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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d survey data to identify the use of salimeters and the prevalence of sodium reduction edu-
cation in the Gyeonggi region. A survey with 211 dietitians working in school foodservice (106 in elementary 
schools, 69 in middle schools, and 36 in high schools) was conducted from August 6 to August 17, 201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Though 86.6% of school kitchens had salimeters, the rate 
for checking the sodium content of soup or stew was just 62.7% and the rate for checking the sodium con-
tent of kimchi and solid food was very low. Since salimeters are mostly used to measure sodium in liquid 
foods, it is urgent to provide an education and manual on using salimeters and to promote salimetry for kim-
chi and side dishes.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students with nutritional information by clearly posting the 
sodium content of food on menus and compelling students to notice them. Sodium reduction education for 
cooks was conducted in the 70.3% of the kitchens; however, the dietitians perceived that the cooks did no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Also, sodium reduction education for students was mostly pro-
vided through indirect methods, rather than face-to-face education, resulting in poor educational data (only 
36.4% comprehending). By providing detailed guidelines for sodium reduction and labelling accurate content 
of sodium of the menus, we will be able to enforce practices for  sodium reduction in school lunches. 

Key words : NEIS, salimeter, school lunch, sodium reduction, sodium reduction education, sodium reduction 
policy

서 론

우리나라 노인, 비만, 당뇨병 등이 있는 사람에게

서 소금에 대한 민감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Lee 2011)되었으며 나트륨 과다 섭취시 혈관의 염

분이 물을 끌어들여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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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높혀 심혈관질환

을 일으키며 소변을 통한 나트륨 배설시 칼슘이 함

께 배설됨으로써 골다공증 유발의 위험을 높이며 

위점막 상피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위암, 식도암, 소
화기계통의 암을 발생시키며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해 혈압과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신장의 

조직손상을 일으키고 수분 배설 능력을 감소시켜 

신장병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렇듯 나트륨 과잉섭취

는 고혈압ㆍ심혈관계ㆍ신장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하였다(Goo 등 2010).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만 10∼18세 인

구 중 1일 나트륨 목표 섭취량 2,000 mg 이상을 

섭취하는 비율이 84.9%로 조사되었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6∼11세 남자 어린이의 경우 

3,470 mg, 12∼18세 남자 청소년은 4,904 mg, 6∼
11세 여자 어린이는 2,909 mg, 12∼18세 여자 청소

년 3,643 mg으로 조사되었으며(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일일 평균 나

트륨 섭취량을 목표 섭취량과 비교하면 약 1.5∼2.5
배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의 나트륨의 연령별 충분섭취량도 6∼9세 

1,200 mg, 9∼11세는 1,300 mg, 12∼49세까지는 

1,500 mg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WHO/FAO에서 발

표한 목표섭취량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고에 의하

면 우리 국민의 한끼당 나트륨 섭취량은 단체급

식이 가정식에 비해 약 1.7배 높으며(단체급식

(2,236 mg)＞외식(1,959 mg)＞가정식(1,342 mg)) 
짜게 먹는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비만의 

상대위험도가 성인은 20%, 청소년은 80%가 높아

진다고 하였다.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제주지역 

학생들의 끼니별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아침식사 533 mg, 점심식사 982 mg, 
저녁식사 947 mg, 간식 408 mg으로 점심식사의 

나트륨 섭취율이 34%로 높았고 중학생의 경우 

끼니별 나트륨 섭취량은 아침식사에서 470 mg, 
점심식사 1,174 mg, 저녁 886 mg, 간식 502 mg으
로 점심식사의 나트륨 섭취 비율은 40%로 아침 

및 저녁식사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Kang 2011). 이렇게 끼니별 나트륨 섭취량을 

살펴보면 점심식사에서 나트륨 섭취율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량의 나트륨 섭취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의 흡수

를 억제하고 배설을 촉진시키는 칼륨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으며, 나트륨 및 칼륨

의 섭취 비율은 1：1 정도가 적당하다(Kim 등 

2009)고 하였으며 청소년기의 과다한 나트륨 섭

취는 Ca의 흡수를 방해, 골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칼슘 섭

취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기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큰 과제이다. 따라서, 학교급

식의 나트륨 저감화를 통한 우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만성질환과 비만을 예방하는 일은 매

우 중요하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나트륨 배설

을 도와주는 K과 Mg이 많이 들어 있는 채소의 

섭취를 늘려서 나트륨을 줄이는 식단이 큰 도움

이 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의 염도계 사용 실태

와 염도계 사용 시 나트륨 저감화의 효과와 조리실

무사와 학생들에 대한 저감화 교육 및 정책에 대한 

필요한 방안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경기지역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6
일부터 17일까지의 여름방학 직무연수기간을 이용하

여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배부한 총 280부의 설문지 

중에서 회수된 211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회
수율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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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211 (100) 

Elementary school
106 (50.2)

Middle school
69 (32.7)

High school
36 (17.1) χ

2

Age (yrs)
  20∼29
  30∼39
  ≥40

 
 27 (12.8%)
109 (51.7%)
 75 (35.5%)

 
10 ( 9.4%)
56 (52.8%)
40 (37.7%)

 
 8 (11.6%)
36 (52.2%)
25 (36.2%)

 
 9 (25.0%)
17 (47.2%)
10 (27.8%)

 NS1)

Position
  Nutrition teacher
  Dietitian

 
 36 (17.1%)
175 (82.9%)

 
20 (18.9%)
86 (81.1%)

 
12 (17.4%)
57 (82.6%)

 
 4 (11.1%)
32 (88.9%)

NS

Working period (yrs)

NS  ＜5
  5∼＜10
  ≥10

39 (18.5%)
80 (37.9%)
92 (43.6%)

17 (16.0%)
37 (34.9%)
52 (49.1%)

10 (14.5%)
30 (43.5%)
29 (42.0%)

12 (33.3%)
13 (36.1%)
11 (30.6%)

Academic background

NS
  Graduated from junior college
  Graduated from university
  Enrolled in university currently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17 ( 8.1%)
 38 (18.0%)
 47 (22.3%)
109 (51.7%)

7 ( 6.6%)
17 (16.0%)
25 (23.6%)
57 (53.8%)

10 (14.5%)
15 (21.7%)
14 (20.3%)
30 (43.5%)

 0 ( 0.0%)
 6 (16.7%)
 8 (22.2%)
22 (61.1%)

1)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 조사 내용과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

등학교별 연령, 고용형태, 근무기간, 학력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영양교육 실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리사 대상 나트륨 저감화 

교육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학교급식

의 염도 측정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급식실의 염

도계 보유 여부로 평가하였고, 국이나 찌개의 짠맛 

확인 방법, 국이나 찌개의 염도 범위를 조사하였다. 
또한, 김치류 염도를 측정해 본 경험과 고형물의 염

도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을 알아보았고, 고형물 

반찬의 염도를 측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국이나 

찌개류의 염도 공지 여부 및 한끼 식단의 나트륨 

함량 공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국의 염도와 공급

되는 나트륨 함량를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학생 대상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나트륨 저감화 교육시 어려

운 점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학교 

영양(교)사 대상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교육 수혜 

여부 및 교육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실천에 도움 

여부를 조사하였고 저염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어떠

한 것들이 필요한지 영양(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

았다.

3. 통계 분석

자료는 SPSS(Versio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따른 영양(교)
사의 나트륨 저감화 영양교육 및 염도 측정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χ2-test)을 이용하였

고 P＜0.05수준에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영

양(교)사의 연령은 ‘30∼39세’가 109명(51.7%)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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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211 (100)

Elementary school
106 (50.2)

Middle school
69 (32.7)

High school
36 (17.1) χ

2

Whether there is a salimeter in kitchen or not
 NS1)  Yes

  No
181 (86.6%)
 28 (13.4%)

94 (90.4%)
10 ( 9.6%)

59 (85.5%)
10 (14.5%)

28 (77.8%)
 8 (22.2%)

How to check the saltiness of soup or stew

NS
  Using sensory test
  Using a salimeter 
  Not checking
  Others

 69 (33.0%)
131 (62.7%)
  4 ( 1.9%)
  5 ( 2.4%)

34 (32.7%)
66 (63.5%)
 2 ( 1.9%)
 2 ( 1.9%)

22 (31.9%)
43 (62.3%)
 1 ( 1.4%)
 3 ( 4.3%)

13 (36.1%)
22 (61.1%)
 1 ( 2.8%)
 0 ( 0.0%)

Salinity of soup or stew
  Less than 0.6% salinity
  0.7∼0.8% salinity
  More than 0.9% salinity

 68 (35.1%)
 95 (49.0%)
 31 (16.0%)

42 (42.0%)
45 (45.0%)
13 (13.0%)

17 (27.4%)
36 (58.1%)
 9 (14.5%)

 9 (28.1%)
14 (43.8%)
 9 (28.1%)

NS

Experience of measuring salinity of kimchi
NS  Yes

  No
 20 (10.1%)
178 (89.9%)

 9 ( 9.2%)
89 (90.8%)

 7 (10.4%)
60 (89.6%)

 4 (12.1%)
29 (87.9%)

How to check salinity of side dishes (solid food)

NS
  Using sensory test
  Checking sodium contents from NEIS
  Using a salimeter 
  Not checking

164 (78.8%)
  7 ( 3.4%)
  4 ( 1.9%)
 33 (15.9%)

83 (79.8%)
 4 ( 3.8%)
 2 ( 1.9%)
15 (14.4%)

57 (82.6%)
 3 ( 4.3%)
 1 ( 1.4%)
 8 (11.6%)

24 (68.6%)
 0 ( 0.0%)
 1 ( 2.9%)
10 (28.6%)

The reason why not measuring the salinity of solid food
  Do not have a salimeter
  Do not have time 
  Don't know how to do it
  Do not think it necessary
  Others

 25 (12.6%)
 17 ( 8.6%)
 69 (34.8%)
 44 (22.2%)
 43 (21.7%)

12 (12.2%)
 8 ( 8.2%)
37 (37.8%)
21 (21.4%)
20 (20.4%)

 6 ( 9.1%)
 5 ( 7.6%)
23 (34.8%)
14 (21.2%)
18 (27.3%)

7 (20.6%)
4 (11.8%)
9 (26.5%)
9 (26.5%)
5 (14.7%)

NS

1)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Table 2. The use of salimeters in school food service.
N (%)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세 이상’ 75명 

(35.5%), ‘20∼29세’ 27명(12.8%) 순이었다. 고용형

태를 살펴보면 회계직 영양사의 비율이 82.9%로 

영양교사의 비율 17.1%에 비교하여 훨씬 높았다. 
영양(교)사의 근무경력은 ‘10년 이상’ 92명
(43.6%), ‘5∼10년 미만’ 80명(37.9%), ‘5년 미만’ 
39명(18.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졸

업’ 109명(51.7%), ‘대학원 재학중’ 47명(22.3%)으
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염도 측정 현황

경기지역 학교 급식 영양(교)사들의 염도 측정 현

황은 Table 2와 같다. 학교 급식실의 염도계 보유 

비율이 86.6%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염도계를 보유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이나 찌개의 나트륨 함량 

확인 방법으로는 ‘염도계 확인’ 131명(62.7%)으로 나

타났다. 국이나 찌개의 염도는 ‘염도 0.7∼0.8%’가 

95명(49.0%)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초등

학교의 경우는 염도 0.6% 미만도 42명(42.0%)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나 고등학교에서

는 0.9% 이상이라는 답변이 28.1%로 조사되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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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211 (100)

Elementary school
106 (50.2)

Middle school
69 (32.7)

High school
36 (17.1) χ

2

Salinity of soup or stew 
NS1)  Yes

  No
 32 (15.4%)
176 (84.6%)

18 (17.3%)
86 (82.7%)

 8 (11.8%)
60 (88.2%)

 6 ( 16.7%)
30 ( 83.3%)

Sodium contents of meal
7.201*  Yes

  No
 26 (12.6%)
181 (87.4%)

18 (17.3%)
86 (82.7%)

 8 (11.8%)
60 (88.2%)

  0 (  0.0%)
 35 (100.0%)

The reason why not notifying sodium contents
  No obligation to notify
  Lack of dietitian's understanding
  No bulletin board
  Others

84 (45.2%)
38 (20.4%)
39 (21.0%)
25 (13.4%)

38 (43.2%)
17 (19.3%)
22 (25.0%)
11 (12.5%)

28 (45.2%)
15 (24.2%)
11 (17.7%)
 8 (12.9%)

 18 ( 50.0%)
  6 ( 16.7%)
  6 ( 16.7%)
  6 ( 16.7%)

NS

1)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3. Labelling of salinity and sodium content on menus.
N (%)

Variables
Total

211 (100)
Elementary school

106 (50.2)
Middle school

69 (32.7)
High school

36 (17.1)
χ

2

For cooks

Frequency of education

NS1)

  Always
  Frequently
  Sometimes
  Rarely
  Not at all

10 ( 4.8%)
46 (22.0%)
91 (43.5%)
52 (24.9%)
10 ( 4.8%)

 1 ( 1.0%)
26 (25.0%)
44 (42.3%)
27 (26.0%)
 6 ( 5.8%)

 7 (10.1%)
11 (15.9%)
32 (46.4%)
17 (24.6%)
 2 ( 2.9%)

 2 ( 5.6%)
 9 (25.0%)
15 (41.7%)
 8 (22.2%)
 2 ( 5.6%)

Difficulties in education

11.149*  Lack of understanding among cooks
  Lack of data
  Lack of time

105 (53.6%)
 65 (33.2%)
 26 (13.3%)

51 (52.0%)
36 (36.7%)
11 (11.2%)

40 (62.5%)
19 (29.7%)
 5 ( 7.8%)

14 (41.2%)
10 (29.4%)
10 (29.4%)

For students

Educational methods

NS
  Face-to-face
  Bulletin board in kitchen
  Home report
  School internet homepage

22 (11.1%)
24 (12.1%)
77 (38.9%)
75 (37.9%)

11 (10.8%)
13 (12.7%)
46 (45.1%)
32 (31.4%)

 6 ( 9.2%)
 8 (12.3%)
26 (40.0%)
25 (38.5%)

 5 (16.1%)
 3 ( 9.7%)
 5 (16.1%)
18 (58.1%)

Difficulties in education
37 (36.3%)
22 (21.6%)
32 (31.4%)
11 (10.8%)

29 (42.6%)
13 (19.1%)
17 (25.0%)
 9 (13.2%)

 9 (25.0%)
 7 (19.4%)
12 (33.3%)
 8 (22.2%)

NS
  Lack of educational data
  Lack of school manager's understanding
  Lack of dietitian's time
  Lack of students' time

75 (36.4%)
42 (20.4%)
61 (29.6%)
28 (13.6%)

1)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4. The current state of nutrition education about sodium reduction.
N (%)

치류의 염도는 측정 경험이 없는 비율이 89.9%, 반

찬류의 염도 확인 역시 ‘입맛에 의존’ 164명 (78.8%)
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반찬류의 염도 측정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법 모름’ 69명 (34.8%), ‘필요 

없음’ 44명(22.2%), ‘염도계 없음’ 25명(12.6%), ‘시간

부족’ 17명(8.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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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211 (100)
Elementary School

106 (50.2)
Middle School

69 (32.7)
High School

36 (17.1)
χ

2

Whether there is education about sodium reduction or not 
NS1)  Yes

  No
136 (64.5%)
 75 (35.5%)

70 (66.0%)
36 (34.0%)

43 (62.3%)
26 (37.7%)

23 (63.9%)
13 (36.1%)

How helpful the education about sodium reduction is  
 9 (20.9%)
30 (69.8%)
 4 ( 9.3%)

 
 4 (17.4%)
15 (65.2%)
 4 (17.4%)

NS  Very helpful
  A little helpful
  Not helpful

23 (16.9%)
96 (70.6%)
17 (12.5%)

10 (14.3%)
51 (72.9%)
 9 (12.9%)

Strategies to promote low-sodium policy  
 1 ( 1.5%)
33 (48.5%)
34 (50.0%)

 
 1 ( 2.8%)
26 (72.2%)
 9 (25.0%)

NS  Regulations needed
  Detailed guidelines needed
  More promotion needed

  2 ( 1.0%)
119 (57.2%)
 87 (41.8%)

 0 ( 0.0%)
60 (57.7%)
44 (42.3%)

1)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Table 5. The current state of sodium reduction education for school dietitians (nutrition teachers) and the strategies to promote 
low-sodium policy.

N (%)

3. 염도 및 나트륨 함량 공지 현황

염도 및 나트륨 함량 공지 현황은 Table 3과 같

다. 국이나 찌개류의 염도를 공지하는 비율은 15.4%
로 낮았으며, 한끼 식단의 나트륨 함량 공지 비율은 

12.6%로 낮았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한끼 식단

의 나트륨 함량을 공지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무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집단에 비해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 나트륨 함량 미공지 이유에 대한 결과

는 ‘공지 의무 없음’ 84명(45.2%), ‘게시 환경의 부

재’ 39명(21.0%), 영양(교)사의 인식 부족 38명
(20.4%) 순으로 나타났다. 

4. 나트륨 저감화 영양교육 현황

나트륨 저감화 영양교육 현황은 Table 4와 같다. 
조리실무사 대상의 나트륨 저감화 영양교육 실시 

빈도를 살펴보면 ‘가끔 한다’가 91명(43.5%)으로 가

장 많았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 52명(24.9%), ‘자주 

한다’ 46명(22.0%) ‘항상 한다’ 10명(4.8%) ‘전혀 하

지 않는다’ 10명(4.8%) 순으로 조사되었다. 나트륨 

저감화 교육의 어려운 점에는 ‘인식부족’ 105명 

(53.6%), ‘자료부족’ 65명(33.2%), ‘시간부족’ 26명

(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ㆍ중학교에 비하여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이 ‘시간부족’을 영양교육 실

시의 방해요인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학생에 대한 저감화 교육방

식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 77명(38.9%), ‘학교 홈페

이지’ 75명(37.9%), ‘급식실 게시판’ 24명(12.1%), ‘대
면교육’ 22명(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초등ㆍ중학교 영양

(교)사들은 가정통신문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교육 중 어려운 점은 고등

학교 영양(교)사들은 ‘영양(교)사의 시간 부족’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초ㆍ중학교 영양(교)사들은 

‘교육자료 불충분’을 방해요인으로 가장 크게 인식

하고 있었다(초등학교 36.3%, 중학교 42.6%). 

5. 영양(교)사 대상 나트륨 저감화 교육 현황 및 저염 

정책의 개선 방안

학교 영양(교)사 대상 나트륨 저감화 교육 현황 

및 저염 정책의 개선 방안은 Table 5와 같다. 학교 

영양(교)사들이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받은 경험은 

64.5%로 나타났고 교육을 통한 나트륨 저감화 도움 

정도는 ‘약간 도움이 됨’ 96명(70.6%)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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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다음으로는 ‘매우 도움이 됨’ 23명(16.9%), 
‘도움이 되지 않음’ 17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저염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는 ‘구체적 지

침 필요’ 119명(57.2%), ‘더 많은 홍보 필요’ 87명 

(41.7%), ‘법적 규제 강화 필요’ 2명(1.0%)으로 나트

륨 저감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홍보 강화에 대

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
사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염도 측정 현황 및 조

리실무사와 학생 대상 영양교육 실태, 나트륨 저감

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학교급식에서 제

공되는 국이나 찌개의 나트륨 함량 측정을 위해 염

도계를 사용하는 비율은 62.7%로 조사되었고 Shin 
(2010)의 연구논문 역시 국물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비율은 63.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이

나 찌개의 염도에 대한 질문은 ‘염도 0.7∼0.8%’ 95
명(49.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였고, 초등학교의 경

우는 ‘염도 0.6% 미만’도 42명(42.0%)이라는 답변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0.9% 이상’이라는 답변이 28.1%로 조사되어 학교별 

국의 염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인 국

의 적정 염미도 수준으로 권장되고 있는 0.5% 이하

보다는 짜게 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콩나물국으로 

염미도를 측정한 Jung(2010)의 논문에서 조사 대상

자의 평균 염도 수준은 0.61%로 나타났다. 염미도 

측정시 일반 급식형태에서 맛을 내는 것과는 다르

게 오로지 염미도 측정만을 위한 시료의 개념에서 

콩나물국 염미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김치류의 염도는 측정 경험이 없는 비율이 89.9%, 
반찬류의 염도 확인 역시 ‘입맛에 의존’ 164명
(78.8%)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반찬류의 염도 

측정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법 모름’ 69명 

(34.8%)으로 가장 많았다. 국이나 찌개 등의 국물 음

식의 나트륨 함량 측정을 위해 염도계를 사용하는 

비율보다 고형물의 염도 측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고형물을 분쇄기로 갈고 물로 희석해서 염도를 측

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나 시간 소모 및 염도 

측정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염도 측정방법의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음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체시료, 액체시료, 고체 및 액체가 혼합된 시료에 

대한 각각의 표준화된 염도측정 매뉴얼 개발이 중

요하리라 사료된다. 
염분의 선호도는 싱겁게 먹을수록 역치가 낮아지

고 짜게 먹을수록 역치가 올라가며 일정기간 저감

화식을 시도한 결과 나트륨의 섭취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싱거운 맛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 최적 

염미도(Favored salt concentration in food)에 대한 국

내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소아과협회는 짠

맛에 대한 기호도는 선천적이라기보다 후천적으로 

많이 지배되는데 어린 시절에 짠맛에 익숙해지면 

평생 동안 짠맛을 좋아하게 되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어린이의 음식을 짜게 하지 말 것

을 권유하고 있다(Jung 2008). 조리실무사 대상 나트

륨 저감화 영양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가끔 한다’가 

43.5%로 가장 높았고 70.3%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양교육의 방해요인으로는 조리실무사

의 인식부족이 53.6%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조

리실무사의 63%가 조리할 때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쓰기는 하나, 신경 쓰지 않는 나머지 37% 
중에서도 50%는 음식 맛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31%
는 알고는 있지만, 19%는 잘 몰라서 조리시에 나트

륨(소금)을 줄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결과

가 나왔다(Min 2010). Ahn(2009)의 연구에 따르면 초

ㆍ중학교 급식 종사자의 주 연령대가 40대인 것으

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혀의 미뢰수 감소

와 위축으로 인한 미각이 감퇴되어 짠맛에 대한 역

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듯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염미도는 음식의 나트륨 함량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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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나트륨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외

식산업과 간식 등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 함량

과 트랜스지방 함량의 영양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점

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식단의 국의 염도 공지(15.4%)와 나트륨 함량에 대

한 공지(12.6%)는 조사 결과 낮았다. 미공지에 대한 

이유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45.2%로 높아 

식단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인식이 낮은 것으

로 조사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식재료의 원산지와 

영양량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트륨에 대한 

것은 현재 나이스에서 하기 어려웠다. 외식문화에서 

제공되는 나트륨 함량과 분명 급식에서 제공되는 

나트륨 함량이 다르다. 실무자인 영양(교)사와 피급

식자인 학생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쉽게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 환경적 제도 마련와 강한 정책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영양(교)
사의 경우, 한끼 식단의 나트륨 함량을 공지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무하였고, 영양교육 실시의 방해요

인으로 ‘시간부족’을 꼽은 경우가 초등학교나 중학

교 영양(교)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 이들의 인식

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적 제도가 요구

된다 하겠다. 
식습관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문화, 환경, 경

제생활 정도 등 다양하며, 한번 결정된 식습관 형태

는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식습관 행동의 변화를 지속 유

지시킬 수 있고 저감화식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요구된다(Lee 2011). 따라서, 학
교급식 조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통하여 짠맛에 대한 역치를 낮추고 나트륨 

저감화된 조리법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능

적인 입맛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레시피와 염도

계 사용과 소금이나 조미료 사용 줄이기, 양념류 따

로 제공, 향신료를 이용하여 나트륨 사용 줄이기, 
국의 배식량과 배식횟수 줄이기 등 나트륨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등 구체적인 조리 기술을 보급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지역 학교 영양(교)사의 나트륨 저

감화에 대한 교육 실태와 학교 급식의 염도 측정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효과적인 학교급식의 나트륨 

저감화 중재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

시하였다. 2012년 8월 총 211명의 학교 영양(교)사들

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연구 분석에 활용

하였다(초등학교 106명, 중학교 69명, 고등학교 36
명). 
1. 학교급식의 염도 측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6.6%가 학교 급식실에 염도계를 구비

하고 있었으나 간을 염도계로 확인하는 비율은 

국이나 찌개는 62.7%, 김치류와 반찬류는 매우 

낮았다. 국이나 찌개의 염도는 0.7∼0.8%가 49.0%
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염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Jung 
(2010)의 짠맛에 대한 염미도 조사에서는 평균 

염미도가 0.61%로 나온 것을 비교하면 다소 짜게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찬류의 염도 

확인은 조사대상자들 중 78.8%가 입맛에 의존하

고 있었고, 측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법 모름’ 
34.8%, ‘필요 없음’ 22.2%로 나타났다. 

2. 학교급식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조리실무사 대

상 나트륨 저감화 교육 시행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조리실무사들의 인식부족으로 교육하기 

어렵다고 조사되었으며, 학생대상 나트륨 저감화 

영양교육도 대부분 대면교육이 아닌 간접교육 방

식으로 시행되었고 교육 자료의 불충분으로 교육

하기 어렵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급식의 국에 대

한 염도와 나트륨량에 대한 공지도 낮아서 급식

에서 제공되는 나트륨량을 파악하고 인지하기 어

려웠다. 따라서, 영양(교)사를 포함한 조리실무사

들과 학생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제공과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나

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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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염도계 사용시 국물 

위주 음식의 나트륨 함량 측정이 대부분이므로 김

치 및 반찬류의 염도 측정이 활성화되도록 고형물 

염도계 매뉴얼 개발과 보급이 되어야겠다. 현재 나

트륨정책에 연령별 나트륨 1일 필요한 충분섭취량

에 맞게 연령별 나트륨 목표섭취량이 설정되어야겠

으며 저염 섭취에 대한 교육과 정책에 있어 나트륨 

함량을 공지할 수 있는 게시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급식의 나트륨 함량 공지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나트륨에 대한 영양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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