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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an education program for housewives to 
reduce sodium intake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theory.
Methods: Housewives (n = 387) received 2 education sessions focused on food purchase and 
cooking, and completed a questionnaire on their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cognitive, 
and behavioral factors and the stages of behavioral change to reducing sodium intake both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program.
Results: After the education program, the recognition of social efforts for sodium reduction 
and sodium labeling and experience with low-sodium products increased. Positive 
expectancies for the prevention of osteoporosis by the reduction of sodium were enhanced 
while the main barriers in practicing sodium reduction decreased, especially ‘interrupting 
social relationships when dining with others’, ‘bad taste’, ‘preference for soup or stew’, and 
‘limited knowledge and skills to practice’. In addition, cognition and nutrition knowledge 
related to reducing sodium intake were improved on all scores, but the effect on self-efficacy 
and dietary behavior was limited to only a few items. The percentage of participants in the 
pre-action stage (including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and preparation stages) for 
reducing sodium intake decreased from 43.2% before education to 21.5% after education, 
while that in the action stage increased from 19.6% before education to 43.5% af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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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1). The education program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participants who 
were in the pre-action stage and showed improved scores in all section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customized education program for housewives 
could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sodium intake by improving personal expectancies, 
cognition, and nutrition knowledge regarding sodium reduction and enabling a greater 
section of the population to move to the action stage of reducing sodium intake.

Keywords: dietary sodium; social cognitive theory; transtheoretical model

서론

나트륨의 과다섭취는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유발하고 위암, 신장질환, 골
다공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1,2]. 한편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높은 3,982명을 대상으로 한 

평균 4.8년간의 전향적 관찰연구에서 하루 2,300 mg 이하의 나트륨 섭취는 심혈관질환 위험
도 및 사망 위험률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이러한 근거 아래 WHO

는 2025년까지 인구집단의 나트륨 섭취량 30%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인의 1일 나트
륨 섭취량을 2,000 mg 이내로 권고하였다 [4]. 나트륨의 세계 1일 평균섭취량은 2010년 3.95 

g으로 WHO 권고수준의 거의 2배 수준이었다 [5]. 많은 국가들이 나트륨 섭취감소를 위한 정
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6], 우리나라도 2011년 이후 국가적인 나트륨 섭취 저감화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평균 섭취량은 2010년 4,789 mg에서 

2019년 3,286 mg으로 25% 이상 감소하였으나, WHO 권고수준의 1.6배 수준으로 여전히 국민
들의 나트륨 섭취과다가 우려된다 [7].

나트륨은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판되는 가공식품과 조리 중 또는 

식탁에서 첨가되는 소금, 장류 등의 양념류를 통해 섭취된다 [8,9]. 따라서 나트륨 섭취를 낮
추려면 가공식품 및 급식·외식의 나트륨 저감화와 함께 식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소비자의 인
식 제고와 행동변화가 중요하다. 영양교육은 지식과 기술 증진을 통해 태도와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론적 기초에 토대를 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쉽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대중매체나 광고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식생활 환경이 급변하여 가공식품 및 간편 조리식품의 이용이 증가되었으
며 급식·외식문화의 확대로 가정 외 식사의 비중이 커졌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교육모델이 개인의 태도와 환경변화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회인지론 (social cognitive theory)은 건강관련행동의 이해와 행동변화 유도에 널리 적용되
는 이론으로,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인지적·행동적 요인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개인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주요 개념이다 [10]. 개인의 인지적 요인에는 특정행동결과에 대한 

‘가치기대’, 행동수행에 따른 ‘결과기대’ (긍정적 결과기대, 부정적 결과기대), 행동수행에 대
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아효능감’이 포함되고, 행동적 요인으로는 행동변화에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행동수행력’이 포함된다. 또한 행동변화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이론
인 행동변화 단계모델 (transtheoretical model of behavior change)은 개인의 행동변화 지향여
부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다. 개인이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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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려전단계, 고려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유지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1]. 따라서 사회인지론 요인들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과 행
동변화 단계에 대한 이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변화를 위해 사회인지론에 바탕을 둔 중년주부, 학
부모, 직장인 대상의 세분화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대규
모 집단교육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12,13]. 소비자 대상의 교육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의 긍정적 결과기대는 높인 반면 부정적 결과기대인 장애요인은 감소시켰고, 행동변화에 필
요한 지식향상과 자아효능감은 증가되는 효과를 보였다 [13]. 그러나 1회교육 프로그램의 한
계로 인해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 변화나 행동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주부는 가정의 식품 구매와 조리를 담당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자녀의 식습관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시장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집단이므로 주부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는 소비자의 나트륨 섭취 줄이
기 실행에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주부를 대상으로 사회인지론 모
델을 적용한 2차시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 영양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고 영양교육
을 실시한 후 교육 전·후 환경적·인지적·행동적 요인의 변화와 행동변화 단계 분포 및 교육 전 

행동변화 단계별로 사회인지론의 요인점수 변화를 조사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0개 단체에 의뢰하여 전국적으로 주부를 모집하였
고, 11개 전국 시군의 교육장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 2차시의 나트륨 줄이기 영양교육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 교육 전과 교육 후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415

명의 응답지 중 사전 사후 비교가 가능한 387명 (93.3%)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트륨 줄이기 

영양교육은 2011년 6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의 승인 (1040395-201705-02)을 얻었다.

나트륨 줄이기 영양교육 프로그램
선행연구로 개발된 나트륨 줄이기 영양교육 프로그램과 저나트륨 식사를 위한 주부의 실천
용이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12,15] 2차시에 걸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Table 1). 본 

교육은 주부를 대상으로 사회인지론의 요소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나
트륨 줄이기와 관련된 인식과 행동수행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1차시 교육은 행동변화를 

위한 긍정적 기대 자극과 상황인식을 위해 ‘소금과 나트륨’, ‘나트륨과 건강’에 대한 내용으
로 시작하여 행동수행력 향상을 위해 구매와 조리에 초점을 둔 지식과 기술습득, 사회적 환
경인식을 주로 다루었다. 후반부에 ‘자기서약서’ 작성과 ‘저나트륨 식생활 실천 지침’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천목표를 세우는 자기관리기술을 교육하여 자아효능감을 상
승시키고자 하였다. 2차시 교육은 주부의 행동수행력 향상과 행동변화 유지를 목표로 조리
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조리 요령과 기술을 지도하고자 하였다. 조리과정에서 식품자체의 

맛을 살리고 다양한 식재료와 향신료로 저나트륨 조리를 보완하는 방법을 식품군별로 예시
를 통해 제시하였고 조리온도와 양념 첨가시점에 따라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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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맛의 대비와 1회분량 조절, 생채소 바구니 활용을 통해 상차림에서 나트륨을 감소시
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사례공유를 통한 관찰학습, 쿠킹노트, 나트륨사용량 모니터
링을 통해 나트륨 줄이기를 위한 자기관리 및 자아효능감 향상을 도모하였다. 교육 기간 전
에 강사교육 워크샵을 시행하였고 교육 기간 중에는 교육과정 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트륨 줄이기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나트륨 줄이기 영양교육의 효과 평가를 위해 교육 진행 전에 참석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 사전평가 설문지와 교육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시한 사후 평가 설문지를 비교하였다. 설문
조사는 대상자의 일반사항, 사회인지론의 요소들을 반영한 환경적·인지적·행동적 요인 평가, 

나트륨 저감화와 관련된 행동변화 단계 판정을 위한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
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환경적 요인은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사회적 상황인식과 저나트륨 

식품의 사용 및 구매경험으로 구성하였고 인지적 요인은 저나트륨 식생활 실천에 대한 긍정
적 결과기대와 실천 장애요인, 나트륨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 및 자아효능감에 대한 문항으
로 구성하였으며, 행동적 요인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식행동 수행능력
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13]. 나트륨 줄이기 관련 경험과 주요 긍정적 결과기대는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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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o reduce sodium intake for housewives
Order Theme Contents and Methods The target factors
First Salt intake and health

Salt and sodium Difference between salt and sodium & role of sodium in human body B: knowledge
Sodium intake status in Korea and daily goal of sodium intake E: situation

Sodium and health Increase in the risk of diseases due to excess sodium intake C:  outcome 
expectancyBenefits of maintaining low-sodium diet

Reducing sodium intake
Selecting and purchasing food Sodium content of foods in each food group (Bingo-game) B: knowledge

Comparison of sodium content; natural food vs processed food, home-made dishes 
vs. ready meals

B: knowledge

Comparing sodium content in nutrition labeling (work-sheet) C: self-efficacy
E: surroundings

Smart cooking for low-sodium diet Using seasoning with less salt; difference in sodium content of various seasonings B: knowledge, skills
Tips for low-sodium cooking (natural spices and vegetables with flavor, monitoring) 
(work-sheet, pamphlet, booklet)

C: self-efficacy

Smart eating to reduce sodium intake 
 at the table

Avoiding salty foods and reducing sauces and seasonings to the half B: knowledge, skills
Eating solid ingredients rather than broth of soup or stew C: self-efficacy
Eating plenty of fruits and vegetables

Self-written engagement & low-sodium 
dietary guideline

Finding out habitual problems and induce writing their own engagement (work-sheet) C: self-efficacy

Second Review of first education First education review (question-and-answer)
Further education about low-sodium cooking

Bringing out the taste of food itself 
 rather than seasoning

Practical cooking tips with fresh food itself (meat, fish, vegetable dishes) (work-sheet) B: skills
Sharing personal experience of low sodium cooking E:  observational 

learning
Replenishing with other flavors Using various ingredients and natural spices and herbs B: skills

Recipes of low-sodium dishes and key points in each recipe (recipe booklet)
Adding less salt Appropriate timing and temperature of adding salt (pamphlet) B: skills

Interest in low-sodium recipes Cooking notes, monitoring and recording amount of seasonings in cooking (pamphlet) C: self-control
Informative website with low-sodium recipes E: surroundings

Table setting for low-sodium diet Adjusting serving size (less salty food, less soup and stew) (pamphlet) B: skills
Contrast effect of taste in the table C: self-efficacy
Basket with raw vegetables

Low-sodium dietary guidelines for family Summary for keeping low-sodium dietary life style (pamphlet) C: self-control
B, behavioral factors; E, environmental factors; C, cognitive factors.



답한 빈도로 정리하였고, 영양지식 관련 문항은 정답선택방식 (정답 1점, 오답 0점)으로, 실천
장애 요인과 인식, 식행동 수행능력 및 자아효능감과 관련된 문항은 5점 척도의 리커트 방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1–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와 관련된 행동변화 단계 판정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여부와 기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 선행연구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16]. 나트륨 줄이기를 6개월 이상 실천 중인 

경우는 ‘유지단계’, 실천 중이나 6개월 미만은 ‘행동단계’, 실행 전이지만 가까운 미래나 1개
월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 경우는 ‘준비단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6개월 내에는 

참여할 생각이 있는 경우는 ‘고려단계’, 나트륨 줄이기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는 ‘고려
전단계’로 분류하였다 (Fig. 1).

통계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AS 9.2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
는 빈도와 백분율로,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교육효과 평가는 각 대
상자의 교육 전과 교육 후의 결과에 대해 범주형 변수는 McNemar test, 연속형 변수는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교육 전·후 대상자의 나트륨 저감화 행동변화 단계에 따른 각 영역
의 점수차이는 일원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
수준은 p < 0.05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주부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대상자는 모두 여성
으로 평균연령이 54.0세 (± 10.2 표준편차)였고, 주거지역은 대도시가 가장 많았으며 (58.5%)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56.0%로 가장 많았다. 가구 월 수입은 200–300만원과 300–400

만원이 각각 22.4%로 나타났고 500만원 이상이 16.4%로 나타났다.

나트륨 저감화 관련 환경 인식과 저나트륨 식품의 구매 및 이용경험
나트륨 저감화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 인식과 저나트륨 식품 구매 및 이용경험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학교나 정부, 식품업체, 매체 (TV, 라디오, 신문 등)의 교
육, 캠페인, 행사 등을 통해 나트륨 줄이기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p < 

0.001) 인지한 대상자의 비율이 67.6%에서 87.5%로 증가하였고, 가공식품의 포장지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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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currently practicing sodium reduction?

Since when have you been practicing?

More than 6 months Less than 6 months Yes, in the next month No, I haven't thoughtNo, but in the next 6 months

Do you intend to make changes in near future?

Yes

Maintenance Action Preparation Contemplation Pre-contemplation

No

Fig. 1. Classification of the stage of behavioral change for sodium reduction.



휴게소 음식의 나트륨 영양표시를 인지한 비율도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 한편, 주부들의 구매 및 이용경험이 높은 저나트륨 제품은 햄, 소금, 치즈, 스낵 및 칩, 

간장의 순서였다. 교육 후 저나트륨 식품의 구매와 사용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소금 (p < 0.01), 치즈 (p < 0.001), 스낵 및 칩 (p < 0.05), 간장 (p < 0.001)의 저나트륨 제품 구매
경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나트륨 줄이기 영양교육을 통해 사회적 노력
과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저나트륨 제품에 대해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 변화
영양교육에 의한 대상자들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대한 긍정적 결과기대와 실천 장애요인 

인식 변화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점 3개를 선택
하게 함으로써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대상자들의 주요 긍정적 결과기대를 조사하였는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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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Total (n = 387)
Age (yrs) 54.0 ± 10.2
Sex

Female 387 (100)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217 (58.5)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91 (24.5)
Rural area 63 (17.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47 (12.3)
High school 214 (56.0)
College or above 121 (31.6)

Average monthly income (won)
Under 1,000,000 34 (9.8)
1,000,000–2,000,000 60 (17.2)
2,000,000–3,000,000 78 (22.4)
3,000,000–4,000,000 78 (22.4)
4,000,000–5,000,000 57 (16.4)
Over 5,000,000 41 (11.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D.

Table 3. Changes in recognition of social environment related to sodium reduction and experience with low-sodium product
Items Before (n = 387) After (n = 387) χ2

Do you recognize any social efforts (nutrition education program, campaign, or events) 
 for reducing sodium intake?

Yes 190 (67.6) 246 (87.5) 43.556***

Have you seen sodium labeling on processed foods?
Yes 240 (64.5) 295 (80.8) 5.631*

Do you know about sodium labeling in restaurant or highway rest area?
Yes 84 (22.2) 116 (31.1) 12.129***

Low-sodium foods ever used or purchased
Low-sodium ham 151 (40.3) 168 (44.8) 2.470
Low-sodium snacks and chips 99 (26.4) 124 (33.1) 5.631*

Low-sodium cereal 51 (13.6) 59 (15.7) 1.032
Low-sodium ramen 62 (16.5) 75 (20.0) 2.315
Sodium-reduced salted fish 40 (10.7) 45 (12.0) 0.641
Sodium-reduced kimchi 44 (11.8) 36 (9.6) 1.231
Low-sodium cheese 100 (26.7) 134 (35.7) 11.333***

Low-sodium soy sauce 86 (22.9) 119 (31.7) 10.782***

Low-sodium salt 131 (34.9) 158 (42.2) 6.81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 < 0.05; **p < 0.01; ***p < 0.001.



육 후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개인의 기대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p < 0.001) ‘골다공증 예
방’을 주요 결과기대로 인지한 대상자의 비율이 교육 전 36.2%에서 교육 후 48.6%로 증가한 

반면, ‘부기가 빠질 것임’을 주요 긍정적 결과기대로 인지한 비율은 감소하여 (p < 0.001) 대상
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부들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천이 어려운 이유
는 ‘저나트륨 식품과 메뉴, 식당이 별로 없어 선택하기 어려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
할 때 사회적 관계의 제한으로 혼자 저나트륨식을 실천하기 어려움’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
타났는데, 교육 후 ‘저나트륨 식품과 메뉴, 식당이 별로 없어 선택하기 어려움’은 변화가 없었
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할 때 사회적 관계의 제한으로 혼자 저나트륨식을 실천하기 

어려움’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p < 0.001). 또한 ‘저나트륨식은 맛이 없음’ (p < 0.05), ‘나
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기술, 정보, 방법을 모름’ (p < 0.001), ‘국, 찌개 등의 국물음식 선호’ 

(p < 0.05)의 장애요인 항목도 교육 후 유의적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전
체 장애요인에 대한 평균 점수도 교육전에 비해 교육 후 감소되어 (p < 0.001), 영양교육에 의
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의 장애요인 극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Table 5에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천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 및 자아효능감의 교육 전·후 조
사결과를 나타냈다. 대상자인 주부들의 나트륨 관련 인식에서 ‘반찬은 간이 맞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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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positive outcome expectancies and barriers to practicing sodium reduction
Items Before (n = 387) After (n = 387) χ2 or t-value
What advantages do you expect by reducing sodium intake? (3 choices are possible)

Decrease of blood pressure 290 (74.9) 310 (80.1) 3.774
Prevention to stroke and heart disease 288 (74.4) 296 (76.5) 0.628
Reduction of swelling in body 132 (34.1) 82 (21.2) 21.929***

Prevention to osteoporosis 140 (36.2) 188 (48.6) 14.400***

Prevention to cancer 113 (29.2) 125 (32.3) 1.200
Difficult to practice low-sodium diet due to

Bad taste 3.10 ± 0.99 2.97 ± 0.90 2.19*

Time-consuming and inconvenient process of cooking 2.50 ± 0.94 2.48 ± 0.91 −0.10
Limitation to choose food, menu, and restaurant 3.57 ± 0.97 3.49 ± 0.94 1.29
Limited knowledge and skills to practice 3.27 ± 1.02 2.94 ± 1.01 5.34***

Interrupting social relationships when dining with family or friends 3.56 ± 0.89 3.37 ± 0.94 3.34***

Preference for broth dishes (soup, stew) 3.02 ± 1.00 2.88 ± 0.98 2.40*

Preference for kimchi, salted fish, fermented sauces 2.81 ± 1.10 2.75 ± 0.99 1.18
Average score 3.13 ± 0.60 3.00 ± 0.59 4.0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D (score: strongly disagree 1, disagree 2, neither agree nor disagree 3, agree 4, strongly agree 5).
*p < 0.05; ***p < 0.001.

Table 5. Changes in cognition and self-efficacy of reducing sodium intake
Items Before (n = 387) After (n = 387) t-value
Cognition

I feel unfulfilled or unsatisfied when eating foods with less salt.+ 2.43 ± 0.75 2.57 ± 0.81 −3.24**

I usually concerned about sodium contents in food or dish. 3.13 ± 0.94 3.33 ± 0.84 −3.57***

Practicing a low-sodium diet will improve my health. 4.01 ± 0.75 4.11 ± 0.65 −2.44*

I think consumer’s sodium reduction can induce the change of social surroundings. 3.97 ± 0.72 4.06 ± 0.73 −2.16*

Self-efficacy
I can buy fresh food rather than processed or instant food. 4.07 ± 0.74 4.15 ± 0.72 −1.98*

I can request less salty when eating-out. 3.30 ± 0.97 3.38 ± 0.93 −1.58
I can choose dishes with native flavor and taste rather than hot, salty, spicy ones. 3.75 ± 0.83 3.85 ± 0.79 −1.81
I will have concern for low-sodium recipe. 3.96 ± 0.70 4.02 ± 0.63 −1.48

Average score 3.72 ± 0.44 3.79 ± 0.43 −3.2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score: strongly disagree 1, disagree 2, neither agree nor disagree 3, agree 4, strongly agree 5, + items coded inversely).
*p < 0.05; **p < 0.01; ***p < 0.001.



생각함’ 문항이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체 8문항의 평균 점수가 교육 전
에 비해 교육 후 유의적으로 향상되었고 (p < 0.01). 교육 후 각 문항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
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교육 전·후 비교에서 ‘반찬은 간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
함’ (p < 0.01), ‘식품과 음식에 포함된 나트륨 양을 의식함’ (p < 0.001), ‘저나트륨식을 실천하
면 나의 건강이 개선될 것임’ (p < 0.05), ‘소비자들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가 사회적 환경의 변
화를 유도할 수 있음’ (p < 0.05) 항목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아져 나트륨 줄이기 실천에 대
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자각이 높아졌다. 그러나 나트륨 줄이기 

실천의 자아효능감 항목 중에서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을 구매하겠
음’ 항목만이 유의미한 점수 향상을 보였다 (p < 0.05).

나트륨 줄이기 행동변화를 위한 지식과 행동수행력의 변화
대상자들의 나트륨저감화 실천에 필요한 영양지식 10문항에 대한 교육 전후의 평가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영양지식 총점 평균은 교육 전 5.57 ± 2.33점에서 교육 후 8.19 ± 1.94점
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p < 0.001), 모든 문항에서 교육 후 정답율이 상승하여 유의적
인 교육효과를 보였다. 특히 교육 전 정답율이 낮았던 ‘식품 속 나트륨 양은 소금 양과 같다’

와 ‘식품포장지의 영양표시는 소금 함량으로 표시되어 있다’의 항목이 교육 후 각각 25.0%에
서 68.9%, 29.6%에서 71.8%로 정답율이 상승되어, 취약했던 나트륨 영양표시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교육 전·후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행능력의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
다.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전체 문항의 평균점수는 교육 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구체적
인 식행동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13문항 중 ‘국, 찌개나 국수류의 국물을 다 먹는 편이다’ (p < 

0.05)와 ‘식품구매나 외식할 때 영양표시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편이다’ (p < 0.001)의 항
목에서는 유의적인 향상을 보였다.

나트륨 줄이기 행동단계 분포 변화와 단계별 교육효과
교육 전·후 대상자들이 자가응답한 나트륨 섭취 줄이기 행동변화단계 분석 결과와 교육 전을 

기준으로 대상자들의 단계별 각 조사항목 점수의 변화를 Table 8에 나타냈다. 대상자들의 나
트륨 섭취 줄이기 행동변화단계는 교육 후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p < 0.001), ‘행동
전단계 (고려전/고려/준비단계)’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교육 전 43.2%에서 교육 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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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in correct answer rate and nutritional knowledge score related to sodium intake
Knowledge Before (n = 387) After (n = 387) χ2 or t-value
Excess sodium intake can increase the risk of osteoporosis. 270 (73.0) 352 (95.1) 67.596***

The amount of sodium and salt in a food are the same. 102 (28.0) 253 (68.9) 131.061***

Two tablespoons of salt are the recommended goal intake of salt in a day. 184 (50.3) 303 (82.3) 92.182***

Sodium is necessary to keep the balance and equilibrium of body fluids. 252 (69.4) 306 (83.8) 31.132***

Sodium exists in various food additives such as baking powder and preservatives. 184 (50.4) 309 (84.3) 102.255***

Sufficient intake of fruit and vegetables helps sodium excretion. 293 (79.2) 349 (95.1) 41.474***

For nutrition labeling, salt content is indicated in the wrapping paper. 108 (29.6) 259 (71.8) 131.715***

Grilled fish with sauce has more salt than grilled fish in itself. 270 (73.4) 294 (80.3) 40.988***

One tablespoon of salt has the same amount of sodium as one tablespoon of miso (soybean paste). 163 (44.8) 303 (82.3) 104.601***

The amount of sodium in noodle itself is more than that in the broth of ramen. 235 (63.5) 304 (82.2) 49.495***

Average score 5.57 ± 2.33 8.19 ± 1.94 −18.9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D.
***p < 0.001.



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실천단계’는 교육 전 19.6%에서 교육 후 43.5%로 증가되었다. 나트
륨 섭취 줄이기 실천의 부정적 장애요인, 인식 및 자아효능감, 식행동에 대한 각 단계별 점수
는 교육 전·후 모두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유지단계의 응답자들이 다른 

단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양지식은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지식은 교육 후 모든 단계의 응답자들에서 점수가 상승되어 가시적인 교육 효과
를 나타냈다. 한편 교육 전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 행동변화단계에 따라 교육 후의 효과는 뚜
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 전 ‘행동전단계’인 응답자들은 교육 후 영양지식 이외에도 나트
륨 섭취 줄이기의 부정적 장애요인 (p < 0.001), 자아효능감 (p < 0.01), 식행동 (p < 0.01)의 개
선 효과가 나타났고 ‘행동단계’인 응답자들은 자아효능감 (p < 0.001)이 개선되었으나, ‘유지
단계’의 응답자들은 영양지식 외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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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s in dietary behavior related to sodium intake
Behavior Before (n = 387) After (n = 387) t-value
I often eat dried fish, salted and fermented fish, and salted mackerel. 2.59 ± 0.91 2.62 ± 0.88 −0.61
I often eat processed or instant food such as ramen, ham, and canned food. 2.35 ± 1.03 2.30 ± 1.02 0.82
I add salt or sauces when eating bland taste dishes. 2.85 ± 1.07 2.75 ± 1.03 1.81
I eat all the soup, stew, or noodle liquid. 2.92 ± 1.08 2.78 ± 1.05 2.18*

I frequently eat soy paste soup or other broth soup and stew. 2.98 ± 0.88 2.95 ± 0.87 0.61
I eat out (including delivery foods) or have a dining meeting more than two or three times a week. 2.58 ± 1.10 2.59 ± 1.07 −0.19
I eat a lot of kimchi. 3.27 ± 0.92 3.22 ± 0.80 0.72
I usually eat fried or pan-fried dishes, sliced raw fish with plenty of dipping sauces. 2.56 ± 1.02 2.48 ± 1.00 1.21
I prefer braised fish with soy sauce to fresh grilled fish. 2.83 ± 0.96 2.83 ± 0.94 −0.05
I often eat plenty of fruit and vegetables.+ 2.35 ± 0.92 2.34 ± 0.91 −0.11
I usually check sodium content in nutrition labeling when eating-out or purchasing food.+ 3.42 ± 1.12 3.09 ± 0.98 −6.22***

I usually buy seasoned meat or seafood, and side dishes. 2.10 ± 0.92 2.18 ± 0.96 −1.33
I often eat potato chips or crackers as a snack. 2.09 ± 1.06 2.00 ± 1.04 0.00
Average score 2.63 ± 1.06 2.63 ± 0.50 1.8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score: strongly disagree 1, disagree 2, neither agree nor disagree 3, agree 4, strongly agree 5, + items coded inversely).
*p < 0.05; ***p < 0.001.

Table 8. Change in behavioral stage and comparison of score change according to stages
Characteristics Before (n = 387) After (n = 387) χ2 or t-value
Stages of behavioral change to sodium reduction

Maintenance 118 (37.2) 111 (35.0) 62.468***

Action 62 (19.6) 138 (43.5)
Pre-action 137 (43.2) 68 (21.5)

Negative barrier
Maintenance 2.86 ± 0.67 23.20***1) 2.75 ± 0.66 15.65*** 1.79
Action 3.15 ± 0.50 3.04 ± 0.56 1.46
Pre-action 3.31 ± 0.54 3.13 ± 0.58 3.60***

Cognition and self-efficacy
Maintenance 3.86 ± 0.44 29.58*** 3.83 ± 0.50 7.01** 0.84
Action 3.48 ± 0.43 3.65 ± 0.39 −3.56***

Pre-action 3.46 ± 0.45 3.61 ± 0.46 −3.10**

Knowledge
Maintenance 5.98 ± 2.01 2.13 8.27 ± 1.85 1.83 −9.87***

Action 5.29 ± 2.13 7.81 ± 1.89 −7.72***

Pre-action 5.77 ± 2.20 8.35 ± 1.95 −11.95***

Dietary behavior
Maintenance 2.41 ± 0.54 29.88*** 2.40 ± 0.56 12.42*** 0.06
Action 2.57 ± 0.59 2.62 ± 0.54 −0.54
Pre-action 2.84 ± 0.43 2.73 ± 0.49 2.6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D.
1)F-value among stages of behavioral change by analysis of variance at each time point.
**p < 0.01; ***p < 0.001.



고찰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해 대중매체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확대를 통한 국민들
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저나트륨 식품의 가용성 확대를 위한 급식 및 외식, 가공식품 분야의 나
트륨 저감화를 추진하였다 [17]. 이러한 다각적인 나트륨 저감화 정책에 따른 사회환경적 상
황변화는 개인의 정보수용과 행동수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인지적·행동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사회인지론
이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정의 식품구매와 조리를 주로 

담당하는 주부의 특성에 맞추어 사회인지론에 기반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 

후 효과 평가를 통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와 관련된 인식과 행동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교육 후 ‘나트륨 섭취 줄이기’ 교육이나 캠페인 등의 사회적 노력과 식당 

및 휴게소의 나트륨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율이 유의적으로 상승하였고, 저나트륨 제품의 구
매 및 이용경험도 증가되었다. 이는 제품 포장지의 나트륨 정보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저염 (low salt), 저나트륨 (sodium-reduced) 표시가 있으면 구매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18], 교육에 의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노력의 체
감도가 증가하고 영양표시 읽기와 관련된 활동지 활용 등으로 나트륨 영양표시 인지율이 상
승하면서 주부들의 저나트륨 제품 구매 및 이용 행동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부들의 구매 및 이용경험이 높은 저나트륨 제품은 햄, 소금, 치즈, 스낵 및 칩, 

간장의 순서였는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저염/저나트륨 제품이 다양하지 않은 요인도 있
지만.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짠 음식의 소금이나 나트륨함량은 인지한 반면 

짠맛이 적은 가공식품에 포함된 나트륨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감안하면 [18,19], 주부
들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짠 음식의 저나트륨 제품부터 구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주요 긍정적 결과기대는 ‘혈압감소’, ‘뇌졸중과 심장질환 

예방’로 교육 전 이미 75%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교육 후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결과기
대가 크게 상승한 반면 ‘부기가 빠질 것임’에 대한 결과기대는 감소하여 저나트륨 섭취의 주
요 건강 효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이는 교육에 의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대한 올바
른 정보와 지식 습득이 바탕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교육 후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기술, 정보, 방법을 모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할 때 사회적 관계의 제한으로 혼자 저
나트륨식을 실천하기 어려움’, ‘저나트륨식은 맛이 없음’, ‘국, 찌개 등의 국물음식 선호’ 등의 

장애요인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특성을 감안하여 나트륨을 줄이기 위
한 실질적인 조리요령과 기술, 저나트륨 레시피 등을 교육에 포함시켜 행동수행을 위한 지식
과 정보를 전달한 것이 직접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구의 식당들을 대상으로 

한 나트륨 줄이기 중재연구에서 식당이 나트륨 저감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고객들의 저나트륨 메뉴의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보고를 감안하면 [20], 나트륨 줄
이기에 대한 가치기대와 긍정적 결과기대의 상승이 장애요인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부
들의 나트륨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 후 ‘저나트
륨식을 실천하면 나의 건강이 개선될 것임’ 항목의 점수 향상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가치
기대가 높아졌음을 나타냈고, 가장 점수가 낮아 나트륨 섭취를 증가시키는 주요 인식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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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는 ‘반찬은 간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함’ 항목이 개선된 것은 ‘저나트륨식은 맛이 없음’의 

부정적 실천 장애요인 완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분석한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에 기여하는 대표 음식은 김
치, 면 및 만두류, 국탕류, 찌개류의 순으로 [21], 김치를 제외하면 국물음식이 전체 나트륨 섭
취량을 높이는 주요 음식임을 알 수 있다. 교육 후 주부들의 국물음식 선호에 의한 실천 장애
가 감소한 것은 식습관 개선의 여지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결과지만, ‘김치, 젓갈, 장류 선호’

에 의한 실천장애에 변화가 없는 것은 전통적인 식습관 극복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는 나
트륨 섭취와 관련된 13개의 식행동 조사항목 결과에서 ‘김치류를 많이 먹는 편임’이 교육 후
에도 가장 점수가 높아 수행능력이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나 극복하기 어려운 식습관임
을 뒷받침한다. ‘저나트륨 식품과 메뉴, 식당이 별로 없어 선택하기 어려움’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실천 장애요인 중 일차적인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교육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
다. 이는 국가적으로 급식 및 외식, 가공식품 분야의 나트륨 저감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
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저나트륨 식품의 가용성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미국 필라델피아
의 중국음식 포장식당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도 식당주인과 요리사들의 40%가 저나
트륨 메뉴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를 받았지만 18%만이 저나트륨 메뉴를 제공한다고 응답하
였다 [22]. 또한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 행동변화단계는 유
지단계 29.5%, 행동단계 19.5%로 나타났고 [16], 식당주인과 요리사들의 나트륨 줄이기 행동
변화단계는 행동과 유지단계를 합쳐 2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3]. 이러한 차이
는 이미 절반이상의 소비자가 나트륨 줄이기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저나트륨 메
뉴를 찾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자아효능감 항목 중 ‘외식할 때 

싱겁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맵고 짠 음식 대신 식품고유의 맛과 향을 살린 음식을 선
택할 수 있음’ 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낄 뿐 아니라 교육에 의해 개선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인 행동변화와 노력도 중요하나 외식 및 가공식
품의 효율적인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지원 및 나트륨 영양표시제 확대 등을 더 강력히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건강과 관련된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그 행동과 관련된 서술적 지식과 행동수행에 필요한 절
차적 지식이 요구된다 [24]. 선행연구에서 나트륨 관련지식은 조리과정 및 식탁에서의 소금 

사용량, 저염 식품 구매 등의 구체적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행력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
타낸 것을 고려하면 [25,26],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행동수행력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지식수
준의 상승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트륨 섭취 줄이기와 관련된 주부들의 영양지식
은 교육 후 모든 문항에서 정답률이 상승했다. 특히 초기 영양지식 평가에서 정답률이 30% 

이하였던 ‘식품 속 나트륨 양은 소금 양과 같다’, ‘식품포장지의 영양표시는 소금 함량으로 표
시되어 있다’ 항목이 교육 후 약 70%의 정답률로 상승하여 주부들의 취약했던 나트륨 영양
표시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이는 식행동평가에서 ‘식품구매나 외식할 때 영양
표시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편이다’의 점수가 교육 후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실제 행동수
행력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행동 중 ‘국, 찌개나 국수류의 국물을 다 먹
는 편이다’ 항목의 점수가 향상되어 국물을 선호하는 식습관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국이나 찌개, 국수 종류의 국물을 다 먹는다’의 식습관이 나트륨 섭취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을 고려하면 [27], 이러한 변화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문항의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영양지식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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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항에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행동은 교육 후 기술한 ‘식품구매나 외식할 때 영
양표시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편이다’와 ‘국, 찌개나 국수류의 국물을 다 먹는 편이다’의 

두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대상자들의 식행동변화가 제한적인 

것은 교육대상자인 주부들의 평균연령이 50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육 전 식행동이 

비교적 양호한 것도 한 요인으로 생각되나, 영양지식의 향상을 식행동 변화와 유지로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관리를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 전 나트륨 섭취 줄이기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각 영역별 점수 분포를 보면 영양지식 차
이는 없었지만 실행에 대한 부정적 장애요인, 자아효능감, 식행동에서 유지단계 응답자들이 

다른 단계 응답자들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행동변화단계를 자가 응답한 설문으로 조
사했음에도 행동변화단계별 특징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부들의 나트륨 줄이기 행동
변화 단계는 교육 후 행동전단계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실천단계는 두 배 이상 증가
되는 변화를 나타냈다. 특히 행동전단계의 응답자들이 교육 후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행에 

대한 부정적 장애요인, 자아효능감, 영양지식, 식행동 점수가 모두 향상되었고 절반이상이 

실행단계로 이행하여 교육을 통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행을 유도하려는 연구 의도에 잘 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육확산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2차시의 짧은 집단교육으로 계
획되었고 실습이나 직접적 관리방식이 아닌 강사를 통한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어 대상자들
의 실제적인 식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가응답으로 조사가 진행
되어 식행동에 대한 응답이 주관적일 수 있고,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실행의지와 행동에 대
한 응답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편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나트륨 섭취 줄이기와 관련된 부정적 장애요인은 감소되었고 인식과 영
양지식, 자아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일부 식행동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식품 구매와 조리에 집중하여 개발된 본 연구의 영양교
육 프로그램은 주부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대한 인식확산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

본 연구는 가정 내의 식품구매와 조리를 주로 담당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지로 교육 전·후 환경적·인지적·행
동적 요인의 변화와 행동변화 단계 분포를 조사하여 교육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육에 참여하
여 분석된 대상자는 387명으로 평균연령 54세, 고졸이상 학력이 87.6%였다. 교육 후 나트륨 줄
이기와 관련된 사회적 노력과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 비율이 증가하고 소금, 간장, 치즈, 스낵 

및 칩 등의 저나트륨 제품 구매경험이 높아졌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긍정적 결과로 골다공
증 예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부정적 장애요인의 평균점수가 낮아졌는데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할 때 사회적 관계의 제한으로 혼자 저나트륨식을 실천하기 어려움’, ‘저나
트륨식은 맛이 없음’,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기술, 정보, 방법을 모름’, ‘국, 찌개 등의 국
물음식 선호’ (p <0.05)의 항목들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와 관련된 인
식 및 영양지식은 모든 항목에서 향상되었으나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행과 관련된 자아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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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을 구매하겠음’ 항목만 유의미한 점수향상
을 보였다 (p < 0.05). 또한 교육 후 나트륨 섭취 줄이기와 관련된 식행동도 ‘국, 찌개나 국수류
의 국물을 다 먹는 편이다’ (p < 0.05)와 ‘식품구매나 외식할 때 영양표시의 나트륨 함량을 확
인하는 편이다’ (p < 0.001)의 항목만 개선되어 한계가 있었다. 나트륨 줄이기 행동변화 단계
는 행동전단계가 교육 전 43.2%에서 교육 후 21.5%로 감소하고, 행동단계는 교육 전 19.6%에
서 교육 후 43.5%로 증가되었다. 특히 교육 전 행동전단계인 대상자들은 교육 후 모든 부분의 

점수가 향상되어 가장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식품 

구매와 조리에 집중하여 주부 대상으로 개발된 본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단기간임에도 나트
륨 섭취 줄이기에 대한 결과기대와 인식, 영양지식을 향상시키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행단
계를 개선시켜 집단의 행동변화 유도에 효과적이었으며, 식행동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의 기
초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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