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Q: 감자는 혈당 지수(Glycemic Index) 가 높나요?
A: 감자의 혈당 지수는 매우 다양하며 감자 유형, 원산지, 가공 및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1

CONTEXT
혈당 지수는 원래 제1형 당뇨병의 식이 관리를 위한
도구로 고안됐습니다. 1 연구원들은 혈당 농도에 대한
다양한 탄수화물의 영향을 포도당과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혈당 지수라고 알려진 것입니다.2, 3 20년 후,
세가지 혈당 지수 카테고리가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됐으며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4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예를 들면 빵, 파스타, 쌀, 감자와 같은
녹말성 채소)들은 “높음”으로 분류되었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치와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4

이후 연구원들은 “높은 혈당 지수”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중 하나로 감자를 제일 상위 단계에 집어넣은
“음식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5 그러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혈당 지수의 임상적 중요성과 실제 적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혈당 지수에 관한
수 백 가지의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식단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혈당 지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혈당 지수와
장기적인 건강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FACTS
•
•
•

•

혈당 지수는 매우 복잡하고 수치적인 측정이며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 반응 상승과 흰 빵 또는 포도당과 같은 탄수
화물 섭취 후의 혈당 상승 정도를 백분율로 비교한 값”입니다. 2, 3
본 연구는 혈당 지수가 신뢰할 만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
감자의 혈당 지수가 높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 감자의 혈당 지수는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1, 7, 8
•
생산과정 및 조리 방식
•
다양성, 원산지, 보관 방법
•
함께 섭취하는 음식(예를 들면 단백질 및 지방)
2010 년과 2015 년 Dietary Guidelines 위원회는 혈당 지수가 체중 감량 또는 체중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거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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