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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unctional porridge prepared with mulberry leaf and mulberry 
fruit powder, which can ameliorate hypertension. The experiment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optimization of the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MLP) and mulberry fruit powder (MFP),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defined as MLP (X1) and MFP (X2)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defined as K 
(Y1), Na (Y2), γ-aminobutyric acid (GABA) (Y3), cyanidin-3-glycoside (C3G) (Y4), rutin (Y5), and flavonoid (Y6). 
The optimal MLP to MFP mixture ratio according to the response surface method were 5.41 g of MLP and 2.65 
g of MFP. The amounts of K, Na, GABA, C3G, rutin, and flavonoid in the optimal MLP and MFP mixture were 
1,844.22 mg/100 g, 52.74 mg/100 g, 139.98 mg/100 g, 1,134.89 mg/100 g, 101.56 mg/100 g, and 201.28 mg/100 
g, respectively. The amounts of Ca, K, Mg, and Na in the functional porridge at this optimal point were 27.66 mg/100 
g, 131.32 mg/100 g, 19.57 mg/100 g, and 3.59 mg/100 g, respectively. Overall, this functional porridge can help 
reduce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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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및 운동 부족은 현대

인의 질병 구조를 변화시켜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증, 고혈

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증가시켜 왔다. 이들 만성질환은 

경제, 사회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1).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51.4%가 고혈

압으로 진단받아 노인 2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라 할 만큼 

고혈압은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2).

이처럼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불균형 때문에 고혈압이 증

가하고 있고, 고혈압 환자들은 고혈압 개선을 위한 약재 복

용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고혈압 개

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있는 식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3),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칼륨(K), 칼슘(Ca) 및 마

그네슘(Mg) 함량이 높은 채소 위주의 dash diet가 고혈압 

환자들에게 처방되었다(4). 그리고 국내에서는 칼륨을 다량 

함유한 식품인 수리취, 연근, 함초(5-7) 등을 활용한 고혈압 

개선 식품개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뽕나무 부산

물인 뽕잎이나 오디와 같은 유기농 천연 소재를 이용한 고혈

압 개선을 위한 식품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8-10).

뽕잎은 뽕나무(Morus alba)의 부산물로 열매인 오디와 

함께 식･의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11). 뽕잎에는 단백질, 

비타민류,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

(12). 또한, 뽕잎에 다량 함유된 대표적인 생리활성 물질로 

flavonoid 성분인 rutin, astragalin, kaempferol, querce-

tin 및 γ-aminobutyric acid(GABA) 등이 있다(13-15). 

Flavonoid 성분은 직접 활성산소종과 반응하여 이들을 제

거하는 free radical scavenger로서 항산화 작용(16), 총콜

레스테롤(TC)과 저밀도지질단백질(LDL)을 낮추고 고밀도

지질단백질(HDL)을 상승시키는 효과(9,17), 동맥경화증, 

고지혈증(18), 당뇨(19), 비만(20), 고혈압(21) 등을 개선하

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에는 천연색소인 안토시아닌(cyanidin- 

3-glycoside; C3G)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오디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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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xperimental design for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by response 
surface design (RSM)

Samples 
 Factors1)

X1 (g) X2 (g)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1.17

6
6.83

4
4
4
2
4
4
2
4

2
4
6
4
4
4
4
2

1.17
6.83

6
4

1)X1: mulberry leaf powder, X2: mulberry fruit powder.

유된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 항염증 효과(15,22,23)와 

같은 생리활성이 우수하며, 천연색소 및 기능성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뽕잎이나 오디 단일 소재를 이용한 

고혈압 개선 연구는 진행됐으나 뽕잎과 오디를 혼합하여 고

혈압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죽을 보양식의 형태로 섭취

해 왔고(24), 다양한 죽의 재료와 여러 조리방법에 대한 연

구들이 수행되어 왔다(25). 특히 녹두죽은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에 170여 차례 활용 사례가 나오는데 소화기 문제가 

있을 때, 위중한 질환을 앓았을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 및 

상처 회복 보조 수단으로 녹두죽이 활용되어 왔다(26). 죽의 

특징은 간편하고, 소화도 잘되며 다양한 식재료를 첨가할 

수 있어 영양적으로도 우수하다(27). 최근 이러한 죽의 편리

성 때문에 국내 죽 시장은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가공된 

형태로 여러 곳에서 유통되고 있다(28). 이처럼 죽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식사 대용식으로의 기능(29)으로 한정

되어 있다.

본 연구는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뽕잎과 오디 혼합

비율의 최적화를 모니터링 하여 녹두죽에 첨가한 고혈압 개

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죽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은 국립농업과학

원(Jeonju, Korea)에서 재배한 뽕잎과 오디를 2016년 6월

에 채취하여 동결건조(FD5808, Ilsin Biobase, Gyeonggi, 

Korea) 후 분쇄하여 30 mesh 체에 내려 분말로 만들어 사

용하였다.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의 최적 혼합비율을 이용한 

죽 제조 시 사용된 쌀, 녹두는 서대문구의 농협(Seoul, Ko-

rea)에서 구입하였으며, 글루코만난가루는 조은약초(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최적 혼합비율의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을 

첨가한 기능성 죽을 제조하고자 반응표면 실험계획법(Res-

ponse Surface Method; RSM)의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 CCD)에 따라 실험을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뽕잎분말(X1)과 오디분말(X2)의 함량을 2

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 함량의 각 범위는 예비

실험을 바탕으로 각 요인의 최소 및 최대 범위를 뽕잎분말

(2~6 g), 오디분말(2~6 g)로 결정하였다. 설정된 범위를 입

력하여 factorial point(4개), axial point(4개) 및 central 

point(4개)와 같이 총 12개의 실험점을 설정하였다.

RSM을 이용하여 설계된 실험디자인의 재료 혼합비율은 

Table 1과 같으며, 종속변수로는 칼륨(Y1), 나트륨(Y2), 

GABA(Y3), C3G(Y4), rutin(Y5), flavonoid(Y6)를 선정하

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무기질 분석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들의 

칼륨과 나트륨 함량 분석은 AOAC 방법(30)에 따라 습식분

해법으로 측정하였다. 습식분해 후 ICP(Inductively Cou-

pled Plasma; Lactam 8440 Plasmalac, Horiba Scientific, 

Longjumeau Cedex, Fran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GABA 분석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들의 

GABA 분석을 위한 추출물 제조, 유도체화 및 HPLC 분석은 

Tomita 등(31)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즉 시료분말 

약 1 g을 50 mL centrifuge tube에 담고 증류수 40 mL를 

가하고 homogenizer(Polytron RT 2500E, Kinematica 

AG, Luzern, Switzerland)로 2분간 균질화시켰다. 균질화

한 시료는 4°C에서 10분간 원심분리(3,000 rpm) 한 후 상

등액을 분리하고 침전물에 다시 증류수 40 mL를 가하여 

2분간 추가 추출을 하였다. 추출물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모아 증류수를 이용하여 50 mL로 정용하였다. 추

출물은 0.2 μm nylon syringe filter(Whatman, Clifton, NJ, 

USA)로 여과하고, Nexera X2 system(Shimadzu, Kyoto, 

Japan)으로 분석하였다. Column으로 MightysilTM RP-18 

GP column(4.6×250 mm, 5 μm, Kanto Chemical, Tokyo, 

Japan)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 A는 HPLC water 2 L에 

AccQ-Tag Eluent A concentrate 200 mL를 희석하였고 

이동상 B는 AccQ-Tag Eluent B를 이용하였다. 용매조성

은 기울기 용리로 초기 A : B를 90:10으로 유지했으며, 15

분까지 80:20, 30분까지 50:50, 50분까지 0:100 및 60분까

지 90:10으로 분석하였다. 유속은 1.0 mL/min, 시료 주입량

은 10 μL, 검출기는 fluorescence detector를 사용하여 Ex. 

250 nm, Em. 395 nm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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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 of 60 g mung bean and 25 g rice for 3 min
↓

 Draining of washed 60 g mung bean and 25 g rice for 10 min
↓

Putting drained 60 g mung bean and 25 g rice in food making machine
↓

Adding of 800 g water in food making machine
↓

Boiling for 25 min
↓

Adding of 5 g glucomannan in food making machine
↓

Mixing
↓ 

1st product of mung bean rice porridge
+

Adding of mixture level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er (Table 2)
↓

Blending and boiling for 3 min
↓

2nd product of functional porridge 

Fig. 1. The procedure of functional porridge prepared with optimal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Table 2. Formulas for basic mung bean porridge
Ingredients Amounts (g)
Mung bean

Rice
Water

Glucomannan

60
25
800
5

Cyanidin-3-glucoside 분석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들의 

C3G 분석을 위한 추출물 제조 및 HPLC 분석은 Ji 등(32)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즉 시료분말을 50 mL cen-

trifuge tube에 담고 20배의 추출용매(0.3% HCl을 함유한 

80% 메탄올)를 가하여 30분간 초음파 추출하였다. 추출물

을 0°C에서 15분간 원심분리(3,000 rpm) 한 후 상등액을 

분리하고 침전물에 다시 추출용매 20 mL를 가한 후 추출 

및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모아 추출용매를 이용하여 

50 mL로 정용하였다. 추출물은 0.2 μm nylon syringe fil-

ter(Whatman)로 여과하여 Nexera X2 system(Shimadzu)

으로 분석하였다. Column은 Luna OmegaTM Polar C18 

column(2.1×150 mm, 1.6 μm, Phenomenex, Torrance, 

CA, USA)을 사용하였고, column oven의 온도는 30°C, 유

속은 0.3 mL/min, 시료 주입량은 2 μL, 검출기는 diode- 

array detector를 사용하여 520 nm로 분석하였다. 

Rutin과 total flavonoid 분석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들의 

rutin과 flavonoid 분석을 위한 추출물 제조 및 HPLC 분석

은 Kim 등(33)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즉 시료분말

을 50 mL centrifuge tube에 담고 20배의 추출용매(80% 

메탄올)를 가하여 30분간 초음파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4°C

에서 10분간 원심분리(3,000 rpm) 한 후 상등액을 분리하고 

침전물에 다시 추출용매 20 mL를 가한 다음 추출 및 원심분

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모아 추출용매를 이용하여 50 mL로 

정용하였다. 추출물은 농축기를 이용하여 용매를 완전히 제

거한 후 추출용매 1 mL와 증류수 9 mL를 넣어 재용해하였

다. 추출물을 정제하기 위하여 hexane 10 mL를 가하여 지

방 및 색소 성분을 제거한 후 물층에 에틸아세테이트 10 mL

를 가하여 2회 분획하였다.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농축

하여 용매를 완전히 제거한 후 메탄올로 재용해시켰다. 추출

물은 0.2 μm nylon syringe filter(Whatman)로 여과하여 

Nexera X2 system(Shimadzu)으로 분석하였다. Column

으로 KinetexTM C18 column(2.1×150 mm, 1.7 μm, Phe-

nomenex)을 사용하였고, column oven의 온도는 40°C, 유

속은 0.3 mL/min, 시료 주입량은 2 μL, 검출기는 diode- 

array detector를 사용하여 345 nm로 분석하였다.

최적 혼합비율의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을 첨가한 기능성 죽 

제조

기본 녹두죽은 Table 2의 레시피로 Fig. 1과 같은 방법으

로 제조하였다. 녹두와 멥쌀을 계량 후 각각 씻어서 10분 

정도 물기를 빼준 다음 죽 제조기(HFM-1000, HAAN Corp., 

Seoul, Korea)에 녹두, 멥쌀, 물을 넣어 뚜껑을 덮고 고운죽 

모드로 맞추어 기본 녹두죽(34)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기본 

녹두죽에 글루코만난 분말을 넣어 잘 혼합하였고, 완성된 

기본 녹두죽에 최적 혼합비율의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을 첨

가하여 고혈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죽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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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by response surface
design                                                                                                (mg/100 g)

Samples  
Responses (dependent variables1))

Y1 Y2 Y3 Y4 Y5 Y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13.00
1,422.82
1,650.22
1,800.92
1,659.21
1,667.25
1,679.00
1,680.33
1,924.62
1,556.71
1,447.03
1,689.07

51.77
59.63
55.52
53.53
55.48
55.50
55.51
55.49
51.37
57.41
59.28
55.51

145.50
 90.99
118.03
134.29
121.24
122.00
120.98
119.89
148.38
106.15
 92.66
121.95

 898.50
2,768.56
1,802.12
1,326.95
1,790.59
1,779.34
1,799.02
1,803.21
 810.44
2,275.05
2,693.50
1,799.97

102.51
 96.17
 98.80
101.03
 99.40
 98.87
 98.93
 99.20
103.03
 97.08
 95.53
 98.59

205.26
177.45
192.94
198.49
191.88
190.96
191.22
191.85
206.15
185.31
177.75
190.43

1)Y1: K, Y2: Na, Y3: GABA, Y4: C3G, Y5: rutin, Y6: flavonoid.

Table 4.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chemical properties of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Responses Model Mean±SD
(mg/100 g) R2 1) F-value P-value Polynomial equation2)

 Y13)

Y2
Y3
Y4
Y5
Y6

quadratic
quadratic
quadratic
quadratic
quadratic
quadratic

1,674.18±17.10
  55.50±0.20
 120.17±1.64
1,795.60±49.56
  99.09±0.31
 191.64±0.68

0.9923
0.9958
0.9946
0.9957
0.9878
0.9963

225.38
419.39
321.10
120.27
141.97
474.82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1673.63+121.29A−127.01B−31.75A2+32.58B2

55.50−2.01A+2.01B+0.55A2−0.55B2

121.54+14.02A−14.30B−4.68A2+2.63B2

1792.23−479.23A+483.02B+128.64A2−123.58B2

98.95+1.68A−1.97B−0.25A2+0.47B2

191.12+7.29A−6.98B−1.55A2+2.33B2

1)0≤R2≤1, close to 1indicates regression line fix the model.
2)A: mulberry leaf powder, B: mulberry fruit powder.
3)Y1: K, Y2: Na, Y3: GABA, Y4: C3G, Y5: rutin, Y6: flavonoid.

하였다.

일반성분 및 무기질 함량 분석

최적 혼합비율의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을 첨가한 기능성 

죽의 일반성분은 AOAC 방법(30)에 따라 정량하였다. 즉 

수분은 105°C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semi-micro 

Kjeldahl법, 조지방은 majonnier법, 조회분은 550°C 직접

회화법으로 측정하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시료의 무게를 

100%로 하여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함량 %를 감

한 것으로 산출하였다. 무기질 함량 분석은 AOAC 방법(30)

에 따라 습식분해법으로 측정하였다. 습식분해 후 ICP(In-

ductively Coupled Plasma; Lactam 8440 Plasmalac, 

Horiba Scientif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3회 반복 측정한 값을 이용하였으

며, 실험 자료의 분석 및 최적화는 Design Expert10(Stat 

Easy Co., Minneapolis, MN, USA) Program의 ANOVA 

test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모델의 적합성은 F-test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뽕잎분말과 오디 혼합분말의 칼륨과 나트륨 함량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의 칼

륨과 나트륨 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고, 

설정된 반응별로 modeling 한 후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와 

반응표면 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트륨의 과잉 섭취가 고혈압 발병의 주

된 원인이 되고 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나트륨 

이온이 체내에 과잉 축적되게 되어 세포외액량의 증가를 가

져오며, 세동맥 벽의 저항과 흥분성을 높이게 되어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35). 반면 칼륨은 Na/K 펌프의 활성

화를 돕고 혈관 확장을 유도하여 신장을 통해 나트륨의 배출

을 돕기 때문에 고혈압 개선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36).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의 칼

륨 함량은 1,422.82~1,924.62 mg/100 g의 범위로 나타났

고(Table 3) 독립변수 간에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

이 채택되었으며, P-value가 0.0001 미만으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의 칼륨 함량의 경우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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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K of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Fig. 3.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Na of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잎분말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오디분말의 혼합비율이 감

소할수록 높게 나타났다(Fig. 2). 이러한 결과는 뽕잎분말

(2,245 mg/100 g)에는 오디분말(1,171 mg/100 g)에 비해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Table 7).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의 나

트륨 함량은 51.37~59.63 mg/100 g 범위로 나타났고

(Table 3) 독립변수 간에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채택되었으며, P-value가 0.0001 미만으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Table 4).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의 나트륨 함량의 

경우 칼륨 함량과는 반대로 뽕잎분말 혼합비율이 감소할수

록, 오디분말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Fig. 

3). 이러한 결과는 뽕잎분말(47.98 mg/100 g)에는 오디분

말(63.01 mg/100 g)에 비해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Table 7).

뽕잎분말과 오디 혼합분말의 고혈압 저감화 관련 물질(GABA, 

C3G, rutin 및 flavonoid) 함량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들의 

GABA, C3G, rutin 및 total flavonoid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고, 설정된 반응별로 modeling 한 후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와 반응표면 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GABA는 혈압을 증가시키는 뉴런의 활성을 억제하여 혈

압을 감소시키는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37).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들의 GABA 함량은 

90.99~148.38 mg/100 g 범위로 나타났고(Table 3) 독립

변수 간에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채택되었으며, 

P-value가 0.0001 미만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able 

4). 뽕잎분말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오디분말의 혼합비

율이 감소할수록 GABA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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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GABA of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Fig. 5.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C3G of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Fig. 4).

C3G는 오디가 함유한 안토시아닌 색소 중 하나로 항산화

력이 뛰어나며, 노화 억제 효과가 토코페롤보다 7배나 높아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38,39).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들의 

C3G 함량은 810.44~2,768.56 mg/100 g 범위로 나타났고

(Table 3) 독립변수 간에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채택되었으며, P-value가 0.0001 미만으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Table 4). 뽕잎분말의 혼합비율이 감소할수록, 

오디분말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C3G의 함량이 높게 나

타났다(Fig. 5).

뽕잎은 모세혈관 강화･수축작용을 나타내고 순환계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rutin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중 콜레스

테롤 저하, 항당뇨, 항고혈압, 동맥경화예방, 중풍예방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다(21,40).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들의 

rutin 함량은 95.53~103.03 mg/100 g 범위로 나타났고

(Table 3) 독립변수 간에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채택되었으며, P-value가 0.0001 미만으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Table 4). 뽕잎분말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오디분말의 혼합비율이 감소할수록 rutin의 함량이 높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Fig. 6).

뽕잎과 오디에 포함된 isoquercitrin, quercitrin, quer-

cetin과 같은 flavonoid는 항고혈압, 항산화 및 항노화 기능

을 가진 생리활성 물질이다(41,42).

RSM에 의해 설계된 12개의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들의 

flavonoid 함량은 177.45~206.15 mg/100 g 범위로 나타

났고(Table 3) 독립변수 간에 상호작용하는 quadratic mod-

el이 채택되었으며, P-value가 0.0001 미만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able 4). 뽕잎분말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

록, 오디분말의 혼합비율이 감소할수록 flavonoid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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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Rutin of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Fig. 7.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flavonoid of different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Table 5. Optimum constraint values using two numerical methods in the object goal
Constrains name Goal Numerical optimization

Independent variables1) X1
X2

in range
in range

5.41 g
2.65 g

Responses
(dependent variables2))

Y1
Y2
Y3
Y4
Y5
Y6

maximize
minimize
maximize
maximize
maximize
maximize

1,844.22 mg/100 g
  52.74 mg/100 g
 139.98 mg/100 g
1,134.89 mg/100 g
 101.56 mg/100 g
 201.28 mg/100 g

1)X1: mulberry leaf powder, X2: mulberry fruit powder. 2)Y1: K, Y2: Na, Y3: GABA, Y4: C3G, Y5: rutin, Y6: flavonoid.

뽕잎과 오디 혼합분말 비율의 최적화

뽕잎과 오디분말 혼합비율 최적화는 Design Expert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able 5와 같이 설정한 후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를 통해서 하였다. 독립변수인 뽕잎과 

오디분말은 실험 범위 내(뽕잎 2~6 g, 오디 2~6 g)로 설정

하였다. 종속변수인 칼륨, GABA, C3G, rutin 및 flavonoid

의 goal area를 최대(maximum)로, 나트륨은 최소(minim-

um)로 설정하였고, 수치 최적화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중 

가장 높은 desirability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선택하였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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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on
K, Na, GABA, C3G, rutin, and flavonoid.

Table 6. Proximate composition of control sample and mung bean porridge prepared with optimized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g)

Variables Moisture Carbohydrat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Control1)

Optimal2)
89.41±0.10***3)

88.54±0.10
8.19±0.10***

8.77±0.05
2.09±0.05*

2.24±0.05
ND**4)

0.04±0.01
0.31±0.05*

0.41±0.00
1)Control: basic mung bean porridge.
2)Optimal: functional porridge prepared with optimized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3)Mean±SD (n=3).
4)ND: not detected.
*P<0.05, **P<0.01, ***P<0.001 express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optimal by Student’s t-test.

        Overlay Plot

       A: mulberry leaf (g)

Fig. 9. Overlay plot of optimized of mulberry leaf powder (A)
and mulberry fruit powder (B).

종속변수들의 반응에 따른 최적화는 독립변수(X1)인 뽕

잎분말이 5.41 g과 독립변수(X2)인 오디분말이 2.65 g으로 

혼합된 경우로 나타났다. 이때 종속변수들의 함량은 칼륨은 

1,844.22 mg/100 g, 나트륨은 52.74 mg/100 g, GABA는 

139.98 mg/100 g, C3G는 1,134.89 mg/100 g, rutin은 

101.56 mg/100 g 및 flavonoid는 201.28 mg/100 g으로 

예측되었다(Fig. 9).

최적 혼합비율의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을 첨가한 기능성 죽 

제조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의 최적 혼합비율은 뽕잎분말 5.41 

g과 오디분말 2.65 g이 혼합되었을 때이며, 이 비율을 기본 

녹두죽에 첨가한 후 일반성분과 무기질 함량을 분석하여 

Table 6과 7에 각각 제시하였다. 

기본 녹두죽(control)의 일반성분의 경우, 수분 함량은 

89.41 g, 탄수화물 함량은 8.19 g, 단백질 함량은 2.09 g, 

조회분 함량은 0.31 g으로 분석되었다. 최적 혼합비율의 뽕

잎분말과 오디분말이 첨가된 기능성 죽의 수분 함량은 88.54 

g, 탄수화물 함량은 8.77 g, 단백질 함량은 2.24 g, 지방 

함량은 0.04 g, 조회분 함량은 0.41 g으로 측정되어 기본 

녹두죽에 비해 수분 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반성분 함량

이 증가하였다.

기본 녹두죽(control)의 무기질 함량의 경우, 칼슘 함량은 

10.21 mg/100 g, 칼륨 함량은 114.50 mg/100 g, 마그네슘 

함량은 16.32 mg/100 g, 나트륨 함량은 3.11 mg/100 g으

로 측정되었다. 최적 혼합비율의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이 첨

가된 기능성 죽의 칼슘 함량은 27.66 mg/100 g, 칼륨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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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ineral contents of control sample, mung bean porridge prepared with optimized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mg/100 g)

Variables  Ca   K  Mg Na
Control1)

Optimal2)

MLP3)

MFP4)

  10.21±0.02***5)

  27.66±0.27
2,496.32±72.53
 210.65±2.37

 114.50±1.21***

 131.32±0.66
2,245.47±42.30
1,171.05±33.17

 16.32±0.24***

 19.57±0.18
476.11±13.82
 90.65±1.61

 3.11±0.04***

 3.59±0.03
47.98±1.44
63.01±3.45

1)Control: basic mung bean porridge.
2)Optimal: functional porridge prepared with optimized mixture ratio of mulberry leaf powder and mulberry fruit powder.
3)MLP: dried mulberry leaf powder.
4)MFP: dried mulberry fruit powder.
5)Mean±SD (n=3).
***P<0.001 express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optimal by Student’s t-test.

은 131.32 mg/100 g, 마그네슘 함량은 19.57 mg/100 g, 

나트륨 함량은 3.59 mg/100 g으로 나타나 기본 녹두죽보다 

모든 무기질 함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뽕잎과 오디

분말에 각각 칼륨 2,245 mg/100 g과 1,171 mg/100 g, 칼

슘 2,496 mg/100 g과 210 mg/100 g, 마그네슘 476 mg/ 

100 g과 90 mg/100 g 등 고혈압 조절 관련 무기질이 풍부

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43,44).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반응표면분석법을 통해 최적화한 뽕잎과 

오디 혼합비율을 기본 녹두죽에 첨가하여 고혈압 개선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죽을 개발하는 것이다.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칼륨, 나트륨, GABA, C3G, 

rutin 및 flavonoid를 종속변수로 하여 뽕잎분말과 오디분말

의 최적 혼합비율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였다. 반응표면분석

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의 최적 혼합비

율 함량은 뽕잎분말 함량 5.41 g, 오디분말 함량 2.65 g이었

다. 이때 종속변수들의 최적 함량은 칼륨 함량이 1,844.22 

mg/100 g, 나트륨 함량이 52.74 mg/100 g, GABA 함량은 

139.98 mg/100 g, C3G 함량은 1,134.89 mg/100 g, rutin 

함량은 101.56 mg/100 g 및 flavonoid 함량은 201.28 

mg/100 g으로 나타났다. 최적 혼합비율의 뽕잎분말(5.41 

g)과 오디분말(2.65 g)을 첨가한 기능성 죽을 제조하여 일반

성분과 무기질 함량 분석을 한 결과 수분 함량은 88.54 g, 

탄수화물 함량은 8.77 g, 단백질 함량은 2.24 g, 지방 함량

은 0.04 g, 조회분 함량은 0.41 g으로, 최적 혼합비율의 뽕

잎분말과 오디분말을 첨가한 녹두죽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

방, 조회분 및 무기질 함량이 뽕잎과 오디의 혼합분말이 첨

가되지 않은 기본 녹두죽보다 모두 높았다. 결론적으로 최적 

혼합비율의 뽕잎분말과 오디분말이 첨가된 기능성 죽은 고

혈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륨, 나트륨, GABA, C3G, 

rutin 및 flavonoid와 같은 기능성 성분이 우수하여 고혈압 

환자의 혈압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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