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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nd evaluate functional prepared with optimum mixing of mulberry leaf
and fruit powder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 (RSM). In order to develop the optimized functional Nokdujukr using
RSM, mulberry leaf powder (MLP:X1) and mulberry fruit powder (MLF:X2)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pH
(Y1), sweetness (Y2), viscosity (Y3), L (Y4), a (Y5), b (Y6), color (Y7), flavor (Y8), taste (Y9), overall quality (Y10),
TPC (Y11),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

50
)(Y12)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The optimum mixing ratio

of MLP and MLF was determined to be 3.88 g of MLP and 6 g of MLF. The values of color, flavor, taste, overall quality,
TPC,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

50
) of optimized Nokdujuk were 5.20, 5.85, 6.00, 6.22, 330.99 mg TAE/g

and 650.10 g/mL,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an improved version of Nokdujuk
that has antioxidative properties and good sensory evaluation and, will likely serve as a functional meal replacement for
the busy moder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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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연환경이 농사에 적합한 농경국가인 우리나라는 일찍이 곡

류를 주식으로 한 식사생활을 취해왔다. 주식 가운데 죽(粥)은 곡

식에 물을 많이 넣고 끓인 곡식의 낱알이 연하게 퍼지고 물과 함

께 걸쭉하게 어우러진 부드러운 음식이다(1). 죽은 노인식, 유아

식, 환자식, 구황식, 보양식, 시절식 등으로 섭취되었는데(2), 현

대에는 수험생이나 직장인 등 일반인들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음

식이 되었다(3).

죽은 섭취가 간편하고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4) 주식 이외에도

에피타이저나 인스턴트식품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식생활에 쉽

게 받아들여지고 있다(5).

조선조 영조 때 녹두죽(菉豆粥)이 왕의 수라로 제공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녹두가 傷寒熱病과 煩渴증상을 치료하니 죽으로

먹으면 좋다”라고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다(3). 녹두는 대두

나 강낭콩에 비해 비타민과 무기질, 필수 아미노산이 더 풍부하

게 함유되어 있으며,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성 화합물(6), 바이텍신

(vitexin), 트라이아콘탄올(triacontanol), 베타시토스테롤(β-sitosterol),

스티크마스테롤(stigmasterol) 등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도 존재한

다고 보고되어 있다(7-9). 녹두의 바이텍신은 3T3-L1 세포에서 지

방세포 분화 촉진 인자인 C/EBPα (CCAAT/enhancer-binding pro-

tein-α)와 PPARγ (peroxisome profilator-activated receptors-γ)의 활

성을 억제하여 세포 내 지방 축적을 감소시켰다는 보고(10)도 있다.

뽕잎은 1998년 이후 식품공전에 식품사용 가능 원료로 등재

된 이후 자연 약물 및 건강 보조 식품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11). 특히 총 콜레스테롤(TC)과 저밀도지질단백질(LDL)

을 낮추고 고밀도지질단백질(HDL)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검증되

었다(12,13).

뽕나무 열매인 오디에 포함되어 있는 안토사이아닌은 플라보

노이드류의 일종으로 소염, 항알레르기, 면역 증강, 항바이러스

등의 생리 활성 효능을 지니고 있다(14).

그 동안 뽕잎이나 오디 관련 연구들(11-14)은 대부분 뽕잎 또는

오디 단일 물질을 이용하는 연구들로 뽕잎과 오디를 혼합하여 제

품 개발 시 시너지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리해보면 죽은 간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특징 뿐 만 아니

라 조리 시 다양한 기능성 음식재료를 첨가할 수 있는 조리학적

특성(15)으로 식사생활의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식사대용식이나

별미식으로 인지도와 기호도가 높은 실정이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이화학적 품질특성과 생리활성

을 지닌 기능성 녹두죽을 개발하고자 RSM을 이용하여 뽕잎과

오디 혼합비율을 달리한 혼합분말을 12개 녹두죽 샘플에 각각 첨

가한 후 pH, 당도, 점성, 색도, 관능평가 및 산화방지활성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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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녹두죽 제조 시 사용된 쌀, 녹두, 소금은 서대문구의 농협(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글루코만난 분말은 조은약초(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녹두죽 제조 시 기능성

을 강화하고자 첨가한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은 국립농업과학원

(Junju, Korea)에서 재배한 것을 2016년 6월에 공급받아 냉동 건

조(FD5808, Ilsin Biobase, Yangju, Korea) 후 30메시(mesh) 체에

내려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실험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뽕잎과 오디 최적혼합비율이 첨가된 기능성 녹

두죽을 제조할 목적으로 Design Expert 10 (State-Easy Co., Min-

neapolis, MN, USA) Program을 사용하여 반응표면실험계획법

(Response Surface Method: RSM)의 중심합성계획법(CCD: 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실험을 설계하였다.

RSM을 이용하여 완성한 실험 디자인의 재료 혼합비율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독립변수로는 기능성 녹두죽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뽕

잎분말(X1)과 오디분말(X2)로 설정하였고, 각 함량의 범위는 예

비실험을 바탕으로 뽕잎분말(2-6 g), 오디분말(2-6 g)로 결정하였

다. 설정된 범위를 입력하여 factorial point (4개), axial point (4개)

및 central point (4개)와 같이 총 12개의 실험점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에 따른 품질변화를 알아보고자 종속변수로는 pH (Y1),

당도(Y2), 점도(Y3), 명도(L)(Y4), 적색도(a)(Y5), 황색도(b)(Y6), 관

능검사[색(Y7), 향(Y8), 맛(Y9) 및 전반적인 기호도(Y10)], 총 폴

리페놀(total polyphenol) 함량(Y11) 및 DPPH 라디칼(radical) 소거

능(IC50)(Y12)으로 설정하였다.

기능성 녹두죽 제조

 뽕잎과 오디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기능성 녹두죽을 제조하고

자 첫째, Table 2와 같이 녹두 25 g과 멥쌀 60 g은 계량하여 각각

씻어서 10분 정도 물기를 제거한 후 죽 제조기(HFM-1000, HAAN

Corp., Seoul, Korea)에 넣고 제조한 후 글루코만난 분말 5 g과 소

금 1.5 g을 넣고 잘 혼합하였다(17).

둘째, RSM에서 설계된 12개의 기능성 녹두죽 시료를 제조하고

자 기본 녹두죽에 서로 다른 비율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을 각

각 첨가하여 각각의 기능성 녹두죽을 완성하였다(Table 2, Fig. 1).

pH 측정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기능성 녹두죽 시료의 pH 값을 구

하고자 12개 시료죽 각각 15 g씩을 500 mL 비이커에 100 mL의

증류수와 함께 넣고 bag mixer (Model 400, Interscience, Saint

Nom, France)로 균질화(speed 7, 2분)하고 30분간 방치(25oC)한 후

상층액의 pH를 pH meter (HI-8424N, HANNA Instruments, Inc,

Woonsocket, RI,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당도 측정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기능성 녹두죽 시료의 당도는

Digital hand held refractometer (OPTi Duo, Bellingham & Stan-

ley, Cardiff,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3회 반복하여 평균

값으로 계산하였다.

점도측정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기능성 녹두죽 샘플의 점성(apparent

viscosity)을 측정하고자 조리 후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하여 비이

커의 상부를 알루미늄 호일로 덮고 실온에 방치하여 죽의 온도

가 60oC가 되었을 때 디지털 점성계(VT-06, RION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스핀들(Spindle, rotor

NO. 2)의 회전속도는 62.5 rpm이었고, 1분이 지난 시점에서 점성

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Table 1. The experimental design for functional Nokdujuk prepared with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by response surface design

Sample 
No.

 Factors
Mung bean

(g) 
Rice
(g)

Water
(g)

Glucomannan 
(g)

Salt
(g)Mulberry  leaf powder 

(g)
Mulberry fruit powder 

(g)

1 6 2 60 25 800 5 1.5

2 1.17 4 60 25 800 5 1.5

3 6 6 60 25 800 5 1.5

4 6.83 4 60 25 800 5 1.5

5 4 4 60 25 800 5 1.5

6 4 4 60 25 800 5 1.5

7 4 4 60 25 800 5 1.5

8 2 2 60 25 800 5 1.5

9 4 1.17 60 25 800 5 1.5

10 4 6.83 60 25 800 5 1.5

11 2 6 60 25 800 5 1.5

12 4 4 60 25 800 5 1.5

Table 2. Ingredients of basic mung bean porridge

Ingredients Amounts (g)

Mung bean 60

Rice 25

Water 800

Glucomannan 5

Sal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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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측정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기능성죽 시료의 색도는 색차계

(Chroma Meter Cr-300,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명도

(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및 황색도(b, yellowness) 값을

측정하였다. 각 시료 당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

었으며, 이때 표준 백색판의 값은 L=96.68, a=0.26, b=1.89이었다.

관능검사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기능성 녹두죽 시료의 관능검사는

20명의 검사요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의 목적과 평가항목

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훈련과정을 거친 후 관능평

가를 실시하였다. 12개의 샘플에 대해 3일 동안 7점 기호척도에

의한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색(color), 맛(taste), 향

(flavor) 및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로 정하였으며, 기호도

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Likert의 7점 척도법(1=대단히 많

이 싫어한다, 7=대단히 많이 좋아한다)을 사용하였다.

항산화능 측정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기능성 녹두죽 시료의 항산화능을

측정하고자 12개 기능성 녹두죽 샘플 죽 각각 20배 부피의 70%

에탄올를 첨가한 후 상온에서 72시간 동안 추출 후 여과(No. 3,

Whatman, Maidstone, England)하여 추출액을 얻었다. 추출액은 회

전진공증발기(Rotary Evaporator N-1110, EYELA, Tokyo, Japan)

로 용매를 증발시켜 50 mL까지 농축하여 냉동건조(FD5808, Ilshin-

biobase, Yangju, Korea)시켜 분말화 한 후 냉동보관 하면서 사용

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분석은 Folin-Denis(18)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추출물 1 mL을 각각 취하여 2% (w/v)

Na2CO3 용액 1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한 후, 50% 폴린시오칼

토(Folin-Ciocalteu) 시약 0.2 mL를 가하여 반응시켜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타닌산(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구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DPPH (1,1-diphenyl-2-picrylhy drazyl,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Blois(19)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0.1 mL에 1.5×10−4 M DPPH 용

액을 가하여 실온의 암실에서 30분간 정치한 후 517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추출물의 처리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칼을

50% 억제하는데 요구되는 농도(IC50)로서 비교하였으며, 모든 실

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최적화 분석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기능성 녹두죽 시료에서 뽕잎과

오디 혼합비율의 최적화를 구하고자 Design Expert 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canonical 모형의 수치를 통해 최적화 하였다. 독립

변수인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은 실험 범위 내(뽕잎 26 g, 오디 2-

6 g)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관능검사(색, 향, 맛, 전반적인 기

호도), 총 폴리페놀 함량은 goal area를 최대(maximum)로 설정하

Fig. 1. The experimental procedure of basic porridge prepared with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and mulberry fruit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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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능검사 점수와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최적비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DPPH 라디칼 소거능(IC50)은 최소

(minimum)로 설정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IC50)이 가장 우수한

최적비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위 설정 후 수치 최적화

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중 가장 높은 desirability를 나타내는 최

적점을 선택하여 최적 비율을 산출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 22 software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실험 자

료의 분석 및 최적화는 Design Expert 10 Program의 ANOVA

test와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델의 적합성은 F-test로 유의성

을 검정하였다.

Fig. 2.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pH, sweetness, viscocity, L, a, and
b of functional porridge prepared with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최적 비율의 뽕잎과 오디 분말 첨가 녹두죽 703

결과 및 고찰

뽕잎과 오디 혼합비율을 달리한 혼합분말 첨가 기능성 녹두죽

의 품질특성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이화학적 품질특성과 생리활성을 지닌

기능성 녹두죽을 개발하고자 RSM을 이용하여 뽕잎과 오디 혼합

비율을 달리한 혼합분말을 12개 녹두죽 시료에 각각 첨가한 후

pH, 당도, 점성, 색도, 관능평가 및 산화방지 활성 등을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의 혼합비

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기능성 녹두죽 시료들의 pH (Y1)의 경우,

6.50-6.73의 범위의 값을 보였는데, 12종류의 죽 시료 가운데 11

번 죽(뽕잎분말 2 g, 오디분말 6 g)과 12번 죽(뽕잎분말 4 g, 오디

분말 4 g)이 6.50으로 가장 낮았으며, 9번 죽 시료(뽕잎분말 4 g,

Fig. 3. Perturbation plot for the effec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sensory evaluation, total

polyphenol,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
50

) of functional porridge prepared with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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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분말 1.17 g)가 6.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2a의 perturbation plot에 따르면 뽕잎분말(A)의 첨가량은

pH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디분말(B)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낮아졌다.

독립변수가 각각 작용하는 Linear Model이 선정되었으며, p-

value는 0.0001로 5% 이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고, R2값

은 0.923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의 혼합비율을 달리하

여 제조한 기능성 녹두죽 시료들의 당도(Y2)는 7.31-8.90oBx의 범

위를 보였는데, 10번 죽(뽕잎분말 4 g, 오디분말 6.83 g) 샘플이

8.90oBx로 당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개 죽 시료 가운데 10

번 죽 시료가 뽕잎에 비해 포도당과 과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오디(20) 첨가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며, 이는 오디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소스의 당도가 높아졌던 Kim 등(21)의 연구결과와도 일

치하였다.

Fig. 2b의 perturbation plot을 살펴보면 뽕잎분말(A)의 첨가량은

당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디분말(B)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당도가 높아졌다.

독립변수가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정되었으며, p-

value는 0.0001로 5% 이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고, R2값

은 0.983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의 혼합비율을 달리하

여 제조한 기능성 녹두죽 시료들의 점도는 3300-5700 cP의 범위

를 보였는데, 10번 죽 시료(뽕잎분말 4 g, 오디분말 6.83 g)이 3300

cP로 가장 점성이 낮았고, 8번 죽 시료(뽕잎분말 2 g, 오디분말

2 g)이 5700 cP로 가장 점성이 높게 나타났다.

Fig. 2c의 perturbation plot에 따르면 뽕잎분말(A)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점도가 낮아지는데,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의 첨가 비율

이 1:1이 되는 지점을 지나자 뽕잎분말(A)의 첨가량이 증가하여

도 더 이상의 변화는 없었고, 오디분말(B)은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점도가 낮아졌다.

독립변수가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정 되었으며, p-

value는 0.0001로 5% 이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고, R2값

은 0.984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의 혼합비율을 달리하

여 제조한 기능성 녹두죽 시료들의 색도(L, a, b) 측정결과 명도

(L)값은 33.61-43.65, 적색도(a)값은 -4.83-3.44, 황색도(b)값은 3.04-

11.99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오디 첨가 비율이 가장 낮은 9번 죽

시료(뽕잎분말 4 g, 오디분말 1.17 g)의 경우 명도 값은 43.65로

가장 높았고, 황색도값은 11.99로 가장 높았다. 적색도 값의 경우

오디 첨가비율이 가장 높은 2번 죽 시료(뽕잎분말 1.17 g, 오디

분말 4 g)이 3.44로 가장 높았다.

Fig. 2d의 perturbation plot에 따르면 뽕잎분말(A)의 첨가량보다

오디분말(B)의 첨가량이 명도값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디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값은 낮게 나타났다.

Fig. 2e의 perturbation plot에 따르면 뽕잎분말(A)의 첨가량과 오

디분말(B)의 첨가량은 적색도값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으며, 뽕잎

분말 첨가량은 증가할수록, 오디분말 첨가량은 감소할수록 적색

도값은 높게 나타났다.

Fig. 2f의 perturbation plot에 따르면 황색도 역시 뽕잎분말(A)

의 첨가량과 오디분말(B)의 첨가량이 상반된 영향을 미쳤는데, 적

색도값과는 반대로 뽕잎분말 첨가량은 증가할수록, 오디분말 첨

가량은 감소할수록 황색도값은 낮게 나타났다.

Table 4의 회귀식에 따르면 뽕잎분말과 오디분말 중 색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오디분말임을 알 수 있다.

명도는 독립변수가 각각 작용하는 Linear model이 선정되었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독립변수가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다. 명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p-value는 0.0001로 5% 이

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R2값은 명도는 0.9358, 적색

도는 0.9946, 황색도는 0.9951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모델에 대

한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Table 3. Quality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Nokdujuk prepared

with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at various conditions by response surface
method

Samples 

Responses

pH
Sweetness
(%/oBx)

Viscosity
Color

L a b

1 6.65 8.03 4255 40.08 -4.83 11.73

2 6.59 8.76 5133 38.57 3.44 4.10

3 6.54 8.87 3900 34.47 0.34 5.96

4 6.60 8.73 4509 34.79 -2.24 7.97

5 6.60 8.78 4257 38.62 -0.22 6.21

6 6.60 8.77 4237 37.44 -0.21 6.30

7 6.60 8.79 4267 38.59 -0.23 6.64

8 6.67 8.01 5700 42.31 -0.82 8.81

9 6.73 7.31 5067 43.65 -4.65 11.99

10 6.53 8.90 3300 33.61 1.62 4.26

11 6.50 8.84 3733 34.45 3.33 3.04

12 6.50 8.76 4270 37.57 -0.23 6.67

Table 4.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quality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Nokdujuk prepared with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Responses Model Mean±SD Lack of fit R2 1) F-value p-value Polynomial equation2)

pH Linear 06.60±0.02 - 0.9232 120.27 <0.0001 +6.60-0.070B

Sweetness Quadratic 08.55±0.07 0.0041 0.9834 213.76 <0.0001 +8.77+0.49B-0.33B2

Viscosity Quadratic 4385.67±101.32 0.0029 0.9847 112.44 <0.0001
+4207.02-269.97A-
602.45B+403.00AB+267.81A2

L Linear 37.82±0.96 0.3208 0.9358 56.11 <0.0001 +37.82-0.94A-3.46B

a Quadratic -0.46±0.16 0.2050 0.9946 735.16 <0.0001 -0.25-1.96A+2.19B+0.37A2-0.68B2

b Quadratic 6.97±0.24 0.4730 0.9951 357.49 <0.0001 +6.46+1.41A-2.81B-0.13A2+0.91B2

1)0≤R2
≤1, close to 1indicates regression line fix the model,

2)Coded equation (the levels of the factor are coded as +1 -1), A: mulberry leaf powder, B: mulberry fruit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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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잎과 오디 혼합비율을 달리한 혼합분말 첨가 기능성 녹두죽

의 관능평가

뽕잎과 오디 분말의 최적 혼합비율을 찾아내고자 중심합성계

획법에 따라 12가지 조건의 기능성 녹두죽을 제조한 후 관능평

가를 실시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반응표면 회귀분석을 통

해 얻어진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의 혼합비율을 달리한

혼합분말 첨가 기능성 녹두죽 샘플의 색에 대한 기호도 점수는

뽕잎분말(A)의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오디분말(B)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뽕잎분말 첨가량이 오디분말 첨가량에

비해 색에 대한 기호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Fig. 3a, Table 6).

향에 대한 기호도 점수는 뽕잎분말(A)의 첨가량은 일정 수준까

지 첨가량이 증가해도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기호도가 떨어졌다. 오디분말(B)의 경우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점차 높아졌는데, 뽕잎 첨가량이 향에

대한 기호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Fig. 3b, Table 6). 맛에 대한

기호도의 경우 뽕잎분말(A) 첨가량과 오디분말(B) 첨가량은 상반

된 영향을 미쳤는데, 오디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맛에 대한

기호도 점수가 가파르게 높아졌다(Fig. 3c). 전반적인 기호도 역

시 뽕잎분말(A) 첨가량은 감소할수록, 오디분말(B) 첨가량은 증

가할수록 기호도 점수가 높아졌는데, Table 6의 회귀식을 살펴보

면 오디분말의 긍정적인 영향이 뽕잎분말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Fig. 3d). 이는 뽕잎과 오디를

이용한 육류용 소스 제조 및 품질평가(20)에서 뽕잎분말의 첨가

량이 감소하고, 오디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색, 향, 맛, 전반적인 기호도는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의 독립변

수가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정되었으며, 모든 관능

검사 항목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뽕잎과 오디 혼합비율을 달리한 혼합분말 첨가 기능성 녹두죽

의 산화방지능

뽕잎과 오디 분말의 최적 혼합비율을 찾아내고자 중심합성계

획법에 따라 12가지 조건의 기능성죽을 제조한 후 품질특성을 측

정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반응표면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폴리페놀계 물질들은 산화환원반응에서 기질로 작용하며, 식물

이 특수한 색을 갖도록 하는데, 플라보노이드(flavonoid)와 타닌이

주성분으로 산화방지,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갖고

있다(21). DPPH는 분자 내에 안정적인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을

가지고 있는데, 특유의 자색빛이 산화방지 작용을 하는 물질에

의해 환원되면 탈색이 되는데 탈색 정도에 따라 산화방지능을 측

정할 수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뽕잎

과 오디 분말의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기능성죽의 총 폴

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은 287.08-

356.56 mg TAE/100 g의 범위를 보였다. 그 가운데 4번(뽕잎분말

6.83 g, 오디분말 4 g)시료에서 356.56 mg TAE/100 g으로 산화방

Table 5. Sensory evaluation,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of functional Nokdujuk prepared

with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at various conditions by response surface method

Samples

Responses

Color Flavor Taste Overall quality
Total  polyphenol

content (mg TAE/100 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2.90 2.90 2.25 1.85 343.34 652.83

2 6.35 5.15 5.55 5.30 294.72 747.00

3 4.40 4.90 4.60 4.30 350.91 587.99

4 3.25 3.80 3.15 2.50 356.56 626.44

5 4.20 5.90 5.60 5.70 316.32 661.04

6 3.85 5.90 5.55 5.50 309.27 660.43

7 3.85 5.90 5.60 5.45 319.73 658.77

8 4.55 4.20 3.85 3.45 287.08 714.08

9 4.20 4.25 4.15 2.95 333.16 664.69

10 5.65 5.20 5.65 5.75 346.20 656.19

11 6.65 5.85 6.00 6.65 307.28 667.93

12 4.30 5.30 5.65 5.65 318.87 662.12

Table 6.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sensory evaluation,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IC

50
) of functional Nokdujuk prepared with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Responses Model Mean±S.D Lack of fit R2 1) F-value p-value Polynomial equation2)

Color Quadratic 4.52±0.31 0.2001 0.9532 35.68 <0.0001 +4.05-1.03A+0.71B+0.32A2+0.38B2

Flavor Quadratic 4.93±0.40 0.2613 0.8933 14.65 0.0016 +5.72-0.52A+0.63A2-0.52B2

Taste Quadratic 4.69±0.12 0.0690 0.9951 354.75 <0.0001 +5.60-0.80A+1.06B-0.66A2-0.70B2

Overall quality Quadratic 4.59±0.28 0.0512 0.9784 79.42 <0.0001 +5.58-1.00A+1.20B-0.87A2-0.62B2

Total polyphenol Quadratic 323.62±6.97 0.2089 0.9301 35.46 <0.0001 +317.78+23.41A+5.77B+8.75B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Linear 663.29±17.63 0.0400 0.8338 22.57 0.0003 +663.29-38.95A-7.68432B

1) 0≤R2
≤1, close to 1indicates regression line fix the model,

2) Coded equation(the levels of the factor are coded as +1 -1), A: mulberry leaf powder, B: mulberry fruit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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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ormal plot of residuals and residuals vs. predicted plot for the effec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sensory evaluation, total polyphenol,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of functional porridge prepared with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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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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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정 되었으며, p-value는 0.0001로 5% 이내에서 유의적

인 결과를 나타냈고, R2 값은 0.9301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모

델에 대한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Fig. 3e의 pertubation plot과

Table 6의 회귀식을 보면 뽕잎이 오디보다 총 폴리페놀 함량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DPPH 라디칼 소거능(IC50)은 587.99747 g/mL의 범위를 보였는

데, 3번(뽕잎분말 6 g, 오디분말 6 g)시료에서 587.99 g/mL로 산화

방지능이 가장 우수하였다. 독립변수가 각각 작용하는 Linear

Model이 선정 되었으며, p-value는 0.0003으로 5% 이내에서 유의

적인 결과를 나타내었고, R2값은 0.833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Lack of fit값은 0.0400였으나, Fig. 4f의 표준화 잔차의 정규 확

률 그림을 보면 직선관계를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오차의 정규

성을 가정할 수 있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ig.

4f의 예측 값과 표준화 잔차 산점도를 살펴보면 ±2.5 이내의 수

평 밴드 내에 랜덤하게 퍼져 있어 오차가 등분산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선택된 모형이 적절하다 볼 수 있다. Fig. 3f의 pertubation

plot과 Table 6의 회귀식을 보면 총 폴리페놀 함량과 마찬가지로

뽕잎 분말이 오디 분말에 비해 DPPH 라디칼 소거능(IC50)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뽕잎과 오디 혼합비율을 달리한 혼합분말 첨가 기능성 녹두죽

의 품질 최적화

뽕잎과 오디의 혼합비율 최적화는 Design Expert 10 (Stat Easy

Co. Minneapolis, MIN,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able 7과 같

이 설정한 후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를 통해 하였다. 독립

변수인 뽕잎과 오디 분말은 실험 범위 내(뽕잎 2-6 g, 오디 2-6

g)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총 폴리페놀 함량, 관능검사(색, 향,

맛, 전반적인 기호도)는 goal area를 최대(maximum)로, DPPH 라

디칼 소거능(IC50)은 최소(minimum)로 설정하였고, 수치 최적화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중 가장 높은 desirability를 나타내는 최적점

을 선택하였다.

종속변수들의 반응에 따른 최적화는 독립변수(X1)인 뽕잎분말

이 3.88 g과 독립변수(X2)인 오디분말이 6 g으로 혼합된 경우로

나타났다. 이때 종속변수들의 함량은 총 폴리페놀 330.99 mg TAE/

100 g, DPPH 라디칼 소거능(IC50)은 650.10 g/mL로 예측되었다.

pH는 6.53, 당도는 8.95oBx, 명도는 34.41, 적색도는 1.36, 황색도

는 4.47 및 점성은 3584 cP로 예측되었다. 관능평가에서 색은

5.20, 향은 5.85, 맛은 6.00 및 전반적인 기호도는 6.22로 예측되

었다.

Fig. 5.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sensory evaluation, total polyphenol,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

50
) of functional nokdujuk prepared with

optimal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Fig. 6. Overlay plo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pH, sweetness, total polypheno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hunter’s color, viscosity, and
sensory evaluation of functional nokdujuk prepared with optimal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Table 7. Optimum constraint values using two numerical

methods in the object goal

Constrains name Goal
Numerical

optimization

Independent 
variables

X11) in range 3.88

X22) in range 6

Responses
(dependent
variables)

Y73) maximize 5.20

Y84) maximize 5.85

Y95) maximize 6.00

Y106) maximize 6.22

Y117) maximize 330.99

Y128) minimize 650.10

1)X1: mulberry leaf powder,
2)X2: mulberry fruit powder,
3)Y7: color,
4)Y8: flavor,
5)Y9: taste,
6)Y10: overall quality-
7)Y11: total polyphenol,
8)Y12: DPPH radical (IC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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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반응표면분석법(RSM)을 이용하여 뽕잎과 오

디 최적 혼합비율을 첨가한 기능성 녹두죽을 개발하는데 있다.

뽕잎과 오디의 최적 혼합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로 뽕

잎분말(X1)과 오디분말(X2)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pH(Y1),

당도(Y2), 점도(Y3), L(Y4), a(Y5), b(Y6), 색(Y7), 향(Y8), 맛

(Y9), 전반적인 기호도(Y10), 총 폴리페놀 함량(Y11) 및 DPPH 라

디칼 소거능(IC50)(Y12)으로 설정하였다. RSM을 이용하여 산출된

뽕잎과 오디의 최적 혼합비율은 뽕잎분말 3.88 g, 오디분말 6 g

이었다. 뽕잎과 오디 최적 혼합비율을 첨가한 기능성죽의 총 폴

리페놀 함량은 330.99 mg TAE/100 g이였고, DPPH 라디칼 소거

능(IC50)은 650.10 g/mL으로 나타났다. 뽕잎과 오디 최적 혼합비

율을 첨가한 기능성죽의 pH는 6.53이었으며, 당도는 8.93oBx로

나타났다. 뽕잎과 오디 최적 혼합비율을 첨가한 기능성죽의 색도

에서 명도 값은 34.41, 적색도 값은 1.36, 황색도 값은 4.47이였

고, 점성은 3584 cP로 나타났다. 뽕잎과 오디 최적 혼합비율을

첨가한 기능성죽의 관능평가에서 색은 5.20, 향은 5.85, 맛은 6.00

이고, 전반적인 기호도는 6.22로 관능평가 점수가 우수하게 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뽕잎과 오디 최적혼합

비율이 첨가된 기능성 녹두죽은 산화방지 활성 뿐만 아니라 죽

이 갖추어야 할 품질특성도 우수하여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

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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