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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 분말과 밥을 이용한 햄버거 패티가 식후 혈당과

혈중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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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hamburger patties added sea tangle powder and/or
cooked rice on postprandial plasma glucose and lipid levels. Four patties were prepared; one control patty (C)
and three experimental patties (L, LⅠ, and LⅡ). L was the patty with sea tangle powder substituted for 2.5%
of meat while LⅠ and LⅡ were the patties with cooked rice containing sea tangle powder substituted for 25%
and 50% of meat, respectively. Ten healthy women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clinical test. Plasma glucose
and lipid levels were measured at 0, 30, 60, 90, 120, 180, and 240 minutes after consuming each of the four
patties. After consuming L, LⅠ, or LⅡ, changes in area under curve (Δ-AUCs) of plasma glucose,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after consuming C. However, Δ-AUCs
of plasma HDL-cholesterol after consuming L, LⅠ, or LⅡ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after consuming
C.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atty substituted with 2.5% sea tangle powder for meat might improve blood
glucose concentration, whereas patties substituted with cooked rice containing 25% or 50% sea tangle powder
might ameliorate plasma lipid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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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화와 국제화에 따른 식문화의 서구화 현상은 패스트

푸드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햄버거를 예로 들면, 1973

년에 처음 소개되었으나 햄버거 전문점이 증가하면서 소비

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1). 이로 인해 햄버거용 패티류의

생산량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2).

햄버거용 패티류는 대부분 쇠고기,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등 육류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다. 그러므로 이들 식품의

섭취 증가는 열량을 비롯해 지질, 특히 포화지방과 콜레스테

롤의 과다 섭취를 가져온다. 이러한 요인들은 비만이나 당뇨

병 또는 동맥경화증 등 성인병 발생의 위험인자이다(3). 우

리나라는 물론 이들 성인병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국제

적인 현상이다(4).

햄버거는 신속성과 편리성 그리고 높은 기호성의 장점을

지니나 위와 같은 영양적 특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건강지향적인 햄버거 제품을 개

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즉 한약재(5)나

로즈마리(6) 추출분말, 화분(7), 복분자 추출물(8) 또는 조릿

대 잎 추출물(9)을 첨가한 패티 개발이 시도되었다.

다시마에는 라미나린(laminarin), 후코이단(fucoidan), 알

긴산(alginic acid) 등의 조류 식이섬유가 31～37% 정도 함

유되어 있다(10). 이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유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비피도 박테리아나 젖산균 등 유익균의 증

식을 촉진함으로써 결장 내 환경을 개선하고(11), 변비를 예

방하며(12,13), α-amylase의 활성을 저해하여 탄수화물의

소화·흡수 속도를 늦추는(14) 등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수행

한다. 다시마가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를 내리고(15), 혈당을

낮추며(10), 혈압을 떨어뜨리고(16), 중금속을 배출하는(17)

등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주로 이들 식이섬유의 작용일

것이라 이해된다. 다시마를 주원료로 하여 개발한 생 다시마

차와 생 다시마 음료가 만성기능성 변비를 개선하는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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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week) Experimental group Subject number Treatment

1
2
3
4

C
L
LⅠ
LⅡ

10
10
10
10

200 g of patty C
200 g of patty L
200 g of patty LⅠ
200 g of patty LⅡ

Fig. 1. Experimental scheme. Abbreviations of L, LⅠ, and LⅡ are the same as in Table 1.

효능을 나타낸다는 점도 확인되었다(18).

다시마는 우리나라 근해에서 다량 생산되고 있어 가공식

품의 원료나 생물자원으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무한하다. 그

러나 아직까지 다시마는 조미 재료로써 제한적으로 이용되

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야 다시마의 생리활성을 적극 활용하

기 위하여 다시마 묵(19), 다시마 고추장(20), 다시마 설기떡

(21)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다시마를 패스트푸드용 식자재로 활용하

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한국인의 쌀 섭취량은 1980년대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22). 이는 패스트푸드의 소비 증가와 무관하

지 않다. 전통식의 섭취를 촉진하는 방안도 쌀 소비를 증대

할 수 있을 것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음식, 즉 패스트푸드

에 쌀을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햄버거 패티에

조릿대 잎 추출물과 함께 밥을 첨가한 연구결과, 육류의

25%을 밥으로 대체한 패티의 품질특성이 우수하였고, 가열

감소율이 낮아졌으며, 관능성이나 기호성은 저하되지 않았

다(9). 또한 육류를 밥으로 대체하면 패티의 열량과 지방,

특히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지므로 패티의 영

양적 문제점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2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티 재료의 육류 일부를 다시마

분말 또는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들

패티가 식후 혈당과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

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패티의 제조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다시마 분말은 시중에서 판매되

는 건 다시마(완도산)를 사용하였으며, 쌀은 굿모닝쌀(담양

산)을 이용하였다. 패티의 표준재료인 계육 가슴살, 돈육 후

지, 마늘, 소금, 설탕, 후추, 빵가루, 대두유는 시중에서 구입

하였다.

다시마 분말 제조: 시중에서 구입한 건 다시마를 흐르는

물에 씻어 염분을 제거하였고, 풍건했으며, 믹서(Kitchen

Aid Co., Greensville, OH, USA)를 이용해 분쇄한 후, 100

mesh-체를 통과시켜 다시마 분말을 제조하였다.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밥 제조: 쌀 100 g에 다시마 분말

2 g와 물 150 g를 넣어 가스레인지(GOR 7200 GV, Tong

Yang Magic Co., Hwasung, Korea)를 열원으로 하여 압력

솥(pspc 20C, Pungnyun Pressure Cooker Co., Ansan,

Korea)을 이용해 취반하였다. 다시마 분말 함량은 밥의 5%

(w/w)이었다.

패티의 일반성분, 나트륨 및 콜레스테롤 함량 분석: 제조

된 패티의 일반성분은 AOAC 방법(24)에 따라 조단백질은

Kjeldahl법으로, 조지방은 Soxhlet법으로 그리고 회분은 직

접회화법으로 정량하였다. 콜레스테롤은 식품공전(25)에 의

하여 Gas Chromatography(GC/MS5907, Agilent,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나트륨 함량은 시료

를 HNO3 matrix(시료 5 g＋질산 6 mL＋과산화수소 1 mL)

로 분해한 후 ICP-AES(IRIS-AP, Thermo Jarrell Ash Co.,

Boston, MA, USA)를 이용하여 power 1.15 kw, auxiliary

flow 0.50 L/min, nebulizer flow 25.0 PSI, wave length 590

nm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인체시험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뚜렷한 질환이 없는 20대의

건강한 성인여성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문서로 제출한 10명으로 하

였다.

시험설계: 인체시험을 네 종류의 패티에 대해 각각 한 주

에 한 종류씩 시행하여 총 4주에 걸쳐 수행하였다(Fig. 1).

매 주마다 첫 사흘 동안은 조절식사(control diets)를 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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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moisture, carbohydrat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cholesterol, and sodium of the patties

Control L LⅠ LⅡ

Moisture (g/100 g)
Carbohydrate (g/100 g)
Crude protein (g/100 g)
Crude fat (g/100 g)
Crude ash (g/100 g)
Cholesterol (mg/100 g)
Na (mg/100 g)

61.9±0.4c
10.1±0.0c
18.2±0.0a
7.9±0.0a
1.9±0.0c
53.3±0.1a
318.8±0.0d

63.6±0.5b
8.8±0.0d
18.0±0.0a
7.4±0.0b
2.3±0.0a
51.5±0.1b
357.3±0.0a

64.5±0.0a
13.3±0.0b
14.1±0.1b
6.3±0.0c
1.8±0.0d
25.2±0.1c
339.1±0.0c

64.3±0.2a
18.7±0.0a
9.8±0.0c
5.2±0.0d
2.0±0.0b
22.8±0.1d
351.3±0.0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d)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L: Patty L, which substituted 2.5% of meat with sea tangle powder.
LⅠ: Patty LⅠ, which substituted 25% of meat with cooked rice containing sea tangle powder.
LⅡ: Patty LⅡ, which substituted 50% of meat with cooked rice containing sea tangle powder.

도록 하였고, 나흘째 되는 날 공복 혈액을 채취하고 나서

바로 각각의 패티 200 g를 섭취하게 한 후 30분, 60분, 120분,

180분 및 240분에 채혈하였다. 이날 점심부터 나흘간은 일상

식사를 섭취하도록 허용하였다.

조절식사: 매 주마다 패티를 섭취하기 전 사흘 동안 연구

대상자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함

으로써 시험 전 식사가 혈당과 혈장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

향을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하고자 하였다. 조절식사는 에너지

와 단백질 및 지질을 비롯한 영양소 함량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26)에 따라 구성하였다. 조절식사의 조리와 배식은 연

구자의 관리 하에 실시하였으며,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아침 8:30, 간식 10:30, 점심 12:30, 저녁 5:30)에 섭취하

도록 하였다. 다만 물은 임의로 마시도록 허용하였다.

채혈 및 혈액 분석: 매 주마다 패티를 섭취하기 직전(0분)

과 섭취 후 30분, 60분, 90분, 120분, 180분 및 240분에 정맥에

서 10 mL 정도의 혈액을 채혈했다. 채혈 직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고, 이를 분주하여

-70oC에 냉동·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식전자동

생화학분석기(Fuji Dry-Chem 3500s, Fuji Photo Film,

Tokyo, Japan)를 이용하여 혈당과 혈장의 중성지방, 총 콜레

스테롤 및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분석하였다. LDL-콜레

스테롤 농도는 아래의 방정식을 이용해 산출하였다. 한편

혈당과 이들 지질 농도가 각각의 공복 농도에서 각 패티를

섭취한 후 240분까지 변화된 값을 반응면적의 변화(change

in area under curve: Δ-AUC)로 나타냈으며, Δ-AUC는 아

래의 방정식으로 산출하였다(27).

LDL-cholesterol＝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Triglyceride/5)

Δ-AUC＝0.25{공복 측정치＋2(30분 측정치＋60분 측정치

＋90분 측정치)＋120분 측정치＋240분 측정치}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program(12 version)을 이용하였다

(28). 모든 측정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시간대

별 평균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유

의성을 확인한 후 Duncan의 다중검정법으로 사후검정을 시

행하였다. 네 패티 간 평균의 차이는 반복측정 ANOVA로

유의성을 확인하고 사후검증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

다. 모든 유의수준은 p<0.05로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패티의 일반성분, 나트륨 및 콜레스테롤 함량

패티 네 종류의 일반성분, 나트륨 및 콜레스테롤 함량은

Table 1과 같았다. 표준패티 재료 중 육류의 일부를 다시마

분말 또는 동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대체한 결과, 일반성분

과 나트륨 및 콜레스테롤 함량에 유의성 있는 변화가 나타났

다. 실험패티 세 종류 모두 수분 함량이 표준패티에 비해

높았으며, LⅠ과 LⅡ가 L보다 더 높았다. 탄수화물 함량은

표준패티와 비교해 L은 낮은 반면에 LⅠ과 LⅡ는 높았으며

특히 LⅡ는 18.7%로 현저히 높았다. 조단백 함량은 L은 표

준패티와 다르지 않았으나 LⅠ과 LⅡ는 낮았으며, LⅡ는

LⅠ보다 더 낮았다. 조지방 함량은 표준패티에 비해 세 실험

패티 모두 낮았는바, LⅠ과 LⅡ의 조지방 함량 감소는 각각

20.3%와 34.2%로 현저했다. 콜레스테롤 함량도 조지방과 마

찬가지로 표준패티에 비해 세 실험패티 모두 낮았으며, LⅠ

과 LⅡ의 콜레스테롤 함량 저하는 각각 52.7%와 57.2%로

상당했다. 조회분 함량은 표준패티에 비해 LⅠ은 낮았으나

L과 LⅡ는 높았으며, L이 LⅡ보다 더 높았다. 나트륨 함량은

표준패티에 비해 세 실험패티 모두 높았으며, LⅡ가 LⅠ보

다 더 높았고, L이 LⅡ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한 바와 같았다. L에서 보인 일반성분

과 나트륨 및 콜레스테롤 함량의 변화는 패티 재료 중 육류

의 2.5%를 수분 흡착력이 높고 나트륨을 비롯해 회분 함량

이 상당하며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지 않는 다시마

분말로 대체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LⅠ과 LⅡ에서 보인 변

화는 육류의 25% 또는 50%를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다시마 분말의 영향과 함께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분과 탄수화물 함량은 높고 단백

질과 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밥의 영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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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nt changes of plasma glucose concentration in time interval

30 min 60 min 120 min 180 min 240 min

C
L
LⅠ
LⅡ

12.8±19.6aB
-2.8±5.2aB
33.7±15.1aA
38.6±21.5aA

6.8±10.1bAB
-1.6±8.3aB
-6.1±14.4cB
18.6±21.5abA

12.2±6.5abA
-1.1±8.2aB
5.8±16.7bcAB
1.4±12.0bcAB

17.7±6.4aA
2.0±3.8aBC
10.5±17.6bAB
-0.9±6.8bcC

18.4±9.7aA
3.3±4.3aBC
12.1±18.6bAB
-2.6±6.1cC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c) and column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bbreviations of L, LⅠ, and LⅡ are the same as in Table 1.

   C           L           LⅠ        LⅡ

Fig. 2. Total Δ-AUC (change in area under curve) of plasma
glucose concentration after consuming each patty.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4 groups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bbreviations of L, LⅠ,
and LⅡ are the same as in Tabl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2.2±1.0세이었고, 신장은 160.9± 
2.9 cm이었으며, 4주에 걸친 인체시험의 시작 전과 후의 체중

은 각각 51.0±6.2 kg과 51.1±6.1 kg이었고, BMI는 각각 19.7

±2.3 kg/m2과 19.7±2.3 kg/m2이었다. 신장, 체중, BMI 모두

정상 범위에 속했으며 인체시험 전과 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시험기간 동안 주어진 조절식

사에 잘 적응하였으며 시험 절차에 무리 없이 순응하였다.

혈장 포도당 농도

공복 시와 비교해 각 패티를 섭취한 후 30분부터 240분까

지의 혈당 수준의 변화는 Table 2와 같았다. 공복혈당은 조

절식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차수에 따라 76.3～

88.9 mg/dL로 다소 달랐으며 대상자 간에도 달랐다. 그러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아니었고 모두 정상 범위이었다. 각각의

패티를 섭취한 후 혈당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의 경우

섭취 30분 후 혈당이 공복혈당보다 12.8% 상승해 유의성

있게 높아졌고 240분까지 높은 수준이 유지되었으며 240분

의 혈당 농도는 공복혈당보다 18.4% 높았다. 그러나 L은 섭

취 후 240분까지 전혀 유의한 변화 없이 공복혈당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LⅠ의 경우는 섭취 30분 후 혈당이 공복

혈당보다 33.7% 상승해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60분 후에는

공복혈당 수준을 회복했고 이후 240분까지 회복된 수준이

유지되었다. LⅡ는 섭취 30분 후 혈당이 공복혈당보다 38.6%

상승해 유의성 있게 올라갔고 상승된 수준이 60분까지 유지

되었으나 120분에는 공복혈당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240분

까지 회복된 수준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 각각의 패티를 섭취한 후 240분까지 혈당

농도의 Δ-AUC는 Fig. 2와 같았다. LⅠ 또는 LⅡ를 섭취했

을 때의 Δ-AUC는 C를 섭취했을 때와 다르지 않게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L은 Δ-AUC의 감소를 가져왔다. 즉 육류

의 2.5%가 다시마 분말로 대체된 L은 섭취 후 240분까지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L이 보인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다시마 분말이 혈당 상승

을 억제하는 효과가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용성이든

불용성이든 식이섬유가 건강한 사람에서나 당뇨병 환자에

서나 인슐린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혈당을 개선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29). 특히 스트렙토조토신(streptozotocin)

처리로 당뇨가 유발된 흰쥐에 다시마를 보충·급여한 결과

혈당 강하 등 당뇨병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30)은 다시마를 함유한 패티가 긍정적인 혈당 반응을 보

인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포도당

의 확산을 저해하여 포도당의 흡수속도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31). 이에 관한 기전으로 점성 식이섬유가 장 내에서

겔 매트릭스(gel matrix)를 형성해 포도당과 흡착하는 trap-

ping effect로 설명된다(32). 이외에 다시마가 α-amylase 활

성을 저해한다는 증거(14) 또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α-Amylase의 활성이 떨어지면 탄수화물의 가수분해력이

감소해 혈당 반응이 개선된다. 다시마에는 라미나린, 후코이

단, 알긴산 등의 조류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점(10)

을 생각할 때, 혈당반응이 L에 의해 뚜렷하게 개선된 본 연구

결과는 다시마 분말에 함유된 식이섬유에 의한 영향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한편 LⅠ과 LⅡ가 보인 결과는, 패티 재료 중 육류의 25%

또는 50%를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대체함으로써 패

티 내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23) C에 비

해 혈당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 그러나 L이

보인 혈당 개선 효과가 LⅠ과 LⅡ에서 상쇄된 점은 역시 탄

수화물 함량이 크게 증가된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이해된다.

혈장 지질 농도

중성지방: 공복 시와 비교해 각 패티를 섭취한 후 30분부

터 240분까지의 혈장 중성지방 농도의 변화는 Table 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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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nt changes of plasma triglyceride concentration in time interval

30 min 60 min 120 min 180 min 240 min

C
L
LⅠ
LⅡ

-7.2±28.5bA
-21.1±9.1bAB
-27.7±20.5bB
-26.5±8.5abA

-15.6±11.5bAB
-25.7±9.4bB
-27.7±22.6bB
-28.7±9.1bA

4.0±14.9ab
8.5±40.6a
-9.9±27.0ab
-20.6±13.5ab

18.6±19.3aA
15.1±20.9aA
4.9±24.3aAB

-14.4±15.7aB

23.1±27.0aA
23.4±23.2aA
3.9±25.8aAB

-14.2±17.6a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b) and column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bbreviations of L, LⅠ, and LⅡ are the same as in Table 1.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000

To
ta

l Δ
-A

U
C

 o
f p

la
sm

a 
tri

gl
yc

er
id

e 
 .

(m
g/

dL
, 2

40
 m

in
)  

.

a
aabab

 C         L        LⅠ        LⅡ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To
ta

l Δ
-A

U
C

 o
f p

la
sm

a 
to

ta
l c

ho
le

st
er

ol
  .

(m
g/

dL
, 2

40
 m

in
)  

.

a bbb

 C         L        LⅠ        LⅡ

-4000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To
ta

l Δ
-A

U
C

 o
f p

la
sm

a 
 L

D
L-

ch
ol

es
te

ro
l ..

(m
g/

dL
, 2

40
 m

in
)  

.

a

bbb

 C         L        LⅠ        LⅡ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To
ta

l Δ
-A

U
C

 o
f p

la
sm

a 
H

D
L-

 c
ho

le
st

er
ol

  .
(m

g/
dL

, 2
40

 m
in

)  
.

b aaa

 C         L        LⅠ        LⅡ

Fig. 3. Total Δ-AUC (change in area under curve) of plasma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and HDL-choles-
terol concentration after consuming each patty.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4 groups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bbreviations of L, LⅠ, and LⅡ are the same as in Table 1.

았다. 공복 시의 중성지방 농도는 시험 차수에 따라 59.8～

95.1 mg/dL로 다소 차이가 있었고 대상자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아니었고 모두 정상 범

위이었다. 각각의 패티를 섭취한 후 혈장 중성지방 농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의 경우 섭취 30분 후에 혈장 중성지방 농도가 공복 시보

다 7.2%로 떨어졌고, 60분에는 더 저하되었으나 120분에는

공복 농도를 상회했고 240분에는 23.1% 상승했다.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세 시험패티는 모

두 섭취 30분 후에 혈장 중성지방 농도가 공복 시보다 21.1

내지 27.7% 저하해 유의하게 낮아졌고 이 추세는 60분까지

유지되다가 120분에 점차 회복되었다. 회복 정도는 패티마

다 달랐는데, L은 120분의 혈장 중성지방 농도가 공복 시보

다 8.5%, 180분에는 15.1% 그리고 240분에는 23.4% 높았다.

한편 LⅠ은 120분에 혈장 중성지방 농도가 상승세로 반전했

으나 여전히 공복 시보다 9.9% 낮은 상태였다가 180분에는

4.9% 높았고 240분까지 큰 변화 없이 3.9% 높은 농도를 유지

했다. LⅡ는 120분 이후 혈장 중성지방 농도가 상승세로 반

전했으나 여전히 공복 시보다 20.6% 낮은 상태였고 180분과

240분에도 여전히 14.4%와 14.2%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결과, 각각의 패티를 섭취한 후 240분 간 혈장 중성

지방 농도의 Δ-AUC는 Fig. 3과 같았다. C를 섭취했을 때는

Δ-AUC가 증가했는데 반해 세 시험패티의 경우는 모두 감소

했다. 그러나 L은 감소의 정도가 적어 LⅠ과 LⅡ만 C와 유의

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는 혈장 중성지방

농도를 높이는데 반해 육류의 2.5%를 다시마 분말로 대체한

L은 혈장 중성지방 농도를 공복 농도 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며, 육류의 25% 또는 50%를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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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nt changes of plasma total cholesterol concentration in time interval

30 min 60 min 120 min 180 min 240 min

C
L
LⅠ
LⅡ

-9.1±11.8bA
-9.2±5.0aA
-9.8±5.1aA
-5.5±11.0aA

-0.1±7.8aA
-12.0±4.2aB
-9.6±5.8aB
-10.6±7.1aB

0.0±7.5aA
-10.9±4.8aB
-9.3±5.2aB
-5.9±14.3aAB

2.1±7.0aA
-10.4±6.5aB
-7.8±6.3aB
-5.0±12.3aAB

5.6±6.1aA
-7.1±4.2aB
-5.8±6.9aB
-6.1±11.8a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b) and column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bbreviations of L, LⅠ, and LⅡ are the same as in Table 1.

Table 5. Percent change of plasma LDL-cholesterol concentration in time interval

30 min 60 min 120 min 180 min 240 min

C
L
LⅠ
LⅡ

-4.8±24.3b
-9.2±6.7aA
-8.8±17.4aA
6.0±31.5aA

18.4±16.8abA
-12.3±6.8aB
-4.9±17.3aB
-7.0±12.5aB

19.5±19.7abA
-13.7±7.8aB
-3.3±19.0aB
7.2±37.3aAB

20.2±18.0abA
-12.5±10.6aB
-8.6±16.8aB
4.8±31.8aAB

26.6±17.6aA
-9.4±7.7aB
0.3±25.0aB
1.3±33.7a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b) and column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bbreviations of L, LⅠ, and LⅡ are the same as in Table 1.

로 대체한 LⅠ과 LⅡ는 오히려 공복 농도보다 크게 저하시

킨다는 점을 알려준다.

총 콜레스테롤: 공복 시와 비교해 각 패티를 섭취한 후

30분부터 240분까지의 혈장 총 콜레스테롤 농도의 변화는

Table 4와 같았다. 공복 시의 혈장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시험 차수에 따라 159.3～173.3 mg/dL로 다소 차이가 있었

고 대상자 간에도 달랐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모두

정상 범위이었다.

각각의 패티를 섭취한 후 혈장 총 콜레스테롤 농도도 다양

한 반응을 보였다. C의 경우 섭취 30분 후 혈장 총 콜레스테

롤 농도가 공복 시보다 9.1% 저하해 유의성 있게 낮아졌다

가 60분에는 공복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점차 상승해 240분

에는 5.6% 상승하여 공복 농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세 시

험패티는 모두 섭취 30분 후 혈장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공

복 시보다 5.5% 내지 9.8% 감소했고 이후 240분까지도 5.0%

내지 12.0%의 감소된 상태를 유지했다.

이러한 결과, 각각의 패티를 섭취한 후 240분 간 혈장 총

콜레스테롤 농도의 Δ-AUC는 Fig. 3과 같았다. C를 비롯해

L과 LⅠ 및 LⅡ 모두 Δ-AUC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C는

감소 정도가 미미했는데 비해 세 시험패티의 감소는 상당해

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세 시험패티 간에 감소의

효과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C도 혈장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지만 육류의 2.5%를 다시마 분말

로 또는 25%나 50%를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대체한

L과 LⅠ 및 LⅡ는 모두 혈장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려준다.   

LDL-콜레스테롤: 공복 시와 비교해 각 패티를 섭취한

후 30분부터 240분까지의 혈장 LDL-콜레스테롤 농도의 변

화는 Table 5와 같았다. 공복 시의 혈장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시험 차수에 따라 83.9～108.0 mg/dL로 다소 차이가

있었고 대상자 간에도 달랐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모

두 정상 범위이었다.

각각의 패티를 섭취한 후 혈장 LDL-콜레스테롤 농도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의 경우 섭취 30분 후 혈장 LDL-콜

레스테롤 농도가 공복 시보다 4.8% 낮아졌으나 유의성은 없

었으며 60분에는 상승세로 반전해 공복 수준보다 18.4% 높

아졌고 이후 점차 상승세를 보여 240분에는 22.6% 상승해

공복 시 농도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다. 반면에 세 시험패티는

모두 섭취 30분 후에 혈장 LDL-콜레스테롤 농도가 공복 시

보다 5.5% 내지 9.2% 낮아졌고 이후 240분까지 5.0% 내지

12.0% 낮은 수준이 유지되었다. 특히 L의 경우는 30분부터

240분까지 내내 10% 전후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결과, 각각의 패티를 섭취한 후 240분 간 혈장

LDL-콜레스테롤 농도의 Δ-AUC는 Fig. 3과 같았다. C의

경우는 Δ-AUC가 증가했으나 세 시험패티는 모두 Δ-AUC

가 감소해 C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L의 감소가 패티

LⅠ이나 LⅡ에 비해 큰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세 시험패티가 보인 이러한 결과는 C는 혈장 LDL-콜레스테

롤 농도를 높이나 육류의 2.5%를 다시마 분말로 또는 25%나

50%를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대체한 L과 LⅠ 및

LⅡ는 모두 혈장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는 점을

알려준다.

HDL-콜레스테롤: 공복 시와 비교해 각 패티를 섭취한

후 30분부터 240분까지의 혈장 HDL-콜레스테롤 농도의 변

화는 Table 6과 같았다. 공복 시의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시험 차수에 따라 52.2～60.9 mg/dL로 다소 차이가 있었고

대상자에 따라서도 달랐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모두 정상 범

위이었다. 각각의 패티를 섭취한 후 혈장 HDL-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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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ercent change of plasma HDL-cholesterol concentration in time interval

30 min 60 min 120 min 180 min 240 min

C
L
LⅠ
LⅡ

-17.3±4.5aB
-6.7±6.1aA
-0.7±17.8aA
-8.2±7.6aAB

-20.1±4.1abA
-9.0±8.8aB
-8.6±15.9aB
-8.8±8.6aB

-23.8±2.4bB
-7.5±8.7aA
-19.8±22.1aAB
-12.2±6.8aAB

-23.2±5.5bB
-11.3±6.5aA
-5.9±19.0aA
-7.2±8.0aA

-22.7±5.0bB
-9.1±7.4aAB
-11.9±26.9aAB
-6.4±7.2aA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b) and column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bbreviations of L, LⅠ, and LⅡ are the same as in Table 1.

농도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의 경우 섭취 30분 후 혈장 HDL-콜레스테롤 농도가 공

복 시보다 17.3% 낮아져 유의성을 보였으며 240분까지 20.1

% 내지 23.8%의 감소세를 유지했다. 세 시험패티도 모두

섭취 30분 후에 혈장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0.7% 내지

8.2% 저하시켰으며 240분까지 5.9% 내지 19.8% 범위에서

저하한 수준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공복 시의 HDL-콜레스

테롤 농도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 각각의 패티를 섭취한 후 240분 간 혈장

HDL-콜레스테롤 농도의 Δ-AUC는 Fig. 3과 같았다. 네 패

티 모두 Δ-AUC가 크게 감소했으나 C에 비해서 세 시험패

티의 감소는 유의하게 작았다. L과 LⅠ 및 LⅡ 간에 Δ-AUC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C는 혈장 HDL-콜

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나 육류의 2.5%를 다시마 분말로 또는

25%나 50%을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대체한 L과 LⅠ

및 LⅡ는 혈장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영향력이

적다는 점을 알려준다.

고콜레스테롤혈증, 특히 고LDL-콜레스테롤혈증은 심·순

환기계 질환 발생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혈장 LDL-콜레

스테롤 농도는 순환계에서 LDL의 제거와 생성의 균형에 의

해 일정하게 유지된다(26). 그러나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

테롤을 과다 섭취하면 LDL 수용체가 감소해 혈장 LDL 농도

가 증가하게 된다(33). 과다한 LDL은 산화되고 동맥 내피세

포로 유입되며 대식세포는 산화 LDL을 탐식해 포말세포

(foam cell)로 전변된다(3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반면에 혈장의 HDL은 동맥의 내피세포 등 말초

조직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수송하므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고HDL-콜레스테롤혈

증은 심·순환기계 질환의 보호인자이다(35). 최근에는 혈장

중성지방 농도도 심·순환기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라

는 증거가 많이 확인되었다(36).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본 연구에서 C가 LDL-콜레스테

롤 농도를 상승시키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상당히 감

소시킨 결과는 비록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졌지만 혈장

지질 양상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육류의 2.5%를 다시마 분말로 대체한 L이나 육류의

25% 또는 50%를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대체한 LⅠ

과 LⅡ는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기는 했지만 그

감소 정도가 C에 비해 유의성 있게 작았고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유의하게 저하시켜 혈장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크게

낮추었으므로 혈장 지질 양상에 끼친 영향이 매우 긍정적이

라고 평가된다.

L과 LⅠ 및 LⅡ가 보인 이러한 결과는 첫째, 이들 패티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C에 비해 적었던 점으로 설명

할 수 있다(23). 그러나 L의 경우는 육류의 2.5%만 다시마

분말로 대체했으므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의 감소가

미미한 정도였다. 그러므로 LⅠ 및 LⅡ가 보인 효과는 지방

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진 결과로 이해되나 L이 나타

낸 효과는 다시마 분말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의 작용이었

을 것이라 해석된다. Streptozotocin으로 당뇨병이 유발된

쥐에서 다시마 추출물이 첨가된 사료는 항당뇨 효과와 함께

혈장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HDL-콜레스

테롤 농도는 증가시켰다(10). HDL-콜레스테롤 농도의 변화

가 비록 본 연구결과와 다르지만 혈장 지질 양상을 개선한

점은 일치한다. 다시마는 아니지만 수용성 펙틴이 흰쥐에서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와 중성지방 농도를 낮춘 결과(37)나

구아검(gua gum)이 식사 지방의 흡수는 물론 담즙의 재흡

수를 저해한다는 증거(38,39)를 생각할 때 본 연구에서 세

패티가 혈장 LDL-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

효과는 다시마 분말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이었을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인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서도

차전자 피와 식물성 스테롤의 병합·보충이 고콜레스테롤혈

증자에서 혈장 LDL-콜레스테롤의 감소로 총 콜레스테롤 농

도가 낮아졌다(40).

한편 다시마 분말 첨가식이를 당뇨쥐에게 공급한 결과 중

성지방이 감소했고(10), 인체시험에서 β-glucan이 풍부한

파스타(41)나 셀룰로오스나 펙틴 함량이 높은 식사(42)나 또

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식사(43)가 정상인에서 식후에 혈

장 중성지방 농도를 유의성 있게 낮추었다는 보고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가 혈장 중성지방 농도를 약간 상승시켰는

데 반해 L은 다소 저하시켰지만 유의성은 없었으며 LⅠ과

LⅡ는 현저하게 저하시켰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혈장

중성지방 농도의 저하는 육류의 2.5%를 대체한 다시마 분말

의 영향이라기보다 육류의 25% 또는 50%를 대체한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의 영향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탄수화

물의 과다 섭취도 물론 혈장 중성지방 농도를 높이지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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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Ⅰ과 LⅡ가 보인 결과로 보아 패티 재료 중 육류의 25%

또는 50%를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대체함으로써 패

티의 지방 함량이 낮아진 점(23)이 탄수화물 함량의 증가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면서 오히려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현저

하게 저하시켰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햄버거 패티 재료 중 육류의 일부를 다시마 분

말 또는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대체하여 식후 혈당과

혈장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개선되는지 알아보고자 수

행되었다. 표준패티 C와 시험패티 L, LⅠ 및 LⅡ를 제조하였

다. L은 육류의 2.5%를 다시마 분말로 대체하였고, LⅠ과

LⅡ는 각각 육류의 25%와 50%를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

으로 대체하여 제조했다. 인체시험 대상자는 외견상 건강하

고 혈당과 혈장 지질 농도가 정상이며 본 실험에 참여하고자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성인 여성 10명이었다. 이들

대상자에게 매 시험 시작 전 사흘 동안 영양적으로 균형 잡

힌 식사를 제공했다. 각각의 패티를 200 g씩 섭취하게 하였

으며, 섭취 전에 공복 혈액을 채취하였고, 섭취 후 30분, 60

분, 120분, 180분 및 240분에 채혈하였다. C는 섭취 후 240분

까지 혈당을 크게 올렸고 중성지방 농도는 미미하게 올렸으

며,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상당히 높인 반면에 HDL-콜레

스테롤 농도를 현저하게 낮추어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약간

낮추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L은 혈당을 전혀 높이지

않았으며, 중성지방 농도의 저하 효과는 거의 없었으나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HDL-콜레스테

롤 농도도 떨어졌지만 LDL-콜레스테롤 농도의 저하가 크게

기여한 결과였다. 한편 LⅠ과 LⅡ는 혈당은 C와 비슷하게

올렸지만, 중성지방 농도를 현저하게 낮추었고, 총 콜레스테

롤 농도를 L과 비슷한 양상으로 낮추었다. LⅠ과 LⅡ는 L에

비해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LDL-콜레스테롤 농

도의 저하 효과가 약한 편이었다. 반면에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 효과는 비슷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햄버거

패티의 재료 중 육류 일부를 다시마 분말로 대체하거나 또는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대체함으로써 식후 혈당이나

혈장 지질 양상을 개선시키는 건강기능성 패티의 개발 가능

성을 증명해준다. 혈당 상승을 경계해야 할 사람에게는 혈당

저하 효과가 강력한 다시마 분말로 육류 2.5%를 대체한 L이

적합하며,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농도의 상승을 억제해

야 할 사람에게는 다시마 분말을 함유한 밥으로 육류의 25%

또는 50%을 대체한 LⅠ과 LⅡ가 유용할 것이다. 즉, 혈당이

나 혈장 지질 농도가 정상인 사람에서 확인되었는바 고혈당

이나 고지혈증을 지닌 사람에서는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추측되며 향후 확인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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