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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a rice diet and bread diet on plasma triglyceride, insulin and ghrelin levels during
low-intensity endurance exercise and recovery were investigated. Ten male students randomly received 2 differ-
ent treatments: the rice diet and bread diet. On the first day, the participants performed 2 hours of treadmill
running with 6% uphill at 50% VO2max after breakfast and then each consumed lunch and dinner. Blood samples
were drawn 120 min before exercise and, right before exercise and, 60 min and 120 min after the start of exercise.
On the second day, blood samples were drawn prior to breakfast, immediately after breakfast and, 60 min, 120
min, and 180 min after breakfast with no exercise treatment. Plasma triglyceride, ghrelin, glucose, and insulin
level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treatment groups on the first day. In ad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arbohydrate and fat oxidation rate between the two treatments groups. However,
plasma triglyceride levels in subjects that received the rice diet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14% when compared
to subjects that received the bread diet at 180 min after consuming the breakfast diet on the second day. Ghrelin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subjects that received the rice diet than subjects that were given the bread
diet. However, insulin in participants that consumed the rice diet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that received
the bread diet at 60 min and 120 min after consumption of the breakfast diet on the second day. Glucose levels
in the subjects that were given the rice diet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10.3% when compared with participants
that received the bread diet at 60 min.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 rice diet may be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cardiovascular diseases than a bread diet when combined with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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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보건복지부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남성 비만율

이 36.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하였다(1). 서구

식 식생활의 증가로 인해 일일 평균 동물성 식품 섭취량이

1969년 32 g에 비해 2005년 278.6 g으로 8.7배 증가하였고,

지방섭취량은 2.7배 증가하였다(2). 지방의 과다 섭취는 비

만증 유발과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심혈관질

환 위험인자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

로 심혈관 질환은 사망원인 1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악성

종양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3,4).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

이며 콜레스테롤 이외에 식후 중성지방 농도가 심혈관질환

의 예측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5). Nordestgaard 등(6)은 식

후 중성지방의 위험성에 대하여 남성 7,587명, 여성 6,394명

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식후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에 심혈관 질환 발생 및 사망률은 1.3～3.3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중성지방은 장시간의 운동 시 당이 에너지원으

로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총에너지소비

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질이 혈중 유리지방산으로 분해

되어 에너지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다(7). Thompson

등(8)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중 중성지방 수준을 16～19%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atsanos 등(9)도 정

상인 13명을 대상으로 저, 중강도의 운동 시 중성지방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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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Subjects (n=10)

Age (yrs)
Height (cm)
Weight (kg)
Body fat (%)

26.2±0.4
175.1±2.6
72.1±1.7
20.2±2.1

Values are mean±SE.

Table 2. Experimental treatment (standard: 70 kg weight)

Treatment
Intake (g)

Breakfast Lunch/ Dinner

Rice diet＋Exercise (RE)
Bread diet＋Exercise (BE)

210 g=305 kcal
122 g=305 kcal

420 g=610 kcal
244 g=610 kcal

Rice: 1 g=1.45 kcal, Bread: 1 g = 2.5 kcal.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소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잘못된 식습관의

개선을 통한 복부비만과 체중의 감소는 중성지방을 감소하

며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10).

심혈관질환 위험요소인 비만의 예방을 위해 운동요법, 식

이요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식욕조절 호르몬에 대한 연구

들이 많이 보고되었다(11,12). 그렐린(ghrelin)은 위점막 세

포에서 분비되며(13) 식욕을 증진하고 지방의 사용을 감소

시켜 비만증을 유발하는 등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그렐린 농도는 식전 공복상태에 2

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식후 1시간 이내에 최저치로 감소하

며 인슐린 농도에 반비례하며(15) 운동 중 에너지 소비와

운동 후 안정 시 대사율의 상승으로 인한 체내 에너지 소비

량의 증가는 그렐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6). De Souza 등(17)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강도의

걷기 운동 후 그렐린이 증가, Christ 등(18)도 사이클 선수와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지구력 운동에서 운동 후반부와 안

정 시에 그렐린 분비 수준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다.

Erdmann 등(19)과 Sakuma 등(20)의 보고에 의하면 밥

식이와 감자, 파스타 등 탄수화물 섭취의 식이 간 비교 연구

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구성 운동을 병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밥 식이의 섭취가 저강도 지구

성 운동 시 중성지방, 인슐린 및 그렐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운동 시 밥의 영양·기능적 우수성의 효과를 증명

하여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K대학교의 신체 건강한 남자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피험자에게 실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각 피험자의 동의서를 받아 실

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식이 처치

밥(Ottogi Co., Anyang, Korea)의 1회 제공량은 210 g, 열량

305 kcal로 일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탄수화물 21

%(68 g), 단백질 10%(6 g), 지방 2%(1 g)이다. 빵(Kirin Co.,

Busan, Korea)의 1회 제공량은 70 g, 열량 175 kcal로 일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탄수화물 10%(33 g), 단백질

8%(5 g), 지방 5%(2.3 g)이다. 본 연구는 집단 내 비교(wi-

thin-subject) 실험 설계로 식이 처치는 4명은 밥 식이 처치

시 밥만 총 4끼를 섭취하였으며 나머지 4명은 빵만 4끼를

섭취하였다. 7일 후에 교대 실시하였으며 각 처치는 무작위

로 실시하였다. 밥과 빵의 제공량은 Table 2와 같다.

실험절차

첫째 날, 피험자들은 실험 실시 1일 전 저녁식사 후 12시간

동안 금식을 하였으며 실험 당일 운동 2시간 전 식이를 섭취

시켰다. 운동은 VO2max 50%의 운동 강도로 트레드밀에서

2시간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13시, 18시에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였다. 둘째 날, 실험 당일 8시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제공하였다. 혈액 채취는 첫째 날, 음식 섭취 전, 운동

직전, 운동 중 60분, 120분, 둘째 날, 음식섭취 전, 섭취 후

60분, 120분, 180분에 피험자의 우측 상완정맥에서 각각 10

mL씩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30

μL의 헤파린으로 처리한 다음 원심분리 하여 혈장만을 분리

시켜 분석 전까지 -70
o
C에서 보관하였다. 운동처치 중에 실

험실의 온도는 21±1oC, 습도는 75%를 유지하였다(Fig. 1).

측정항목 및 분석방법

중성지방은 Sigma사(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의 중성지방(GPO-Trinder) 시약을 이용하여 효소분

석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유리지방산은 혈장의 지질을 추출

(rapid extraction)하여 color reagent를 첨가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배양하여 흡광도 430 nm에서 측정하였다(21). 혈중

글루코스는 자동혈당분석기(YSI 1500, Yellow Springs

Instrument Co., Springfield, IL, USA)로 측정하였다.

그렐린과 인슐린은 Human Ghrelin RIA kit(LINCO Co.,

St. Charles, MO, USA)와 Coat-A-Count Insulin kit(Diag-

nostic Products Co., Los Angeles, CA, USA)을 이용하여

방사선면역측정법으로 분석하였고, γ-counter(1470 Wal-
lac Wizard automatic counter, Wallac OY, Turku, Finland)

로 1분간 측정하였다. 호흡교환율은 호흡가스분석기(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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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hrelin concentrations. Values are mean±SE. aSign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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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read (p<0.05).

-2, Fitco Co., Pittsburg, KS, USA)를 이용하였으며 채취된

호흡가스 기록을 바탕으로 Brooks와 White(22)의 호흡상을

이용한 탄수화물과 지방산화율 표를 이용하여 운동 시 탄수

화물과 지방산화율을 산출하였다.

자료처리

모든 측정 변인은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

적 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통계처리는 집단 간 처치 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반복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대비 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시간 사이와 처치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중성지방

본 연구의 중성지방의 결과는 Fig. 2와 같다. 첫째 날, 운동

시 밥 식이와 빵 식이의 중성지방은 두 처치 간 통계적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날, 운동 후 회복기의 결과

는 밥 식이 처치가 빵 식이 처치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났으며, 두 식이 섭취 후 180분에서 밥 식이는 빵 식이보다

14%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장기간 규칙적인 운동

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성지방과 체지방량의 감소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23). 그러나 일회성 운동에 따른 중성지

방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Farrell과 Barboriak(24)는

최대산소섭취량 70～85%의 운동 강도에서 중성지방과 LDL-

C는 감소하였고, HDL-C의 증가를 보고하였으며 중강도 이

상의 운동이 효과적이라 하였다. 이에 반해, Gelecek 등(25)

은 일회성 운동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변화를 초래하

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일회성 운동으로 인한 중성지방은

운동 시에는 변화가 없지만, 운동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성지방은 저하되며 이러한 저하상태는 24～48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하였다(26). 밥 식이는 운동 후 중성지방이 감소

하였지만, 빵 식이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운동

의 효과보다는 식이 급원의 혈당지수 차이로 사료된다. 밥의

혈당지수는 83으로 빵의 혈당지수 101보다 저혈당지수 식품

으로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소화·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반응이 낮아지고(27), 공복감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며

혈중 중성지방의 감소를 유도한다(28). Ha와 Kim(29)은 백

미, 현미, 밀과 설탕을 흰쥐에게 급여한 후 옥수수 전분과

비교한 결과 혈액 중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백미

집단이 다른 네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밥의 기능성으로 인해 중성지방 감소를 가져온 것으

로 사료된다.

그렐린

본 연구의 그렐린 결과는 Fig. 3과 같다. 첫째 날, 운동 시

밥 식이와 빵 식이의 그렐린 농도는 두 처치 모두 섭취 후

감소하였으며(p<0.05) 두 처치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날, 그렐린 농도는 섭취 전, 섭취 후 60분, 섭취

후 120분에서 밥 식이 처치가 빵 식이 처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는 최대산소섭취량 50%,

70% 및 90%의 운동 강도로 일회성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과 그렐린 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Schmidt

등(30)과 Kim(31)의 연구와 일치한다. Kim(31)은 트레드밀

에서 약 10 km/h 속도로 10 km를 달린 후 비교처치, 운동처

치, 운동과 포도당처치의 운동 전후 그렐린 농도의 결과, 세

처치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Cummings 등(32)은 음식 섭취와 포도당 부하가 식후 1시간

이내에 혈장 그렐린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여

러 선행연구에서 식후 2～4시간째 그렐린 농도가 최저로 감

소한다고 보고하였다(33,3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렐린은

일정 수준의 일회성 유산소 운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에

너지 섭취에 대하여 반응한 것으로 사료된다(35). 둘째 날,

밥 식이의 혈당치가 빵 식이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는 그렐린

분비에 관여하는 인자 중 혈당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구

및 정맥 내 포도당의 투여는 그렐린 농도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다(36). 추후 그렐린 이외에 식욕관련호르몬인 렙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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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lucose concentrations. Values are mean±SE. bSignifi-
cantly different from 0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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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sulin concentrations. Values are mean±SE. aSignifi-
cantly different from -12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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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rea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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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ee fatty acid concentrations. Values are me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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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different from -12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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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differ-

ent from 0 (p<0.05).

(leptin), 아밀린(amylin) 등의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혈당

본 연구의 혈당의 결과는 Fig. 4와 같다. 첫째 날, 밥 식이

와 빵 식이의 혈당 농도는 두 처치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둘째 날, 혈당 농도는 밥 식이가 빵 식이보다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섭취 후 60분에서 밥 식이는 빵 식

이보다 10.3%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장시간 지구성

운동수행을 위해서 혈당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37) 혈당의 결과는 혈당지수의 차이로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소화·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반응이 낮아

지고(27), 혈중 지질이 개선되며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된다

고 보고되고 있다(28).

인슐린

본 연구의 인슐린의 결과는 Fig. 5와 같다. 첫째 날, 밥

식이와 빵 식이의 인슐린 농도는 운동 직전에 두 처치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운동 시 인슐린 반응은 운동

후반부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둘째 날, 인슐린 농도는 섭취

전, 섭취 후 60분, 120분에서 밥 식이는 빵 식이보다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p<0.05). 저강도에서 장시간 운동 시 일반적

인 현상으로 인슐린 농도의 저하가 발생하며 운동 강도가

높을 경우에는 변화가 없거나 다소 상승한다(38). Lancaster

등(39)은 인슐린은 운동 전 식이의 혈당지수와 상관없이 급

속히 떨어져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밥 식이와

빵 식이 섭취 후 저강도 운동(VO2max 50%)으로 인하여 인슐

린 수준은 감소하였으며 유리지방산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날의 결과는 빵 식이보다 밥 식이의 낮은 혈

당반응으로 낮은 혈당치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저하된다(28).

유리지방산

본 연구의 유리지방산의 결과는 Fig. 6과 같다. 첫째 날,

밥 식이와 빵 식이는 운동 시 두 처치 모두 유리지방산 농도

가 운동 후 60분, 120분에 증가하였으나(p<0.05) 두 처치 간

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날, 회복기에서 밥

식이와 빵 식이는 섭취 후 60분, 120분, 180분에 두 처치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p<0.05) 두 처치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식이의 특성보다는 운동 수행에 따른

운동 강도와 시간이 관련 있으며 최대산소섭취량의 50% 이

하의 낮은 강도에서는 주로 유리지방산 산화를 통하여 에너

지가 공급된다고 보고되고 있다(40,41). 운동에 따른 인슐린

은 지방분해 작용의 저해, 간 글루코오스 방출 저해, 에너지

의 세포섭취, 지방산화의 저해 등이 나타나며 인슐린 농도의

저하는 지방조직으로부터 유리지방산 동원을 촉진한다(42).

지방과 탄수화물 산화율

본 연구의 지방과 탄수화물 산화율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밥 식이와 빵 식이의 운동 중 지방과 탄수화물 산화율

은 두 처치 모두 운동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방 산화율은 증

가하였으며 탄수화물 산화율은 감소하였다(p<0.05). 운동

중의 호흡교환율은 점진적인 감소를 보이며 이는 탄수화물

산화율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운동 중 지방산화를 수반

한다고 하였다(43). 두 처치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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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fat and carbohydrate oxidation during exercise (%)

Fat oxidation (min) Carbohydrate oxidation (min)

25～30 55～60 85～90 115～120 25～30 55～60 85～90 115～120

Rice
Bread

36.9±5.4
28.3±4.2

43.1±3.7
39.2±2.9a

55.9±7.2a
48.9±4.1a,b

57.4±5.3a,b
58.2±4.1a,b,c

63.1±5.4
71.7±4.2

56.9±3.7
60.8±2.9a

44.1±7.2a
51.1±4.1a,b

42.6±5.3a,b
41.8±4.1a,b,c

Values are mean±SE.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25～30 min (p<0.05).

b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55～60 min (p<0.05).

c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115～

120 min (p<0.05).

않았지만, 모든 시간대에 혈당지수가 낮은 밥 식이가 빵 식

이보다 지방 산화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저혈당지수 식이와 고혈당지수 식이의 실험에

서 탄수화물 산화율과 지방 산화율에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

하지만(44,45),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운동 전 식사 시 저혈당

지수 식이가 지방 산화율의 증가와 탄수화물 산화율의 감소

를 보고하였다(46-48).

요 약

본 연구는 밥 식이와 빵 식이가 지구성 운동 후 중성지방,

그렐린, 인슐린, 혈당, 유리지방산, 지방과 탄수화물 산화율

을 조사하여 두 식이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중성지방은

지구성 운동 시 두 식이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운동 후 회복기에서 중성지방은 밥 식이가 빵 식이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인슐린과 혈당에서도 밥 식이는 빵

식이보다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를 나타냈다. 밥 식이와 빵

식이의 유리지방산과 지방 산화율은 운동과 운동 후 회복기

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밥 식이가

빵 식이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운동을 병행한

두 식이 간 비교에서 밥 식이가 중성지방 감소, 낮은 혈당

반응, 인슐린 민감성 향상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할 때 일회성 운동이지만 서구의 주식인 빵 식이보다

우리의 주식인 밥 식이의 섭취가 운동과 병행하였을 경우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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