종의 수분함량
은 89.33～91.67%의 범위에 있었으며, Qutiquti 품종의 수분
함량이 91.67%로서 가장 높았다. 일반 토마토를 대상으로

Table 1. Colors, dimensions, and weights of three varieties of domestic cherry tomato fruits 

Variety Color Length (mm) Width (mm) Weight (g)

Summerking Red 36.90±0.52 26.50±0.98 15.32±1.37

Qutiquti Red 32.70±0.38 37.53±0.71 25.95±0.89

Minichal Red 37.39±0.27 29.23±0.45 18.51±1.26

Table 2. Moisture and crude protein content of three 
varieties of domestic cherry tomato fruits 

Variety Moisture
(%, wet weight)

Protein
(%, dry weight)

Summerking 90.80±0.13b1) 11.57±0.79b

Qutiquti 91.67±0.12a 12.76±0.40a

Minichal 89.33±0.33c  9.39±0.14c

F-value 59.096***2) 24.915**

1)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at p<0.05.

2) ** p<0.01, *** p<0.001.

한 선행연구(Ahn, 2016)에서는 국내산 토마토의 수분함량이
93.01～93.52%의 범위에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이와 비교하
여 일반토마토에 비해 방울토마토는 다소 적은 수분함량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조단백질 함량은 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는

데, 9.39～12.76%로 품종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Minichal 품종의 조단백질 함량이 9.39%로 가장
적은 조단백질 함량을 보였으며, Qutiquti 품종이 12.76%로
가장 높은 조단백질 함량을 보였다. 선행연구(Ahn, 2016)에
서는 일반 토마토의 조단백질 함량이 9.15～11.05%라고 보
고되었는데, 이를 통해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와 비슷한
양의 조단백질을 함유함을 알 수 있었다.

3.3. 아미노산 함량

식품의 유리아미노산은 기타 성분과 빠르게 반응하여 식

품의 영양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유리아미노산은 당과
결합하여 갈변을 일으킴으로써 식품의 색과 향을 변화시켜

식품의질을개선하거나열화시킬수있다(Friedman & Levin, 
2008). 유리아미노산은 질소와 필수아미노산의 공급원이 될
수 있어 식품 중에서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정량하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산 방울토마토 3종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정량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방울토마토에서는 18종의 아미노산이 발견되었으며, 3종

의 방울토마토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건조 중량을기준



국내산 방울토마토의 이화학적 특성 45

으로 3,331.38～4,074.96 mg/100 g의 범위에 있었다. Qutiquti 
품종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많았으며, Minichal 품종
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적었고, 3가지 품종의 유리아
미노산 함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Ahn 
(2016)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내산 토마토의 총 유리아미
노산 함량이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3,810.21 mg/100 g～
4,594.56 mg/100 g 함유되어있다고하였는데, 본연구의방울
토마토에 포함된 유리아미노산보다는 다소 많은 양이었다. 

3종의 방울토마토에는 공통적으로 L-글루탐산(L-Glu)이

Table 3. Free amino acid contents of three varieties of domestic cherry tomato fruits 

Amino acids
Summerking Qutiquti Minichal

F-valuemg/100 g 
(dry weight)

% of total 
amino acids  

mg/100 g 
(dry weight)

% of total 
amino acids 

mg/100 g 
(dry weight)

% of total 
amino acids 

L-Glu 1,533.17±25.23c4) 41.36 1,920.65±21.81a 47.13 1,607.61±16.85b 48.26 181.696***5)

L-Gln 1,164.36±12.97a 31.41  987.94±7.71b 24.24  784.68±6.20c 23.55 814.095***

L-Asp  320.73±3.86b 8.65  387.22±4.17a 9.50  382.93±3.97a 11.49 173.212***

L-Ser  103.52±1.23a 2.79  104.19±1.69a 2.56   60.40±0.24b 1.81 858.067***

L-Phe (EAA1))   81.79±0.86c 2.21  137.66±2.40a 3.38   96.67±0.47b 2.90 746.769***

L-Thr (EAA)   69.38±0.37b 1.87   76.85±1.03a 1.89   48.35±0.48c 1.45 917.725***

L-Ala   69.33±2.03a 1.87   68.48±1.84a 1.68 nd3) - 1,264.827***

L-Pro   53.75±1.14b 1.45   56.96±2.20b 1.40  121.98±5.49a 3.66 245.180***

L-Val (EAA)   43.32±1.00b 1.17   46.58±0.31a 1.14   39.61±0.57c 1.19 51.363***

L-Lys (EAA)   43.28±1.01b 1.17   48.72±0.78a 1.20   29.86±0.16c 0.90 338.772***

L-Asn   41.98±0.37a 1.13   30.52±0.33b 0.75   27.53±0.26c 0.83 1,115.728***

L-Arg   41.76±0.39b 1.13   49.47±0.56a 1.21   28.82±1.52c 0.87 236.372***

L-Leu(EAA)   39.90±0.18a 1.08   40.41±0.72a 0.99   27.46±0.38b 0.82 462.609***

L-Ile (EAA)   30.58±0.03b 0.83   36.01±0.40a 0.88   22.46±0.49c 0.67 683.039***

L-His (EAA)   30.44±1.66ab 0.82   33.56±1.96a 0.82   23.45±0.37c 0.70 23.857**

L-Gly   14.84±0.50a 0.40   14.59±0.19a 0.36    8.85±0.05b 0.27 239.726***

L-Met (EAA)   12.31±0.64a 0.33   12.64±0.75a 0.31    9.42±2.47a 0.28 2.660NS

L-Tyr   12.11±0.22b 0.33   22.51±0.20a 0.55   11.29±0.04c 0.34 2,663.247***

Total essential 
amino acids2)  351.00±5.66b 9.47 432.43±8.29a 10.61  297.30±5.35c 8.92 214.730***

Total amino acids 3,706.54±48.07b 100.00 4,074.96±48.39a 100.00 3,331.38±39.77c 100.00 133.043***

Amino acid abbreviations follow the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PAC) standard.
1) EAA: essential amino acid including Thr, Val, Met, Ile, Leu, Phe, Lys and His.
2) The sum of essential amino acid contents.
3) The content was less than 0.01 mg/100 g (dry weight).
4) 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5) ** p<0.01, *** p<0.001.
NS Values are not different significantly at p<0.05.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Qutiquti 품종에는 1,920.65 
mg/100 g, Minichal 품종에는 1,607.61 mg/100 g, Summerking 
품종에는 1,533.17 mg/100 g 의 L-글루탐산이 각각 함유되어
있었다. Ahn(2016)의 연구결과에서도 일반 토마토의 아미노
산중 L-글루탐산의함량이가장많았으며, 그함량이 1,866.60 
mg/100 g～2,417.45 mg/100 g으로 나타나, 일반 토마토의 L-
글루탐산 함량이 방울토마토에 비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Lee 등(1972)은 국내산 토마토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정량한 결과, L-글루탐산이가장 많이함유되어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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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생토마토 기준으로 13.67 mg/100 g이 함유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Choi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토마토의 생육단
계별 아미노산함량을정량한 결과, 토마토가 익어가면서 L-
글루탐산의 함량이 늘어나고, 완숙기에서는 가장 많은 함량
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토마토를 대상으로 한선행연구의
결과는 방울토마토를 대상으로 한 본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L-글루타민(L-Gln)은방울토마토에서두번째로많이발견

된 아미노산이었는데, Summerking 품종에서는 1,164.36 mg/ 
100 g, Qutiquti 품종에서는 987.94 mg/100 g, Minichal 품종에
서는 784.68 mg/100 g이 각각 함유되어 있었다. Summerking 
품종에서 L-글루타민의 함량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Kim과 Ahn(2014)의 연구에 의하면 방울토마
토 Betatini 품종의 아미노산 조성을 정량한 결과, L-글루타
민이 749.07 mg/100 g 함유되어 있어 Minichal 품종과 유사
함을 알 수 있었다. 

L-아스파르트산(L-Asp)은 다음으로 많이 함유된 아미노
산이었는데, Summerking 품종에서는 320.73 mg/100 g, Quti-
quti 품종에서는 387.22 mg/100 g, Minichal 품종에서는 382.93 
mg/100 g이 각각함유되어 있었다. Ahn(2016)은 국내산 일반
토마토의 L-아스파르트산의함량이 401.39 mg/100 g～ 490.98 
mg/100 g이라고 하였는데, 방울토마토에 비해 다소 많이 함
유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L-글루탐산, L-글루타민 그리고 L-아스파르트산은 방울
토마토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 중 80.87～83.30%를 차지하
는 주된 아미노산이었다. 
방울토마토에는 L-글루탐산, L-글루타민 그리고 L-아스

Table 4. Amino acid derivative contents of three varieties of domestic cherry tomato fruits

Amino acid 
derivatives

Content (mg/100 g dry weight)
F-value

Summerking Qutiquti Minichal

L-Car 71.87±1.73a1) 72.89±3.45a 72.78±11.83a   0.012NS

Hyl 30.89±0.50a 29.68±0.71ab 28.96±0.46b   5.903*2)

β-Ala 27.85±9.63a 25.73±10.24a nd3)   7.300*

p-Ser 23.42±0.82a 23.89±0.16a 18.39±1.17b  26.938*

o-Pea 21.46±0.63b 25.95±0.89a nd 973.087***

Me-His 21.43±1.03a 16.70±0.71b nd 486.345***

EtNH2 12.62±0.90a 12.28±0.09a 11.12±0.79b   5.126*

L-Cit nd nd 51.12±0.38 -

1) 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2) * p<0.05, *** p<0.001.
3) The content was less than 0.01 mg/100 g (dry weight).
NS Values are not different significantly at p<0.05.

파르트산 이외에도 L-세린(L-Ser), L-페닐알라닌(L-Phe), L-
트레오닌(L-Tre) 등 총 18종의 아미노산이 발견되었다. 그러
나 L-시스테인(L-Cys)과 L-트립토판(L-Trp)은 발견되지 않
았다. Ahn(2016)은 일반 토마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
울토마토와 유사하게 L-글루탐산, L-글루타민 그리고 L-아
스파르트산 등 18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었고, L-시스
테인과 L-트립토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방울토마토의 영양학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리아

미노산 중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을 계산하여 보았다. 방울토
마토는 L-페닐알라닌, L-트레오닌, L-발린, L-라이신, L-류
신, L-이소류신, L-히스티딘 및 L-메티오닌 등 8종의 필수아
미노산을 고루 함유하고 있었다. Qutiquti 품종에 432.43 
mg/100 g, Summering 품종에 351.00 mg/100 g 그리고 Mi-
nichal 품종에 297.30 mg/100 g이 함유되어 있어, 실험에 사
용된 방울토마토 품종 중 Qutiquti 품종에 가장 많은 필수아
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기의 결과로 방
울토마토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소재라고 판단된다. 

3.4. 아미노산 유도체 함량

국내산 방울토마토의 아미노산 유도체의 함량은 Table 4
와 같았다. 일반아미노산으로부터유도된 L-carnitine (L-Car), 
hydroxylysine (Hyl), o-phosphoethanolamine (o-Pea), phospho-
serine (p-Ser), β-alanine (β-Ala), N-methyl-histidine (Me-His), 
ethanolamine (EtNH2) and L-citrulline (L-Cit) 등 아미노산 유
도체가 발견되었다. 

L-Car은 3가지 품종모두에서가장 많은양이 발견되었다. 
L-Car은 장쇄지방산(long-chain fatty acids)을 미토콘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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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반하여 지방산의 β-산화를 유도하고, 에너지를생산하
는데 필수적인 화합물이다(Bremer, 1983). 국내산 방울토마
토에는 건조중량 기준으로 71.87～72.78 mg/100 g이 함유되
어 있어 L-Car의 좋은 급원임을 알 수 있었다.

L-Cit은 요소회로의 중요한 중간물질이며, 고혈압과 심장
질환 발병율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ore, Amane, & 
Kaore, 2013). 선행연구에 의하면(Ahn, 2016) 국내산 일반토
마토에서는 L-Cit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음이 보고된 바 있
다. 본 연구에 사용된 3가지 방울토마토 품종 중 2가지에서
는 L-Cit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Minichal에는 L-Cit이 52.12 
mg/100 g으로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L-Cit의 좋은 급원임
을 알 수 있었다. 

3.5. GABA 함량

GABA (Gamma-aminobutyric acid)는 일부 식물에서 L-Glu
으로부터합성되는화합물이다(Shelp, Bown, & McLean, 1999). 
GABA는 높은 산도, 기계적 손상, 고염도 및 낮은 기온 등
식물의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nnersley & Turano, 2000). 또한, 수확 후 후숙 또는 저장
과정에서도 축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Deewatthana-
wong, Rowellb과 Watkinsa(2010)는 토마토를 10% CO2를 충

진하여 보관하였을 때 GABA가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인간을 비롯한 척추동물에서 GABA는 뇌신경막에 부착

하여 시냅시스(synapses)를 억제함으로써 신경전달을 유발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Bowery & Smart, 2006). 또한, 고혈
압 예방, 고나트륨뇨증 예방 등 건강에 유익한 생리활성 물
질로 알려져 있다(Shelp et al., 1999; Abe el al., 1995). 
국내산 일반 토마토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Ahn, 2016)

에서 국내산 일반 토마토에 건조 중량 기준으로 666.95～
868.48 mg/100 g의 GABA가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국
내산 방울토마토에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313.18～
638.57 mg/100 g이 함유되어 있어 일반 토마토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적은 양이지만, 상당한 양의 GABA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품종별로는 Qutiquti 품종에 638.57 
mg/100 g이 함유되어 있어 3가지 품종 중 GABA를 가장 많
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Minichal 품종이 313.18 mg/100 
g을 함유하고 있어 가장 적게 함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GABA의 생리활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다수 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방울토마토도 GABA의 급원으로
가공식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요약 및 결론

일반토마토의 일반성분 및 라이코펜, β-carotene 등 생리

Fig. 1. GABA content of three domestic cherry tomato 
varieties. Bar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F-value = 1,830.051***, 
*** p<0.001).

활성 성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방울토마토, 
특히 국내산 방울토마토의 영양성분에 관한 연구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방울토마토의 영양학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 국내산 방

울토마토 3종(Summerking, Qutiquti, Minichal)의 수분, 조단
백질 등 일반적인 성분과 아미노산 및 아미노산 유도체, 
GABA 함량을 정량하였다. 
방울토마토 3종의수분함량은 89.33～91.67%의범위에있

었으며, 이는 일반 토마토의 수분함량인 93.01～93.52%에 비
하면 방울토마토는 다소 적은 수분함량을 보임을 알 수 있

었다. 방울토마토의 조단백질 함량은 9.39～12.76%(건조 중
량 기준)로 선행연구(Ahn, 2016)에서 밝혀진 국내산 일반 토
마토의 조단백질 함량인 9.15～11.05%와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 실험에사용된방울토마토 Qutiquti 품종의경우 12.76%
로 일반토마토의 조단백질 함량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국내산 방울토마토 3종에서는 L-Cys과 L-Trp을 제외한 18

종의 유리 유리아미노산이 발견되었다. 총 유리아미노산 함
량은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3,331.38～4,074.96 mg/100 g이었
다. 3종의 방울토마토에는 공통적으로 L-글루탐산(L-Glu)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품종간 L-Glu함량에는 다소
간 차이가 있었다. 즉, Qutiquti 품종에는 1,920.65 mg/100 g, 
Minichal 품종에는 1,607.61 mg/100 g, Summerking 품종에는
1,533.17 mg/100 g의 L-글루탐산이 각각 함유되어 있었다. 
일반토마토에서도 유리아미노산 중 L-Glu이가장 많은 함량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함량이 1,866.60～2,417.45 mg/100 g
으로 나타나 방울토마토의 L-Glu 함량이 일반 토마토에 비
해 다소 적음을 알 수 있었다(Ahn, 2016; Choi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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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글루타민(L-Gln)은 방울토마토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견
된 아미노산이었는데, Summerking 품종에서는 1,164.36 mg/ 
100 g, Qutiquti 품종에서는 987.94 mg/100 g, Minichal 품종에
서는 784.68 mg/100 g이 각각 함유되어 있었다. 또한 L-아스
파르트산(L-Asp)은 다음으로 많이 함유된 아미노산이었는
데, Summerking 품종에서는 320.73 mg/100 g, Qutiquti 품종
에서는 387.22 mg/100 g, Minichal 품종에서는 382.93 mg/100 
g이 각각 함유되어 있었다. 방울토마토에는 L-글루탐산, L-
글루타민 그리고 L-아스파르트산이 80.87～83.30%를 차지
하여 총 유리아미노산 중 주된 아미노산임을 알 수 있었다.  
방울토마토에 포함된 필수아미노산을 알아본 결과, L-페

닐알라닌, L-트레오닌, L-발린, L-라이신, L-류신, L-이소류
신, L-히스티딘 및 L-메티오닌 등 8종의 필수아미노산을 고
루 함유하고 있었고, 그 함량은 297.30～432.43 mg/100 g으
로 총 아미노산 중 8.92～10.61%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국내산 방울토마토는 아미노산은 물론, 필수아
미노산의 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식품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국내산 방울토마토의 아미노산 유도체 함량을 조사한 결

과, L-carnitine (L-Car), hydroxylysine (Hyl), o-phosphoethano-
lamine (o-Pea), phosphoserine (p-Ser), β-alanine (β-Ala), N- 
methyl-histidine (Me-His), ethanolamine (EtNH2) and L-citru-
lline (L-Cit)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방울토마토에는 장쇄지
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

요한 L-Car이 71.87～72.78 mg/100 g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
어 L-Car의 좋은 급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산 방울
토마토 중 Minichal 품종에서는 요소회로의 중간물질이며,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L-Cit이
52.12 mg/100 g으로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는데, 
선행연구(Ahn, 2016)에서 국내산 일반토마토에서는 발견되
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도 Minichal 품종을 제외하고는 발견
되지 않아 Minichal 품종이 L-Cit의 급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ABA는 뇌의 신경전달에 관여하며, 고혈압, 고나트륨뇨
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로 국내산 방울토마

토에 313.18～638.57 mg/100 g이 함유되어 있었다. 본 연구
에 사용된 국내산 방울토마토 중 Qutiquti 품종에 638.57 
mg/100 g이 함유되어 있어 GABA를 가장 많이 함유한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GABA의 생리활성이 주목받아 왔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이
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다수 개발되었다. 선행연구(Ahn, 
2016)에의하면 국내산 일반토마토에는 666.95～868.48 mg/ 
100 g의 GABA가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는데, 방울토마토
Qutiquti 품종에 일반토마토와 유사한 수준의 GABA가 포함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방울토마토는 GABA를

포함한 유익한 식품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방울토마토의 아미노산, 아미노산

유도체 및 GABA 함량을 정량함으로써 식품소재로서의 가
치를 규명하여 보았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국내산 방울토마
토는식품소재로서매우우수한특성을가지고 있었는데, 18
종의 아미노산을 고루 포함하고 있었으며, 8종의 필수아미
노산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어 일반토마토에 비해 뒤지지 않

는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식품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L- Car 및 L-Cit과 같은 생리활성 아미노산 유도체가 함유되
어 있었으며, 특히, 생리활성이 잘 알려진 GABA가 높은 농
도로 함유되어 있었다. 따라서 방울토마토는 조리나 식품가
공 분야에서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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