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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imed to develop a mixed tea prepared with roasted mulberry leaf and fruit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Roasting of mulberry leaf was by 6 stages, as shown in Fig. 1; and mulberry fruit was roasted in 
4 stages, as shown in Fig. 2. Subsequently, physicochemical measurements such as total polyphenol content, nitric oxide 
production content, and α-glucosidase inhibitory effect were obtained for each sample. Central composite design was applied 
to prepare samples containing varying contents of roasted mulberry leaf (RoML) and roasted mulberry fruit (RoMF); 
subsequently, sensory evaluation was conducted.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roasted samples (RoML and RoMF)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raw samples (RaML and RaMF), respectively. The nitric oxide (NO) production of roasted 
sample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ontrol (LPS induced RAW 264.7 cell). The α-glucosidase inhibitory effect 
of roasted sampl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raw samples, respectively. Based on the RSM estimation for 
determination of optimum ratio by sensory evaluation (taste, color, and flavor) among 13 mixed samples, the optimum 
mixing ratio of RoML and RoMF for taste, color, and flavor were 1.64 g (RoML) and 0.88 g (RoMF), 1.35 g (RoML) 
and 0.92 g (RoMF), 1.65 g (RoML) 1.03 g (RoMF), respectively. Based on results of three sensory evaluations, mixing 
ratio comprising 1.54 g of RoML and 0.92 g of RoMF is desirable for delicious tea with 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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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및 운동 부족은 현대인

의 질병구조를 변화시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만성질환을 증가시켜 왔다. 이들 만성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Choi 
등 2011). 이와 같이 식생활 변화가 질병 발생과 연계되면서 

어떤 천연물이 원활한 생체조절 물질로 합당한가에 대한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Kim 등 2003). 이에 당뇨 예방, 노화 방

지, 혈압 강하 및 미네랄 공급과 같은 기능성이 강화된 천연

물 소재 음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Aruoma OI 1998; Yoo 등 

2005; Hyun 등 2011). 
그 중 차는 특유의 향과 맛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동서

양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음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소비자

의 needs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차들이 제조․시판

되고 있다(Cha 등 2004; Kim 등 2014). 
차에 대한 연구로는 항산화 효과(Roh 등 2000), 항암 효과

(Lee 등 2003; Hwang 등 2007),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Bursill 
등 2007; Diepvens 등 2007), 항당뇨 효과(Choe 등 2008), 중금

속 제거 효과(Jeong 등 2009), 식중독 예방 효과(Cho 등 2010a), 
충치 예방 효과(Han 등 2011), 노화 억제 효과(Cho 등 2010b), 
간세포 보호 효과(Lee 등 2011) 등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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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차에 대한 다양한 기능성 효과가 보고되면서 식

품산업계에서는 녹차, 감잎, 두충, 구기자, 산수유, 뽕잎 등을 

덖음 처리(roasting)한 형태를 출시해 왔다(Choi 등 2003; Yoo 
등 2005). 그 가운데 뽕잎은 뽕나무(Morus alba)의 부산물로 

열매인 오디와 함께 식․의약소재로 주목받고 있다(Ye & Bae 
2010). 뽕잎에는 다양한 무기성분 외에 비타민류, polyphenol, 
flavonoid, deoxynojirimycin, rutin, γ-amino butyric acid(GABA) 
등 기능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 강하, 항암, 노화 억제, 
항스트레스, 혈압 조절 효과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Li SK 
1978; Kim 등 2006). 오디에 함유되어 있는 anthocyanin 색소

는 항산화 작용(Kim 등 2003)과 항염증 효과(Kim 등 1998)와 

같은 생리활성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인체에 무해

한 천연색소 및 기능성 소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오디를 

소재로 한 제품은 미비한 실정이다. 
차 제조 시 사용되는 덖음 처리(Choi 등 2003; Yoo 등 2005; 

Kim 등 2010; Choi & Lee 2014)는 해당 허브의 기호성 향상뿐 

아니라 기능성 성분도 향상된다(Song 등 2013; Lee 등 2014; Kim 
AJ 2016). 최근 Lee JA(2016)는 뽕잎과 오디분말 혼합 시 항산

화 및 항염증 효과가 단일 소재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뽕잎과 오디가 각각 함유하고 있는 기능

성 성분 간의 시너지 효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과 기호성을 고려하여 5월 중순에 채취한 뽕잎과 오디

(Kim HB 2005; Park 등 2013)로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하여 뽕

잎과 오디 혼합차의 최적 혼합비율을 모니터링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차의 품질은 찻잎의 채취시기에 크게 좌우되며(Takayanagi 

& Nakagawa 1978), 더불어 차의 화학성분 함량에도 영향을 

주어 차의 풍미가 달라진다(Kim 등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풋내가 적고 기능성 성분 함량도 높

은 5월 중순 뽕잎을 시료로 선정하였다. 오디는 경도가 높고 

단맛이 적어 차로 제조하기에 좋은 5월 중순 오디를 시료로 

선정하였으며, 전북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채취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2. 로스팅 처리
본 연구에서는 기호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뽕잎과 오디 혼

합차를 제조하고자 맛, 향 및 경도가 차를 제조하기에 좋은 

조건인 5월 중순에 뽕잎과 오디를 채취하여 로스팅(Kim 등 

2016; Lee 등 2014; Song 등 2013)하였다.

1) 뽕잎

뽕잎 로스팅 처리는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6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5월 중순에 채취한 뽕잎 150 
g을 온도 200~220℃인 로스팅 팬(BR-2003, Fineart, Incheon, 
Korea)에 넣고 5분간 로스팅 후 꺼내어 5분간 유념 후 실온에

서 식히는 과정을 1회 실시하였다(1단계). 2단계에서는 온도 

1st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at 
200~220℃ for 5 min

↓ 1 stage
Rubbing to be rolled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for 

5 min after 1st pan-frying and cooling 
↓

2nd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at 
90~110℃ for 3 min 

 2 stage

↓

Rubbing to be rolled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for 
3 min after 2nd pan-frying and cooling

↓

3rd pan-fir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at 
90~110℃ for 3 min

↓

Rubbing to be rolled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for 
3 min after 3rd pan-frying and cooling

↓

4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at 
40~70℃ for 3 min

↓

Rubbing to be rolled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for 
3 min after 4th pan-frying and cooling

↓ 3 stage
5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at 

40~70℃ for 3 min
↓

Rubbing to be rolled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for 
3 min after 5th pan-frying and cooling

↓

6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at 
30~40℃ for 3 min

4 stage↓

Rubbing to be rolled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for 
3 min after 6th pan-frying and cooling

↓

7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at 
30~40℃ for 3 min and cooling

5 stage↓

8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at 
30~40℃ for 3 min and cooling

↓

D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for removing of 
moisture at 30~40℃ for 1 h according to residual 

moisture condition

  
6 stage

Fig. 1. Roasting procedure of May harvested mulberry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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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0℃인 로스팅 팬에 1단계를 거친 뽕잎을 넣고 1단계와 

같은 방법을 2회 3분 동안 반복하였다(2단계). 3단계에서는 

2단계를 거친 뽕잎을 온도 40~70℃인 로스팅 팬에 넣고 1단
계와 같은 과정을 2회 3분 동안 반복하였다(3단계). 4단계에

서는 내부 온도 30~40℃인 로스팅 팬에 3단계를 거친 뽕잎을 

넣고 1회 3분 동안 반복하였다(4단계). 5단계에서는 4단계를 

거친 뽕잎을 온도 30~40℃인 로스팅 팬에 넣고 2회 3분 동안 

반복하였다(5단계). 6단계에서는 5단계를 거친 뽕잎을 로스

팅 팬 내부 온도 30~40℃를 유지하면서 1시간 정도 건조시켜 

잔여 수분을 제거하였다(6단계: 수분 함량 5.5% 내외). 완성

된 로스팅 뽕잎은 4℃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

다(Fig. 1). 

2) 오디
오디 로스팅 처리는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4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5월 중순에 채취한 오디 

200 g을 온도 90~110℃인 로스팅 팬에 넣고 5분간 로스팅 후, 
로스팅 팬에서 꺼내 실온에서 식히는 과정을 2회 반복하였다

(1단계). 2단계에서는 내부 온도 40~70℃인 팬에 1단계를 거

친 오디를 넣고 5분간 로스팅 후 로스팅 팬에서 꺼내 실온에

서 식히는 과정을 4회 반복하였다(2단계). 3단계에서는 2단계

를 거친 오디를 온도 30~40℃인 팬에 넣고 로스팅 후 실온에

서 식히는 과정을 5회 반복하였다(3단계). 마지막으로 로스팅 

팬 내부 온도 30~40℃를 유지하면서 오디의 잔여 수분 제거

를 위해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건조시켰다(4단계: 수분 함량 

9% 내외). 완성된 로스팅 오디는 4℃에서 냉장보관하면서 시

료로 사용하였다(Fig. 2). 

3. 생리활성 효과 측정

1) 추출물 제조
생리활성(항산화, 항염증 및 효소 활성) 효과 측정용 추출

물 제조는 뽕잎과 오디 동결 건조 분말(생것과 로스팅 처리

된 것) 시료 무게 대비 각각 20배 부피의 증류수를 첨가한 후 

72시간 동안 80℃에서 추출 후 여과(No. 2, Whatman, Maidstone, 
England)하여 뽕잎과 오디 열수추출물을 얻었다. 열수추출물

은 rotatory vacuum evaporator(HS-2005S-N, Hahn Shin Scientific 
Co. Gyeonggi, Korea)로 용매를 증발시켜 50 mL까지 농축하

여 동결 건조시킨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2) Total polyphenol 함량
뽕잎과 오디 열수추출물의 총 페놀함량은 Folin-Denis변법

(Folin & Denis 191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1 mL를 

취하여 2%(w/v) Na2CO3 용액 1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한 

1st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90~110℃
for 5 min and cooling

1 stage↓

2nd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at 
90~110℃ for 5min and cooling

↓

3rd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at 
40~70℃ for 5min and cooling

↓

4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at 
40~70℃ for 5 min and cooling

↓ 2 stage
5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at 

40~70℃ for 5 min and cooling
↓

6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at 
40~70℃ for 5 min and cooling

↓

7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at 
30~40℃ for 3 min and cooling

↓

8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at 
30~40℃ for 3 min and cooling

↓

9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at 
30~40℃ for 3 min and cooling

↓ 3 stage
10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at 

30~40℃ for 3 min and cooling
↓

11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at 
30~40℃ for 3 min and cooling

↓

12th pan-f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at 
30~40℃ for 3 min and cooling

↓

Drying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for removing of 
moisture at 30~40℃ for 1~3 h according to fruit’s 

residual moisture condition 
4 stage

Fig. 2. Roasting procedure of May harvested mulberry 
fruit.

후, 50% Folin-Ciocalteu 시약 0.2 mL를 가하여 반응시켜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구하였다.

3) NO(Nitric Oxide) 측정

(1)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한 마우스의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주

는 한국 세포주 은행에서 분양받았고,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BRL, Life Technologies Inc, Gaitherburg), 1% penici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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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mycin(GibcoBRL)이 포함된 DMEM 배지에서 37℃, 5% 
CO2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2) Nitric oxide(NO) 생성량 측정
RAW 264.7 세포주를 10% FBS가 첨가된 DMEM 배지를 

이용하여 1×105 cells/well로 조절한 후 24 well plate에 분주하

고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뽕잎과 오디 열수추출물 시료

를 각각 농도별로 처리하고 1시간 후에 LPS(1 μg/mL)를 처리

한 후 24시간 배양하였다. 생성된 NO의 양은 Griess 시약 [1% 
(w/v) sulfanilamide, 0.1%(w/v) naphylethylenediamine in 2.5% 
(v/v) phosphoric acid]을 이용하여 세포 배양액 중에 존재하는 

NO2－의 형태를 측정하였다. 세포 배양 상등액 100 μL와 

Griess 시약 100 μL를 혼합하여 24 well plate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BTO Tek Co., USA)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생성된 NO량은 sodium nitrite(NaNO2)
를 표준물질로 비교하였다. 

4) α-Glucosidase 저해활성
뽕잎과 오디 열수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 측정은 

Tibbot & Skadsen(199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50 mM 
sodium succinate buffer(pH 4.2)에 ρ-nitrophenol-α-D-glucopyranoside 
(PNPG,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용해시켜 1 
mg/mL의 농도로 기질을 만들고, 기질용액 1 mL와 효소액

(Sigma-Aldrich) 30 unit/0.1 mL를 혼합하였다. 대조구에는 증

류수 0.1 mL, 반응구에는 시료 0.1 mL를 넣어 37℃에서 30분
간 반응시킨 후 1 N NaOH 0.1 mL를 첨가하여 발색시켰다. 

Positive control로는 acarbose를 사용하였다. 이때 생성된 p- 
nitrophenol(PNP)은 ELISA(Tecan Infinite M200 Pro, Green Mate 
Bi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4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저해율을 구하였다.

저해율(%)=[1－(반응구의 p-nitrophenol 생성량/
대조구의 p-nitrophenol 생성량)]×100　

4.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한 최적화 분석
로스팅 처리된 뽕잎과 오디의 최적 혼합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중심합성계획(central composite design)에 의한 반응표

면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 로스팅 처리된 뽕잎(X1)
과 로스팅 처리된 오디(X2)의 함량을 2개의 요인으로 설정하

였고, 예비실험을 통해 각 요인의 최소 및 최대 범위를 로스

팅 처리된 뽕잎 0.5~2.5 g, 로스팅 처리된 오디 0.5~1.5 g으로 

실험범위를 선정하여 5단계로 부호화하여 13개의 혼합조건

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나온 맛(Y1), 
향(Y2) 및 색(Y3)에 대한 평가 값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실험 자료의 분석 및 최적화는 Design Expert8(Stat- 
Easy Co. Minneapolis, MIN,USA)Program의 ANOVA test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모델의 적합성은 F-test로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5.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식품치료 전공 10명의 패널에게 실험 목적과 

평가방법을 충분히 훈련시킨 후 관능검사에 참여하도록 하

였다. 시료는 90℃물 200 mL에 로스팅 여린 뽕잎(0.5~2.5 g)
과 로스팅 미숙 오디(0.5~1.5 g)를 각각 혼합하여 3분간 우려

낸 후 투명컵에 50 mL씩 담아 제공하였으며,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1주일간 총 4회에 걸쳐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은 맛, 색 및 향으로 정하였으며, 13개의 시료간의 우위 

비교를 통해 기호도가 높을 경우 최고 9점의 높은 점수를, 기
호도가 낮으면 최하 1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토록 하는 9점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6.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SPSS statistics 21(SPSS Institute,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ANOVA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 각 시료의 평균차이에 대한 사후 검정을 유의수준 5%에

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리활성 효과
본 연구에서는 로스팅 처리로 뽕잎과 오디의 생리활성 효

과가 향상되는지 알아보고자 total polyphenol 함량, nitric oxide 
생성 억제 효과 및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여 Fig. 3~ 
5에 제시하였다.

Total polyphenol 함량의 경우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 

뽕잎(RaML: 878.33±10.12 mg TAE/g)에 비해 로스팅 뽕잎

(RoML: 1,024.98±9.59 mg TAE/g)의 total polyphenol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디의 total polyphenol 함량의 경

우도 생 오디(RaMF: 270.17±2.06 mg TAE/g)에 비해 로스팅 

오디(RaMF: 289.56±6.21 mg TAE/g)에서 높게 나타나 뽕잎과 

오디 모두 로스팅 처리로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차 제조 공정의 가열 과정에 의해 

polyphenol oxidase의 활성이 저해되어 폴리페놀함량을 감소

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Lee 등 2009).
NO는 정상적으로 작용할 경우, 혈관의 항상성, apoptosis 

유도 등 주요 생리기능을 매개하지만 다량 분비될 경우, 염
증을 유도하여 급성 혹은 만성 염증질환의 주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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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iwell B 1992). 본 연구결과, NO 생성량은 Fig. 4에 제시

된 바와 같이 LPS 처리군(28.64 μM)에 비해 생 뽕잎(RaML: 
19.35 μM)과 로스팅 뽕잎(RoML: 18.28 μM)에서 모두 NO 생

Fig. 3.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hot water extracts 
of raw mulberry leaf, roasted mulberry leaf, raw mulberry 
fruit, and roasted mulberry fruit. RaML: raw mulberry leaf, 
RoML: roasted mulberry leaf according to Fig. 1, RaMF: 
raw mulberry fruit, RoML: roasted mulberry fruit according 
to Fig. 2, *p<.05, ***p<.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aw and roasting by student’s t-test.

Fig. 4. The inhibitory effects of hot water extracts of 
raw mulberry leaf, roasted mulberry leaf, raw mulberry 
fruit, and roasted mulberry fruit on NO production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Control: normal RAW 264.7 
cell, LPS: LPS induced RAW 264.7 cell, RaML: raw 
mulberry leaf, RoML: roasted mulberry leaf according to 
Fig. 1, RaMF: raw mulberry fruit, RoML: roasted mulberry 
fruit according to Fig. 2,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ed groups were determined using the Student’s t-test, 
###represents p<0.001 compared to the control, ***represents 
p<0.001 compared to the LP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aw and roasting by student’s t-test, NS: not significant.

Fig. 5. α-Glucosidase inhibitory effect of hot water extracts 
of raw mulberry leaf, roasted mulberry leaf, raw mulberry 
fruit, and roasted mulberry fruit. Acabose: oral hypoglycemic 
drug, RaML: raw mulberry leaf, RoML: roasted mulberry 
leaf according to Fig. 1, RaMF: raw mulberry fruit, RoML: 
roasted mulberry fruit according to Fig. 2. ***p<.001 signifi-
cant difference between raw and roasting by student’s t-test.

성량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오디의 경우도 LPS 처리군(28.64 
μM)에 비해 로스팅 오디(RaMF: 23.60 μM)와 생 오디(RaMF: 
25.06 μM) 모두 NO 생성량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로스팅 

된 시료들(뽕잎과 오디)과 생 시료(뽕잎과 오디) 간에는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로스팅 처리

보다는 뽕잎과 오디 자체의 항염증 효과로 보여진다.
α-Glucosidase는 소장 상피세포의 brush-border membrane에 

있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효소로서, α-glucosidase
의 효소 활성을 억제하면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게 되어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Gua 등 2006; Kim 등 2011). 본 

연구결과,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Fig. 5에 제시된 바와 같

이 로스팅 뽕잎(RoML: 79.16%)이 생 뽕잎(RaML: 61.37%)에 

비해 높았으며, 로스팅 뽕잎은 대조군인 acabose(82.43%)와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오디의 경우도 생 오디(RaMF: 52.62%)에 

비해 로스팅 오디(RaMF: 66.79%)에서 α-glucosidase 활성 억

제효과가 높게 나타나, 열 처리 온도 증가에 따라 돼지감자의 

항당뇨 활성이 증가한 Jeong 등(2011)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

을 보였고, 로스팅 처리에 의해 α-glucosidase 활성 억제효과

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2.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한 뽕잎, 오디 최적 혼합차 개발
로스팅 처리된 뽕잎과 오디의 최적 혼합차를 제조하기 위

하여 로스팅 뽕잎과 오디를 독립변수로 하고, 관능검사에 따

른 맛, 향, 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조합된 뽕잎, 오디 

혼합차 시료 13개의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고, 반응표면 회귀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Table 2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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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X1

(RoML)
X2

(RoMF)
Y1

(Taste)
Y2

(Color)
Y3

(Flavor)
1 0.5 1.5 2.2 4.1 1.3
2 1.5 1 8.5 8.5 8.5
3 0.5 0.5 2.7 3.9 1.3
4 1.5 1.5 4.3 4.7 7.3

5 1.5 1 7.7 8.1 8.6
6 2.5 0.5 4.9 2.1 3.9
7 2.5 1 5.1 3.0 5.2
8 1.5 1 8.2 8.5 8.5
9 2.5 1.5 3.7 1.3 4.2
10 1.5 1 8.1 8.3 8.5

11 1.5 0.5 7.4 7.3 6.9
12 1.5 1 7.7 7.7 8.2
13 0.5 1 3.9 5.1 2.4

X1: RoML (roasted mulberry leaf according to Fig. 1)
X2: RoMF (roasted mulberry leaf according to Fig. 2)

Table 1. The sensory properties of roasting mulberry leaf 
and roasting mulberry fruit mixture tea at various con-
ditions by response surface design

시된 바와 같다.
반응표면 회귀분석결과, 맛의 경우 독립변수(RoML과 RoMF) 

간의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quadratic model이 선정되었으며, 
p-value는 0.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맛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요인은 로스팅 오디였다. 그리고 pertubation 
plot과 반응표면곡선을 살펴본 결과, 로스팅 뽕잎과 로스팅 

오디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맛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다

가 일정 수준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맛에 대한 기호도

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최적 혼합 비율은 로스팅 뽕잎 

1.64 g과 로스팅 오디 0.88 g이었으며, 맛에 대한 예상 관능평

가 점수는 8.04이었다(Table 2, Fig. 6).
반응표면 회귀분석결과, 색의 경우 독립변수 간의 교호작

용이 존재하는 quadratic model이 선정되었으며, p-value는 

0.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 요인은 로스팅 오디였다. 그리고 pertubation plot과 반

Responses Polynomial equation R2 1) F-value p-value
Y1 (Taste) －5.24353+9.89425*RoML+11.80690*RoMF－3.02586*RoML2－6.70345*RoMF2 0.9485 36.80 0.0001
Y2 (Color) －4.36394+9.91609*RoML+12.75402*RoMF－3.67759*RoML2－6.91034*RoMF2 0.9608 48.97 0.0001
Y3 (Flavor) －9.09670+15.02299*RoML+10.20575*RoMF－4.54655*RoML2－4.98621*RoMF2 1,116.98 0.9982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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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sensory quality roasting mulberry leaf and roasting mulberry fruit mixture tea

응표면곡선을 살펴본 결과, 로스팅 뽕잎과 로스팅 오디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선호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 첨

가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색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을 것

으로 예측되는 최적 혼합 비율은 로스팅 뽕잎 1.35 g과 로스

팅 오디 0.92 g이었으며, 색에 대한 예상 관능평가 점수는 

8.21로 나타났다(Table 2, Fig. 7).
반응표면 회귀분석결과, 향의 경우 독립변수 간의 교호작

용이 존재하는 quadratic model이 선정되었으며, p-value는 

0.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요인은 맛과 색의 경우처럼 로스팅 오디였다. 그리고 pertubation 
plot과 반응표면곡선을 살펴본 결과, 로스팅 뽕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향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최적 혼합 비율은 뽕잎 1.65 g과 오디 1.03 g이었으

며, 예상 관능평가 점수는 8.54로 나타났다(Table 2, Fig. 8).
맛, 색 및 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능적 최적 혼합비율

은 로스팅 뽕잎 1.55 g과 로스팅 오디 0.93 g이었다(Fig. 9).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로스팅 뽕잎 1.55 g과 로스팅 

오디 0.93 g의 혼합 비율로 차가 제조될 경우 기능성(항산화, 
항염증 및 항당뇨)과 기호성을 함께 갖춘 차가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호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뽕잎, 오디 혼합

차 제조를 위해 5월 중순에 채취한 뽕잎과 오디를 로스팅 처

리하여 생리활성 효과를 분석한 후,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하

여 뽕잎과 오디 최적 혼합조건을 모니터링하고자 하였다. 뽕
잎은 6단계로 나누어 로스팅 처리하였으며, 오디는 4단계로 

나누어 로스팅 처리하였다. Total polyphenol 함량의 경우, 생 

뽕잎(RaML: 878.33 mg TAE/g)에 비해 로스팅 뽕잎(RoML: 
1,024.98 mg TAE/g)의 total polyphenol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오디의 total polyphenol 함량의 경우도 생 오디

(RaMF: 270.17 mg TAE/g)에 비해 로스팅 오디(RaMF: 289.56 
mg TAE/g)에서 높게 나타났다. NO 생성 억제효과의 경우, 
LPS 처리군(28.64 μM)에 비해 생 뽕잎(RaML: 19.35 μ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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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roasting mulberry leaf (A), roasting mulberry fruit 
(B) on taste preference of roasting mulberry leaf and roasting mulberry fruit mixture tea.

Fig. 7.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roasting mulberry leaf (A), roasting mulberry fruit 
(B) on color preference of roasting mulberry leaf and roasting mulberry fruit mixture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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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roasting mulberry leaf (A), roasting mulberry fruit 
(B) on flavor preference of roasting mulberry leaf and roasting mulberry fruit mixture tea.

Fig. 9.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roasting mulberry leaf (A), roasting mulberry fruit 
(B) on desirability of roasting mulberry leaf and roasting mulberry fruit mixture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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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 뽕잎(RoML: 18.28 μM)의 NO 생성 억제효과가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오디의 경우도 뽕잎과 마찬가

지로 LPS 처리군(28.64 μM)에 비해 로스팅 오디(RaMF: 23.60 
μM)와 생 오디(RaMF: 25.06 μM) 모두 NO 생성 억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α-Glucosidase 저해활성의 경우, 생 뽕잎(RaML: 
61.37%)에 비해 로스팅 뽕잎(RoML: 79.16%)의 α-glucosidase 
저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오디의 경우도 생 오디(RaMF: 52.62%)
에 비해 로스팅 오디(RaMF: 66.79%)에서 α-glucosidase 저해

율이 높게 나타났다. 위 연구 결과, 로스팅 처리는 뽕잎과 오

디 모두의 생리활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응표면분석 결과, 맛(taste)에 대한 최적 비율은 로스팅 

뽕잎 1.64 g과 로스팅 오디 0.88 g으로 예측되었으며, 색(color)
에 대한 최적 비율은 로스팅 뽕잎 1.35 g과 로스팅 오디 0.92 
g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향(flavor)에 대한 기호도에 최적 

비율은 로스팅 뽕잎 1.65 g과 로스팅 오디 1.03 g으로 예측되

었다. 세 가지 관능적 기호도 평가 점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예측되는 최적 비율은 로스팅 뽕잎 1.54 g과 로스팅 오

디 0.92 g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로스팅 뽕잎 1.54 g과 

로스팅 오디 0.92 g의 혼합 비율 차는 기능성과 기호성을 함

께 갖춘 차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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