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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food intake, sodium intake, and satiety rate for different methods of consuming 
soup. Healthy young women (n=50)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ate cooked rice and soup using a 
method that they preferred and then they were assigned into separate intake groups based on how they con-
sumed their rice and soup. One group consisted of women that ate their soup and cooked rice separately 
(separate intake group, n=30). The second group consisted of the women who mixed the rice and the soup 
prior to consumption (mixed intake group, n=20). The mixed intake group consumed significantly more food 
(p＜0.001) and sodium (p＜0.05) than the separate intake group. Because of the high water content and ease 
of swallowing for the mixed intake method, the eating rate of the mixed intake group (42.5 g/min) was sig-
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separate intake group (28.8 g/min) (p＜0.01). However, despite consuming 
79.5 g more food at lunch, the rates of satiet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fore and after eating be-
tween the mixed intake and separate intake group. Therefore, eating rate, consumption norms and concept of 
"clean one's bowl" may influence food intake and sodium intake. Although more studies are needed, these da-
ta suggest eating cooked rice and soup separately may help to control obesity and hypertension.

Key words : energy intake, sodium, eating rate, satiety, soup

서 론

음식 섭취 조절은 위의 팽창 및 혈당 상승에 의

한 호르몬 분비 등과 같은 내부의 생리적 요인 뿐 

아니라 외부의 환경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

루어진다(Rodin & McAvay 1992).
Wansink(2004)는 그의 연구에서 음식 섭취에 영향



398 | 국 섭취 방법과 음식 섭취량, 나트륨 섭취량 및 포만도

을 미치는 외부환경은 식이환경(eating environment)
과 식품환경(food environment)으로 구분하고, 식이환

경은 식품과는 독립적이나 식사 시 관련된 요소들

로 식사분위기(eating atmospherics), 음식을 먹기 위

한 노력(eating effort), 타인과 함께하는 식사(eating 
with others), 주위의 산만한 분위기(eating distractions)
등이 포함되는 반면 식품환경은 식품이 제공되는데 

직접 관련된 요소들로 식품의 돌출(salience of food), 
식품구색의 다양성과 구조(structure & variety of food 
assortments), 식품의 비축(stockpiling of food), 음식을 

담는 용기의 모양(shape of food plates, glasses & 
bowls)과 식품포장이나 1회 섭취분량의 크기(size of 
food package & portion size)가 포함되며, 이들 식이

환경과 식품환경은 음식 섭취량에 직접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음식 섭취분량의 기준(consumption 
norms)이나 음식 섭취량에 한 모니터링(consump-
tion monitoring)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서양 음식과 달리 우리나라 음식의 경우

에는 음식 섭취 방법에 따라 음식 섭취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식생활 특징

인 밥과 국 또는 찌개, 반찬 중심의 식생활 패턴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Choe 2003), 
특히 국은 밥을 보완하는 제일의 부식으로써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을 상용하는 것과 국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은 우리 민족 특유의 식사법으

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잦은 외침과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이동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식사

를 빨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짠맛이 가미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Bok 2007; Chong & Hong 2008).
국에 밥을 말아먹으면, 밥과 국을 따로 섭취하였

을 때보다 식사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사 시작 후 20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

는데, 식사 속도가 빨라지면 보다 더 많은 양을 섭

취하여야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음식 섭취량이 증

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Andrede 등 2008). 이와 같

이 국에 밥을 말아먹는 식사습관은 식사 속도에 영

향을 미쳐, 음식 섭취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되

어진다. 또한 국에 밥을 말면, 증가된 음식량으로 

인해 음식 섭취분량의 기준에 영향을 미쳐 음식 섭

취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음식 

섭취 방법 또는 국 섭취 방법에 따른 음식 섭취 변

화에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에 밥을 말아먹는 식습관은 

식사속도를 증가시키고 음식 섭취 분량의 기준에 

영향을 주어, 음식 섭취량을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가설을 전제로 50명의 건강한 젊은 여성을 상으

로 하여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그룹과 국에 밥

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 간에 식사 속도와 음식 섭

취량, 나트륨 섭취량 및 포만도를 조사하여 우리나

라 성인 비만과 고혈압 예방 및 실천을 위한 식습

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실험 대상

본 연구의 실험 상자는 25∼29세의 사성 질

환이 없는 여성 지원자 중에 체중 조절을 하지 않

고 하루 세 끼 정상 식사를 하며 식사나 식욕에 영

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를 상자로 선

정하였다. 수축기 혈압 140 mmHg, 이완기 혈압 90 
mmHg 이상인 자는 상자에서 제외시켰으며 또한 

식이 섭취에 있어 이상 행동을 측정하는 Eating Atti-
tudes Test(Garner & Garfinkel 1979)와 우울 증세를 

측정하는 Zung Self-Rating Questionnaire(Zung 1986) 
검사 결과 각각 20, 50점 이상인 자도 상자에서 

배제하였다.

2. 실험식의 구성 및 섭취

실험식으로 210 g(313.2 kcal)의 밥과 250 g(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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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g)

Energy
(kcal)

Protein
(g)

Fat
(g)

Carbo-
hydrate

(g)

Sodium
(mg)

Beef bone 
soup 250 218.6 26.6 11.1  1.7  501.4

Cooked rice 210 313.2  5.8  1.0 68.6   5.0

Kimchi  70  12.6  2.6  0.7  1.8  802.6

Diced radish 
kimchi 100  33.0  2.4  0.5  6.7  596.0

Table salt   5  0 0 0 0 1680.0

Total 635 577.4 37.4 13.3 78.8 3585.0

Table 1. Energy and nutrients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meal.

kcal)의 사골국 그리고 반찬으로 배추김치 70 g(12.6 
kcal)와 깍두기 100 g(33.0 kcal)을 점심 식사로 제공

하였으며 무제한으로 추가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식사 시 물은 150 ml 안에서 자유롭게 섭취하도

록 하였다. 실험식의 열량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성분과 나트륨 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식탁 

소금은 5 g을 제공하였고 섭취한 소금의 정확한 측

정을 위해 소금 전용 스푼을 따로 제공하였으며 국

의 간은 소금을 소량씩 넣어 맛을 보며 맞추고 소

금 전용 스푼은 국에 직접 닿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실험 상자는 실험 전날은 심한 운동과 과식을 

피하고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실험 당

일 아침 평소와 비슷한 식사를 하도록 교육시켰고, 
실험 당일 점심식사 3시간 전부터 열량이 있는 식

품이나 음료의 섭취를 제한하였으며, 점심식사 1시
간 전부터는 물의 섭취도 제한하였다. 점심식사는 

12시∼12시 30분에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식사 동안 

독서, 화 등 다른 일을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실험 전날과 실험 당일 실험 참여도와 순응도를 높

이기 위해 식사 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험식은 평소 식습관 로 편안한 방법으로 주어

진 국을 섭취하게 하였으며 실험 관찰자에 의해 

상자를 실험식 섭취 방법에 따라 국과 밥을 따로 섭

취하는 그룹(separate intake group)과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mixed intake group)으로 구분하였다.
식사 전후에 섭취한 모든 식품에 해 무게를 측

정하여 식품 섭취량을 산출하였고, 산출된 각각의 

섭취량을 영양분석 프로그램인 CAN Pro 2.0(Korean 
Nutrition Society, Korea)을 이용하여 섭취 열량 및 

나트륨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3. 포만도 측정

포만도는 시각 상사 척도(Rolls 등 2000)로 조사하

였는데, 시각 상사 척도는 눈금이 그려지지 않은 

100 mm의 수평자를 이용하였다. 자의 왼쪽 끝은 전

혀 배부르지 않은 상태를, 자의 오른쪽 끝은 매우 

배부른 상태로 정의되도록 하여 그 선상에서 상

자가 느끼는 포만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매 측

정시마다 이전의 표시한 곳을 알 수 없도록 같은 

크기의 다른 자를 제시하였다. 시각 상사 척도를 통

한 포만도 측정은 식사 섭취 전과 섭취 직후, 1시간 

후, 2시간 후 4번 실시하였다.

4. 통계 분석

본 연구 자료는 SPSS package program(12.0)을 이

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밥과 국을 따로 섭취하는 

그룹과 밥을 국에 말아 섭취하는 그룹간의 측정 항

목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 수준은 p＜0.05로 검증하였으며 결과 자료는 

평균±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결 과

1. 실험 대상자의 특징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한 그룹과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의 실험 전 상자의 특징을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조사 상자의 평균 나이, 체질량 

지수 및 체지방률은 국을 따로 섭취한 그룹은 23.9 
세, 19.9 kg/m2, 26.9%이었으며 밥을 국에 말아 섭취



400 | 국 섭취 방법과 음식 섭취량, 나트륨 섭취량 및 포만도

Characteristics
Separate 

intake
(n=30)

Mixed 
intake
(n=20)

p value

Age (yr)  23.9±2.8  23.8±2.2 0.900

Height (cm) 160.9±4.0 160.8±4.2 0.968

Weight (kg)  51.5±4.4  52.0±6.2 0.816

BMI1) (kg/m2)  19.9±1.3  20.1±2.3 0.750

Fat mass (kg)  13.9±2.6  13.4±3.6 0.707

% Body fat (%)  26.9±4.0  25.5±4.5 0.418

Lean body mass (kg)  37.6±3.5  38.6±3.5 0.515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1.1±5.5 121.1±5.4 0.988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1.0±7.8  81.3±8.2 0.927

Eating attitudes score2)   5.9±5.1   6.5±7.9 0.809

Depression score3)  38.6±5.7  39.2±4.1 0.777
1) BMI: Body mass index, body weight (kg)/[height (m)]2

2) Eating Attitudes Test (Garner & Garfinkel 1979)
3) Zung Self-Rating Questionnaire (Zung 1986)
All values are means±SD.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igure 1. Meal time and eating rate by the intake method of 
soup. Separate intake: eating cooked rice and soup 
separately. Mixed intake: eating cooked rice and 
soup mixture. Bars are means±SD.

Separate 
intake
(n=30)

Mixed 
intake
(n=20)

p value

Beef bone soup (g) 178.0±45.2 199.7±39.3 0.094

Cooked rice (g) 156.1±35.9 192.6±26.4 ＜0.001

Kimchi (g)  23.6±16.3  31.0±21.9 0.186

Diced radish kimchi (g)  41.6±22.3  55.6±26.0 0.052

Total (g) 400.5±77.9 480.0±58.2 ＜0.001

Separate intake: eating cooked rice and soup separately
Mixed intake: eating cooked rice and soup mixture
All values are means±SD.

Table 3. Food intake of rice, soup, kimchi and diced radish 
kimchi by soup intake method.

하는 그룹은 23.8세, 20.1 kg/m2, 25.5%로 두 그룹간

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조사 상자

들의 혈압도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한 그룹(수축기 혈

압 121.1 mmHg, 이완기 혈압 81.0 mmHg)과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수축기 혈압 121.1 mmHg, 
이완기 혈압 81.3 mmHg)이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

었으며 Eating Attitudes Test(Garner & Garfinkel 1979)
와 Zung Self-Rating Questionnaire(Zung 1986) 검사 

결과 두 그룹에서 모두 식이 섭취에 있어 이상 행

동이나 우울 증세를 나타내는 상자는 없었다.

2. 국 섭취 방법에 따른 식사 소요 시간과 식사 속도

국 섭취 방법에 따른 식사 소요 시간 및 식사 속

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그룹은 식사 소요 시간이 13.9분인 반면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은 11.5분으로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이 유의하게 더 빨리 식사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국에 밥을 말아 섭취

하는 그룹(480.0 g)은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그룹

(400.5 g)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양을 먹는데도 불구

하고(p＜0.001), 식사 소요 시간은 더 짧아, 국에 밥

을 말아 먹는 경우(42.5 g/min)가 국과 밥을 따로 먹

는 경우(28.8 g/min)에 비해 식사 속도가 유의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국 섭취 방법에 따른 음식 섭취량과 나트륨 섭취량

실험식의 국, 밥, 반찬 및 전체 음식 섭취량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국의 섭취량은 국과 밥을 따

로 섭취하는 그룹이 178.0 g(155.7 kcal),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이 199.7 g(174.6 kcal)으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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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odium intake of rice, soup, kimchi and diced rad-
ish kimchi by the intake method of soup. Separate 
intake: eating cooked rice and soup separately. 
Mixed intake: eating cooked rice and soup mixture. 
Bars are means±SD.

Figure 3. Satiety rate before and after eating by the intake 
method of soup. Separate intake: eating cooked 
rice and soup separately. Mixed intake: eating 
cooked rice and soup mixture.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경우가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경

우보다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밥 섭취

량은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그룹(156.1 g, 232.6 
kcal)보다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192.6 g, 
286.9 kcal)이 유의적으로 많았다(p＜0.001). 실험식 

중 배추김치와 깍두기의 섭취량은 밥과 국을 따로 

섭취한 그룹이 각각 23.6 g, 41.6 g이었고,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은 각각 31.0 g, 55.6 g으로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경우가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

는 경우에 비해 약간 많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두 섭취 방법에서 국과 반찬에 의한 

음식 섭취량은 비슷하였지만 밥 섭취량 차이에 의

해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이 국과 밥을 따

로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전체 음식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실험식의 국, 밥, 반찬 및 전체 나트륨 섭취량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전체 나트륨 섭취량은 국과 밥

을 따로 섭취하는 그룹은 1247.2 mg, 국에 밥을 말

아 섭취하는 그룹이 1496.5 mg으로 나타나, 국에 밥

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이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그러나 밥의 전체 나트륨 섭취량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 반찬의 나트륨 섭취량에서는 

두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이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그

룹에 비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밥의 나트륨 섭취량 차이에 의해 전체 나트

륨 섭취량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밥은 나트

륨을 소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밥보다는 국과 반

찬들의 차이가 모두 합쳐져 전체 나트륨 섭취의 차

이가 나타났다.

4. 국 섭취 방법에 따른 포만도

실험 상자의 섭취 방법에 따른 점심 식사 전부

터 식사 후의 시간 별 포만도를 Fig. 3에 나타내었

다. 점심 식사 전 섭취 방법에 따른 포만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점심 식사 후 시

간 별 포만도 역시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한 그룹(점
심 식사 후 78.2 mm; 식후 1시간 60.9 mm; 식후 2
시간 46.6 mm)은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한 그룹(점심 

식사 후 75.0 mm; 식후 1시간 58.6 mm; 식후 2시간 

49.3 mm)보다 조금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

으로 두 그룹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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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은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그룹보다 음식의 절  섭취량이 많았음에

도 불구하고 식사시간이 더 짧았는데, 이는 국에 밥

을 말면 수분의 증가로 반유동식의 상태가 되어 저

작 횟수가 감소하게 되고, 빨리 연하할 수 있게 되

어 식사속도가 빨라져, 식사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기존의 연구(Gerace & George 1996; Jun & Ro 

1998; Chapman 등 1999; Kim 1999)에서 식사속도가 

빠르면,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사람을 상으로 한 역학 연구(Sasaki 등 2003)
에서도 식사속도는 체질량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Andrede 등의 연구

(2008)에서 30명의 여성을 상으로 음식을 빨리 섭

취하였을 때와 천천히 섭취하였을 때의 음식섭취량

과 포만도를 비교하였는데, 음식을 빨리 섭취하면 

천천히 섭취하였을 때보다 11.4%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포만도는 식사 시작 후 15분까지는 음식

을 빨리 섭취하였을 때가 천천히 섭취하였을 때보

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20분 이후부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면,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였을 때보다 식사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음식 섭취량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한 그룹은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79.5 g 더 많은 음식섭취량의 증가

를 보였는데, 이는 음식 섭취 분량의 기준으로 작용

하여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Rolls 등의 연구(2002)에서 4가지 다른 양의 마카로

니와 치즈를 실험 상자에게 제공하고 음식 섭취

량을 조사하였는데, 1000 g의 마카로니와 치즈를 제

공하였을 때가 500 g의 마카로니와 치즈를 제공하였

을 때보다 30%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Wansink와 Kim의 연구(2005)에서도 영화

를 보는 사람에게 큰 용기의 팝콘을 제공한 경우가 

작은 용기의 팝콘을 제공한 경우보다 45.3%나 더 

많은 팝콘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하면 

증가된 음식량이 본인이 섭취해야 할 음식 섭취량

으로 판단하여 식사섭취량이 증가되는데, 식사 시작 

시 국에 밥을 말면 국과 밥이 혼합되어 증가된 음

식량이 본인의 음식 섭취분량에 영향을 미쳐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실험에서 제공된 밥을 다 섭취한 경우가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한 그룹은 6명(20%)이었고, 국에 밥

을 말아 먹은 그룹은 11명(55%)이었다. 이는 일단 

국에 밥을 말아 놓으면, 무의식적으로 다 먹어야 한

다는 생각이 들어 음식의 절  섭취량이 증가한 것

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와 같이 국에 밥을 말아먹음으로써 음식의 절

섭취량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나트륨의 섭취 증가

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인의 나트륨 과잉 섭취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

었지만 나트륨 섭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나트륨이 높은 음식 맛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사람

들의 식생활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은 김치, 국, 찌개, 생선 등에 의한 나트

륨 과잉섭취가 문제되고 있는데(손 & 허 2002), 김

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소금의 30%를 제

공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먹고 있는 국이나 찌개 1
인분에는 약 2∼4 g의 소금이 들어있어 전체 소금 

섭취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단에 있어 밥을 보완하는 제일의 부식

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이나 찌개

는 보통 전통적인 감미료인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

을 하여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며 수분의 동반으

로 섭취가 비교적 수월해 다른 부식에 비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 빈번한 섭취와 함께 다

량 섭취로 인한 나트륨의 과잉 섭취가 문제시 되고 

있다(Park 등 2008).
본 실험에서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이 국

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그룹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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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포만도는 그룹 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hang 등의 연구(2007)에
서 일반 밥그릇에 210 g의 밥과 다이어트 밥그릇에 

150 g의 밥을 제공하고, 음식 섭취량과 포만도를 비

교하였는데, 다이어트 밥그릇으로 밥을 섭취하면 일

반 밥그릇으로 섭취하였을 때보다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만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이어트 밥그릇의 150 
g 밥이나 일반 밥그릇의 210 g 밥은 실험 상자에게

는 먹어야 할 한 그릇의 밥으로 인식하여 즉 음식 

섭취분량의 기준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포만도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할 경우의 국에 밥을 말은 한 

그릇이나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할 경우의 밥 한 그

릇은 실험 상자가 먹어야 할 한 그릇의 밥으로 작

용하였기 때문에 두 그룹 간의 포만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므로 국에 밥을 말아서 섭취하는 습관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식사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음식 섭취 분량의 기준에 영향을 주어, 음식의 절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열량과 나트륨의 과잉 

섭취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국의 섭취 방

법으로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습관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열량 및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해서는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등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비만과 고혈압 예방 및 실

천을 위한 식습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50명의 건강한 젊은 여성을 상으로 

하여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그룹과 국에 밥을 

말아 섭취하는 그룹 간에 음식 섭취량, 나트륨 섭취

량 및 포만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에 밥을 말

아 섭취하는 그룹이 국과 밥을 따로 섭취하는 그룹

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많은 음식 섭취(p＜0.001)와 

나트륨 섭취(p＜0.05)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포

만도는 두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국과 밥을 따로 

먹었을 때 보다 수분의 증가로 반유동식의 상태가 

되어 저작 횟수가 감소하게 되고, 빨리 연하할 수 

있게 되어 식사속도가 빨라지고(p＜0.01), 음식 섭취 

분량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무의식적으로 전부 

섭취하려는 경향에 의해 절  음식 섭취량의 증가

에 의해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열

량 및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해서는 음식을 국과 

밥을 따로 먹는 등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비만과 고혈압 예방 및 실천을 위한 

식습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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