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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지수(Glycemic Index:GI)는 당뇨환자를 위

한 식품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포도당

50g을 섭취한 것을 100으로 보고 각 식품의 탄

수화물 50g을 섭취한 후 2시간 동안의 혈당량

변화를 비교한 수치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WHO에서 만성질환자를 위한 1일 당 섭취 목

표량에 대한 권고 수준은 총열량의 10% 미만

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2000kcal 기준시 200

kcal, 약 50g에 해당)하여 당에 대한 엄격한 규

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 함량은 국

제적으로 표시대상 기준으로 포함되어 운영되

고 있으며 국가별 동향으로 CODEX, 미국, 캐

나다, 호주 등에서는 ‘당’이 의무표시항목으로

전 가공식품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

다. 더 나아가 당지수(Glycemic Index) 표시제

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ISO(International Orga-

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이들의 결정 방법과 식품에서의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호주

의 식품표준제도에서 AS 4694-2007(Glycemic

index of foods)를 제시하여 국가적인 제도로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당지수(Glycemic

Index) 표시제도의 도입은 관련제도의 미비와

함께 당지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도입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

지수에 대한 식품학적, 임상학적 기초자료가 매

우 부족하여 이와 관련된 제도 도입과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지수(Gly-

cemic Index)는 국가별, 인종별, 지역별 차이에

따른 특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측정방

법, 피시험자의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식품의

가공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

어 원료 구성 성분뿐 아니라 가공단계 및 섭취

단계의 관리를 통하여 당지수의 관리방안을 모

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지수와

관련된 국내 공인 평가기관 및 인증기관이 설



Bulletin of Food Technology

당지수 표준제도의 현황

79

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사용되는 당지수 관련

문구가 소비자의 정보제공이 아닌 부적합한 정

보로 혼동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탄수

화물과 관련된 ‘당지수’ 표시 제도에 대하여 국

내외 현황과 관련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지수(Glycemic Index)에 대한 이해

탄수화물은 주로 곡류, 과일, 채소류와 콩류처

럼 식물성 식품이 급원이며, 유제품에도 유당 또

는 락토오스 형태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다. 탄

수화물의 구성성분인 포도당은 단당류로 세포의

가장 일반적인 연료급원이며, 특히 두뇌, 적혈

구,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과량의

포도당은 지방으로 축적되고 혈당수치를 높인다.

인체 내에서 혈당 반응은 식품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같은 양의 식품을 섭취

하더라도 서로 다른 속도로 소화 흡수된다. 소

화 흡수가 느린 식품은 혈당반응이 느린데 비

해 소화 흡수가 빠른 식품은 혈당이 급격히 증

가하였다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및 다

른 내분비물의 반응도 상승시킨다. 따라서 잘못

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당지수는 1981년 Jenkins 등이 식후에 당질의

흡수 속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기준이 되는 식품과 비교한 특정 식품의 식후

혈당의 반응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정 식

품 속에 포함된 50g의 당질을 섭취한 후 혈당

의 반응 면적을 표준 식품인 흰 빵이나 glucose

에 들어 있는 50g의 당질을 섭취한 후의 혈당

반응 곡선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Foster-

Powell 등은 약 600개 식품의 GI를 1995년에

제시하였으며, 식사를 통해 섭취하게 되는 당질

에 포함된 GI를 평가하는 방법은 각각의 식품

에 포함된 당질의 분율에 그 식품의 GI를 곱하

면 각 식품에 포함된 GI를 계산할 수 있고, 섭

취한 모든 식품의 GI를 합산하면 해당 식사의

GI를 구할 수 있다. 개별 식품의 GI를 합산하

여 계산된 해당 식사의 GI 값은 식사에 포함된

식품을 한번에 섞어서 측정한 GI와 차이가 2%

이내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High-GI 식품을 섭취하면 식품 섭취후

2시간이내에 혈당 곡선에 높은 정점이 나타나

고, 2시간 동안의 혈당 반응 곡선에 의하여 만

들어지는 면적이 넓다. 그러나 이러한 혈당의

상승을 조절하기 위한 역 호르몬들이 분비되어

2시간 이후에는 공복 혈당보다 혈당이 더 떨어

지게 된다. 반면에 Low-GI 식품을 섭취하면 혈

당의 정점치가 낮고, 2시간 동안의 혈당 반응

곡선에 의한 면적도 적으며 상대적인 저혈당의

위험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지수를 측정하는 방법

1. 표준 탄수화물량(보통 25g 또는 50g)을 함

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시험할 식품은 비교음식과 같은 양의 탄

수화물을 함유해야한다. 50g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이고, 섭취분량이 너무 큰 경

우 25g을 사용한다. 더 작게는 15g을 사용

하기도 한다.)

2. 두 시간 동안(또는 세 시간 동안), 첫 한

시간 동안은 15분 간격으로, 그 이후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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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한다. 실험실에서

혈당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3. 혈당곡선을 그린다.

4. 실험한 음식에 대한 혈당을 순수한 글루코

오스 50g(표준식품)을 섭취하였을 때의 혈

당과 비교한다.

5. 혈당의 다양성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간

격을 두고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실시하

고 평균값을 계산한다.

6. 평균 GI는 한 식품에 대해 10명 정도 실

시하여 얻는다.

당지수와 비만

당지수에 대한 NCBI의 PubMed를 이용하여

glycemic index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당뇨, 비

만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일부 심혈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었으며, 총 3,326건이

당뇨와 비만에 대한 연구로 검색되었다. 그 중

당뇨에 대한 연구는 1995년 이전까지 1600건,

1996~2000년까지 220건, 2001~2005년까지 700

건 2006년 이상에서 240건이 검색이 되었으며,

비만과의 관계에서 1995년 이전에 41건, 1996~

2000년까지 62건, 2001~2005년까지 265건,

2006년 이상에서 198건이 검색되었다. 

고 GI 식품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

하여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고, 글루

카곤 분비는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호르몬 분

비의 변화로 인하여 근육, 간, 지방 조직에서

당 흡수가 촉진되는 반면, 간에서 당 생성 및

지질분해는 억제된다. 또한 GI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저 GI가 낮은 식품에 비하여 식욕이

촉진되고 인슐린이 많아진다. 따라서 고 GI 식

품에 의한 인슐린 분비 촉진은 체지방 증가를

초래한다. 이러한 증거는 부모가 당뇨병인 자녀

들을 대상으로 내당능(glucose tolerance)을 시험

하였을 때 인슐린이 빠른 속도로 많이 분비된

자녀들에서 체중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공복 시

혈장 인슐린 치가 높은 Pima 인디언 자녀들이

정상 인슐린 치를 가진 아동에 비하여 체중 증

가가 더 잘되며,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투여

시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고 GI 식품을 저 GI 식품으로

대체하면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낮아지고

혈청 지질이 개선되고,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되

며, Wolever 등은 이러한 효과가 식품에 포함

된 영양소 조성이나 섬유질 함량의 변화에 의

한 것이라기 보다 식품의 혈당 반응에 미치는

효과 때문이라고 하여 고 GI 식품은 비만 및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소아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지방 식

이보다 저 당지수 식이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

적이며, 이러한 저 당지수 식이(-1.53kg/m2)는

저지방 식이(-0.06kg/m2)에 비해 BMI 값이 크

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P < 0.01). 체중 변

화에 있어서도 낮은 당지수 식이(-1.16kg)를 한

경우 체중이 감소한 반면, 저지방 식이(1.44kg)

를 한 경우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

었다(P < 0.01).

당지수와 비만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총 6개

의 비당뇨병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RCT들

을 메타 분석한 결과, 저당지수식이를 한 경우

가 고당지수식이를 한 경우보다 BMI가 1.27,

total fat mass(95% 신뢰구간)는 1.13배 더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당지수가 높은

식이를 한 경우 당지수가 낮은 식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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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만족감이 낮고 공복감이 크며, 에너지를

12주간 제한한 경우에도 저당지수 식이를 한 경

우가 고당지수 식이를 한 경우 보다 체중감량

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비만 및 당뇨와의 관계에 있

어서 Low-GI 식이가 매우 효과적인 것임을 증명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많은 연구들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명백한 증거들은 더욱 더 많이 생

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의 당지수 관련

자료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은 높다고 하겠다. 

식품에 있어서 Glycemic Index(GI)

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GI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당질의 구조,

섬유소량, 식품의 제조과정, 식품의 성숙 정도,

저장상태, 소화 효소의 억제 유무, 단백질이나

지질의 동시 섭취 등으로 알려져 있다. Glycemic

Index 결정 요소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리 방식 

열과 물의 양, 조리 시간은 식품의 GI에 영

향을 미친다. 조리를 하는 동안 물과 열은 전

분입자를 다양하게 팽창시킨다. 삶은 감자나

구운 감자와 같이 파열점까지 팽창하는(혹은

젤라틴화하는) 전분을 함유하는 식품은 오트

밀이나 현미, 스파게티와 같이 젤라틴화가 더

딘 전분입자를 함유하는 식품에 비해 GI가 높

다. 예를 들어 구운 감자의 GI는 85, 현미는

50이다. 

2. 가공 방법

전분 식품의 분쇄나 압연, 제분은 입자의 크

기를 줄이기 때문에 물에 쉽게 흡수되어 소화

효소가 식품에 쉽게 침투한다. 가공 과정에서

소화성효소가 전분 내부로 접근하는것을 지체

시키는 곡물의 섬유질 외피도 제거될 수 있다.

섬세하게 제분한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GI가 높

다. 맷돌로 간 거친 밀가루는 입자가 크고 GI

가 낮다. 

3. 전분 유형 

식품에 들어 있는 전분 유형, 아밀로오스와 아

밀로펙틴은 GI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아밀로

오스 분자는 아밀로펙틴 분자에 비해 소화가 어

렵다. 콩류와 바스마티쌀은 아밀로펙틴에 비해

아밀로오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밀로펙틴 함

유율이 높은 식품에 비해 GI가 낮다. 예를 들

어, 바스마티쌀의 GI는 58, 즉석쌀은 87이다.

4. 섬유소 

섬유소가 GI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는 확실치

않다. 일부 연구진은 점성이 있는 수용성 섬유

소는 소화관의 식품 혼합물을 겔화시켜, 효소가

전분을 소화하는 속도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한

다. 이로 인해 혈당 반응이 저하되어 GI가 낮

아진다는 것이다. 콩류와 귀리는 수용성 섬유를

함유하여 GI가 낮다. 

5. 당류 

GI는 식품에 들어 있는 당류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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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 자당(설탕)은 자당 분

자의 절반이 혈당 반응이 대단히 작은 당류인

과당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포도당에 비해 GI가

낮다. 예를 들어, 자당의 GI는 68, 포도당의 GI

는 100이다. 음식에 당류를 추가하면 GI이 낮아

지겠지만, 이를 확인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6. 지방 

지방은 음식이 위를 떠나 소장으로 가는 시

간을 연장한다.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지방 함유 식품은 혈당

의 상승을 억제하고 무지방 식품에 비해 GI가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자칩의 GI는 57,

프렌치프라이는 75, 구운 감자는 85이다. 그렇

다고 감자칩이 영양가 높은 구운 남자보다 낫

다는 것은 아니다.

7. 산도 

식품에 함유된 산은 위의 공백감을 완화하여,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늦춘다. 음식에 산도가

늘어나면 GI와 혈당 반응을 낮출 수 있다. 식

초와 레몬주스, 발효빵은 이런 이점을 제공한다. 

당지수표시제도에 대한 국내외 현황

1. 국외 현황

당지수(Glycemic Index: GI)는 1981년 Jenkins

등이 식후에 당질의 흡수 속도를 반영하기 위

하여 제안한 이 후 당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에 대

한 국제적으로 표시대상 기준으로 포함되고 있다.

WHO/FAO는 1997년 탄수화물 식품의 GI가

식품 선택의 인자로서 권고되었으며, 1999년에

는 DGAU(The Dietary Guidelines for Older

Australians)에서 저 GI 시리얼 식품의 섭취 권

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추세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007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합

동 식품 표준 프로그램의 서한에서 최근 ISO

에서 개발되고 있는 당지수(GI) 판단과 관련분

류(ISO/CD 26642)에 대하여 영양소 표시로 사

용되는 용례가 늘어나면서 실무 및 연구용 식

품 당지수(GI)의 판단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인

식을 인정하고, 식품 내 탄수화물의 당지수 판

단 방법과 Low, Medium, Hig GI 식품 분류에

대한 명시방식이 CODEX에 관심을 주기에 충

분하며 또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2000년 유럽당뇨연구협회는 저 GI 탄

수화물과 고 식이섬유 식품 섭취를 권고하는

한편 2007년에는 호주에서 국가 표준 규격으로

서 당지수의 측정에 대한 표준안 Australian

Standard : AS 4694-2007(Glycemic index of

foods)이 마련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다른 국가에 앞서 GI에

대한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있으며, ISO에 적

극적으로 협조하여 국제규격으로 그 틀을 잡아

가고 있다. 이들은 당지수(GI)는 다양한 식품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 특히 소화성 탄수화물의

능력을 제고하는 혈당의 속성이며, GI는 정상

적으로 섭취되는 물리적 상태에서 단일 식품이

나 식품 항목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의 중량을

토대로 비교한다. 저 GI 식품은 소화나 흡수가

느리거나 식품에 들어 있는 당(예, 과당, 락토

스)이 원래 혈당이 낮기 때문에 혈당 수치에 크

게 영향을 주지 않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품

으로서, 저 GI 식품은 실제 음식에 적용하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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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식품에 비해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의 변화

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I의 임

상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는 계속 연구되고 있

으며, 균형 잡힌 식단에서 저 GI 식품이 고 GI

식품을 대체할 경우 건강에 유익하다는 합의가

늘고 있다. 따라서, 저소화성 탄수화물을 상당

량 함유하는 식품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저 GI 식품은 본질적으로 혈당 탄수화물

을 함유하여야 한다. 즉, ‘신진대사에 필요한 탄

수화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슐린과 구강 저

혈당성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당뇨 관리에

있어서, 저 GI 탄수화물 식품과 저소화성 탄수

화물이나 저 탄수화물 식품은 구분되어야 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 

당지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은 2005년 DGAC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 보고

서에서 미국인의 식단 지도에 glycemic index와

glycmic load를 제공함으로서 효용할만한 증거

가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당지수가 낮은 식품의 이용에 따

른 식후 포도당 감소에 유용한 증거를 나타내

고 있지만, 당지수가 낮은 식단의 일반적인 사

용을 권장할 만한 장기적인 이익을 입증할 증

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glycemic load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2종 당뇨

병 발병 위험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 건

강한 폐경후 여성에 대한 횡단연구에서, 식단의

혈당부하가 혈당 고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

롤과 역관계, 단식 트리클리세리드와 정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식사 습관과 고 GL의 관계가 혈

당 수치를 높이고 2종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험 예측에서 GL의 효

용을 판단하려면 그 성과와 관련하여 GL이 높

은 식단과 저 GL 식단을 비교하는 장기 시험

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혼합식의

glycemic load가 식후 포도당 및 인슐린 수치에

미치는 효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GI와 GL의 관계에서도 연구결과의 일관

성이 부족하고, 아이오와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유미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결과를 DGAC는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이 부적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식

품빈도 등 설문의 신뢰도에 대한 부정확성 등

을 들어 검증데이터들이 취약하다는 결론에 이

르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전향적인 무작위적

인 연구를 통해서 GI와 GL과 2종 당뇨와의 관

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국

제적인 표준 기관인 ISO(International Organi-

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당지수에 관한

표준화 작성이 진행 중이며 2008년 9월 15일

ISO/CD 26642, TC 34; ISO Standards 67.040,

Under development 30.60, 2007_05_02에서 ISO/

DIS 26642, ISO/TC 34; ICS 67.040으로 한

단계 진행되어 2009년까지 규격으로서의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당지수 표시와 관련하여, 호주는 GI

의 표시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업체의 자율에

따라 표기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

의 경우, GI표시에 대하여 유럽연합 각국의 규

정에 맞는 자율적인 표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업체의 자율에 따른 당지

수 표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지수 관련 국제

적인 측정 기관으로서 호주의 SUGIRS(Sydney

University Glycemic Index Research Service)

와 미국의 Glycemic research institute,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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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Glycemic index testing Inc. 및 노르웨이의

GI test scandinavia AS 등이 운영되고 있다. 

2. 국내 현황

당지수는 1980년대 국내에 처음 연구도입 되

었으며, 이후 당뇨병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지수에 대한 국내 연구 논문은 총 33건(kisiti

검색)으로서 아직 당지수에 대한 활성화가 이

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내 유통되는 제품들 중 당지수에 대

표 1. 일부 식품의 당지수

Product Name GI Product Name GI

Bakery Products Top Taste Sultana Pecan Cake 51 Fruit Bars Sunripe School Straps Mixed (canteen) 40

Bread Performax Bread 38 Fruit Juice Real Apple and Mango with Fruit Fibre 47

 Country Grain Organic Rye Bread 48 Fruit - Fresh Pears 38

 Rye Hi-Soy Bread with Linseed 42 Milk Dairy Farmers Skim Milk 32

 Cripps 9 Grain Toast Loaf Burgen 

Soy-Lin 

36 Sandwich 

Spread

Cottee's 100% Fruit Spread - Apricot 50

 Burgen Wholemeal & Grain Bread 43  Chateau Barrosa Grape Nectar GI-52 52

 Burgen Mixed Grain Bread 52  Nutella 33

 Burgen Rye 51 Sauces Chateau Barrosa Grape Syrup 52

 Burgen Honey and Oat Bran 49 Sports Drinks Thorpedo Ultra Low GI Energy Water 

Tropical 

16

 Burgen Oatbran & Honey Bread 45 Sugar 

Alternative

Sweetaddin 19

 Burgen Mixed Grain Bread 52  Fruisana 19

 Burgen Barley & Sunflower Bread 52 Yoghurt Nestle All Natural 99% Fat Free 

Yoghurt Mango 

55

Breakfast CerealsBurgen Soy-Lin Muesli 51  Nestle All Natural 99% Fat Free 

Yoghurt Tropical Fruit Salad

38

Flavoured Milk 

Powders

Milo (mixed with reduced fat milk) 36  Nestle All Natural 99% Fat Free 

Yoghurt Vanilla

37

Frozen Dessert Bulla Light 98% Fat Free Ice Cream 

Vanilla 2L 

36  Nestle All Natural 99% Fat Free Plain 

Natural Yoghurt

14

 Bulla Light 98% Fat Free Ice Cream 

Chocolate 2L

27  Brownes Diet Sticky Date Pudding 

Yoghurt 

40

 Bulla Light 98% Fat Free Ice Cream 

Mango (in Variety pack)

30  Brownes Diet Apricot Danish Yoghurt 24

 Nestle Peters Light & Creamy 

Chocolate Swirl 2L

48 Noodles MAGGI 2 Minute 

Noodles

33 

Hot & Cold 

Drinks

MILO Breakfast Smoothie 33 LEAN 

CUISINE

LEAN CUISINE Honey Soy Beef with 

Wholemeal Noodle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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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다니스코의 결정과

당에 대한 GI 19 표시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품에 대한 당지수

측정 및 이와 관련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당지수(GI)를 측정하여 제시해주는

연구기관은 NGIC(NeoNutra Glycemic Index

Center)가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과 견

주어 볼때 개념의 도입단계 수준이다. NGIC는

약 30여가지 제품에 대한 GI를 측정하여 국내

임상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기관

에서 측정된 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는 임의표

시로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측정하는 방법 또한 호주의 시험법을 준용하

고 있으나, 국가표준이나 국제적 표준 측정법이

없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

측정기관의 GI에 대한 측정내용을 살펴보면 실

험준비사항, 실험방법, data 분석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실험준비사항에서는 피험

자 제외기준, 피험자 선정 방법이 포함되어 있

고, 실험방법에서는 피험자숙지사항, 혈당 측정

주의사항, 기준식품의 혈당측정 방법, 비교식품

의 혈당측정 방법에 대하여, Data 분석에서는

그림 1. 당지수가 표시된 국외 제품

그림 2. 당지수가 표시된 국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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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UC(Incremental Area Under The Curve)에

대한 적용법 등이 소개되고 있다. 

당지수 표시 제품의 국내외 현황

국외의 당지수 표시는 당 관련 제품에서 당

함유 제품으로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용 음료, 시리얼, 제빵 제품 등에 표시되

고 있다. 당지수에 대하여 호주의 gisymbol사와

캐나다 당뇨협회는 건강에 유익한 손쉬운 식품

고르는 방법이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저 GI 식

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저 GI 식품의 목록과 건강하고 만족스러

운 식단, 저 GI 식품이 주는 이익, GI를 고려

하는 방법, 고 GI 식품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국내 당지수 표시 제품들의 현황은 다이어트

와 관련된 건식 및 생식 제품들에 있어서 GI에

대한 다양한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식

품의 경우 다니스코의 결정과당을 함유하였다

는 Low-19표시와 국내 당지수 측정 연구소인

NGIC의 표시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당지수에

대한 홍보자료로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특정 회사의 홈페이지

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또

한, NGIC와 다니스코의 자회사 등 일부업체만

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 론

식품에 있어서 영양정보는 국민건강적 측면에

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영양섭취의 측면에

서 가장 중요한 건강관련 지표이다. 특히,

glycemic index가 비만과 관련하여 이러한 영양

지표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용도식품 중 ‘당뇨환자용

식품’에서 뿐만 아니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도 영양표시로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에 대하여만 의무표시대상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당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

강한 식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과 홍보가

더욱 필요하며, 기초 자료로서 국내 당지수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당지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지수 측정 및 표시방법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 비

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는 것, 영양표시를 시행했을 경우 측정 가능

한 효과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

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당지수 표시가 필

요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질병예방과 공

중 보건적인 측면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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