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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dietary life related to sodium of participants in hypertension and diabetes preventive 
education at the public health center locat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Subjects were comprised of 301 adults (males: 
102, female: 199) of age 50 years and above. The questionnaire for dietary life and salty taste assessment were performed 
on the subject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ackage (ver. 18.0). According to the result of questionnaire for dietary 
behavior, 70% of the subjects were in the low salt intake group (p<0.001). In the result of questionnaire for dietary 
frequency, all ages groups were in the low salt intake group (p<0.01). The data of questionnaire for dietary behavior showed 
that the subjects of age above 75 years preferred salted seafood, soup, and kimchi (p<0.01). The data of questionnaire for 
dietary frequency showed that the subjects of age between 65 and 74, least chose fried kimchi, noodle, and soybean paste 
soup with clams (p<0.05), and the healthy adult groups chose kimchi stew, ssam and ssamjang (p<0.05). The score for 
dietary behavior in male subjects was higher than female subjects (p<0.01). In particular, the score for dietary frequency 
was the lowest in the subjects of age between 65 and 74 (p<0.01). The mean value of salty taste assessment in the subjects 
was 0.41% which is higher than the ideal value of 0.3% (p<0.01). Offering more nutrition education and continuous feedback 
of healthcare center may be needed to improve the health status of the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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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

으로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3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2018년에 이

르러서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KNSO 2010).

50세 이상 성인들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강수명개념에 중점을 두고 삶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성인 및 노인기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발병 후 치료와 관리는 물론 예방을 강조

하고 있다.
1985년 이후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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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고,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혈압과 당뇨병

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27.5%에 이르고 있다. 이
들 질환 대부분은 여러 역학 연구 결과, 개인의 식생활 양식

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Park 등 2010). 즉, 선진국의 경우, 
남자 사망률의 92%, 여자 사망률의 76%가 흡연, 음주, 비만, 
신체활동 부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과일과 채소 섭취

의 부족 등의 건강위협요인에 의한 것이었다(WHO 2010).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대부분은 하루 소듐 영양섭취기준

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은데도,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는 외식 시 음식이 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 않

았는데,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국물 위주의 식생

활과 김치, 장류, 장아찌 등 소금함량이 높은 염장 발효 식품

을 중심으로 발달한 우리의 식문화에 익숙해져 있음을 시사

한다(Kim & Paik 1987).  
소듐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다량무기질이지만, 과잉 

섭취 시 체액 및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더 나아

가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과 신장질환의 발

병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Wardener & 
MacGregor 2002).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한국

인의 영양섭취기준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1일 소듑 목
표섭취량을 2,000 mg으로 설정하고 있다(KNSO 2010). 하지

만, 한국인의 평균 소듐 섭취량은 1일 4,646 mg(소금으로 

11.6 g)으로(MOHW 2009), 이는 소듐 목표섭취량과 비교해 

볼 때 2.3배 이상의 높은 수준이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도 한국인의 소듐 섭취량은 1998년 4,581.5 mg에서 2011년 

4,759.6 mg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서 소듐저감화 노력

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에서는 2017년까지 현 소듐 섭취량의 20%(3,900 mg) 
저감화를 목표로 정하고 있다.

고혈압은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초기단계부터 생활습관

개선이 더욱 중요한데, 고혈압으로 가기 전단계인 경계성고

혈압의 경우에는 약물치료 없이 식생활 개선과 운동요법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Whelton 등 2002).
현재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보건소는 당뇨병 

교육이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로, 
보건소 방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행동 영향 요인을 분석

한 연구(Lee & Yoon 2005)와 보건소 당뇨병 교육 참가자의 

식사교육에 대한 사례연구(Lee 등 2007) 그리고 당뇨병 성인

을 대상으로 보건소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분석한 연구(Oh & Kim 2010) 등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적 효과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만,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저염식 영양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

우 저조하거나 전무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혈압 

환자 대상 저소듐 식생활에 대한 보건소 영양교육(Jung 등 

2012)과 보건소를 방문한 경계성 고혈압 환자의 저염식생활 

영양교육 참여 정도에 따른 식행동 변화(Jung 등 2013)에 관

한 연구 결과들이 서서히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9개 보건소에서 만성질

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0세 이

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싱겁게 먹기 교육 및 식행동 관련 설

문지 조사와 짠맛에 대한 미각 판정 검사를 통해 소듐 관련 

식생활 실태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

활실천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인천광역시 소재의 9개 보건소에서 4주 

동안 고혈압(140/90 mmHg) 및 당뇨병 예방교육을 받은 5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최종 대상자는 남자 

102명, 여자 199명 총 301명이었다. 대상자 연령은 생리적인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구분한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서의 50세 이상 성인 연령별 세 군과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대상자들의 식행동 및 식품섭취빈도 설문지를 이용하여 소

듐 관련 식생활 실태와 조사대상자들의 짠맛에 대한 미각판

정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싱겁게 먹기 실천을 위한 식행동 조사지와 식품섭취조사

지는 ‘싱겁게 먹기 센터’(www.saltdown.com)의 자료와 판정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식행동조사 설문지 문항은 건어물, 젓갈류, 덮밥, 국물, 가

공식품, 외식, 김치류, 양념장, 반찬의 간에 대한 인식, 간장소

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그렇다’가 5개 이상이면 고

염섭취군으로 판정하고, 반대로 4개 이하이면 저염섭취군으

로 판정하였다.
식품섭취조사 설문지에서는 대표적인 짠 음식(된장, 라면

류, 김치찌개, 김치볶음, 국수, 미역국, 칼국수, 생선찌개, 생
선구이, 조개된장국, 멸치볶음, 쌈과 쌈장, 김치볶음밥, 배추

김치, 시금치나물)별로 섭취빈도(매일, 주 3~5회, 주 1~2회, 
월 1회, 섭취 안함)에 따라 가산점을 주어 싱겁게 먹기 센터

에 자료를 입력하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즉, 그 총점이 53점 

이상이면 고염섭취군으로, 52점 이하이면 저염섭취군으로 판

정하였다.
짠맛에 대한 미각 판정은 Shin 등(2008)의 방법을 수정하

여 적용하였다. 즉, 미각 판정 시료 용액은 짠맛에 대해 대부

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0.9%의 시료를 희석하여 0.1%까지 

4단계 농도(0.1%, 0.3%, 0.6%, 0.9%)의 소금용액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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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은 Yamauchi 등(2002)의 전구강 미각역치 측정법을 

응용하여 시료용액을 5 cc 정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

내고, 입을 헹구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시료를 무작위로 배열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실시하였다. 미각 판정은 각 농도별

로 아주 싱겁다, 싱겁다, 적당하다, 짜다, 아주 짜다의 5점 척

도로 측정하였고, 이어서 소금을 넣지 않고 만든 콩나물국에 

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직접 소금을 넣게 하고, 염도계(salt 
tester, DMT-20, 대윤계기산업)를 이용하여 소금의 농도를 측

정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 결과의 통계분석은 SPSS 18.0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질병 유무 및 소듐 관련 식행

동, 식품 섭취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일반사항에 

따른 식행동 및 식품섭취빈도와 짠맛에 대한 미각판정검사

는 χ2 검정을 실시하였고, 소듐 급원 음식의 섭취빈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Duncan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대상자 

연령을 세 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50세에서 64세 대상자는 

74명(24.6%)으로 남자는 12명(11.8%), 여자는 62명(31.2%)이
었고, 65세에서 74세 대상자는 145명(48.2%)으로 남자 49명
(48.0%), 여자 96명(48.2%)이었으며, 75세 이상 대상자는 남

자 41명(40.2%)과 여자 41명(20.6%)으로 합하여 82명(27.2%)
이었다. 남․여 대상자 모두, 65~74세 군의 인원수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 많은 군이 75세 이상이었으며, 마지막으로 

50~64세 군의 대상자 수가 가장 적었다. 
대상자의 질병 유무에 관한 결과로는, 질병이 없는 대상자 

수가 남자 15명(14.7%), 여자 40명(20.1%) 합하여 55명(18.3%)
이었고, 당뇨병 대상자 수는 53명(17.6%)으로 남자 23명(22.5%), 
여자 30명(15.1%)이었으며, 고혈압 대상자 수는 전체 112명
(37.2%)으로 남자 42명(41.2%), 여자 70명(35.2%)이었다. 당뇨

와 고혈압 두 질병을 모두 갖고 있는 대상자 수는 전체 81명
(26.9%)으로 남자 22명(21.6%), 여자 59명(29.6%)이었다. 전반

적으로 보았을 때 고혈압 질병을 갖고 있는 대상자 수가 112
명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당뇨와 고혈압 두 질병을 모

두 갖고 있는 대상자가 81명으로 많았으며, 세 번째는 질병이 

없는 대상자들, 마지막으로는 당뇨 질병을 갖고 있는 대상자 

수가 5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남․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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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 Total
(N=301)

Male
(N=102)

Female
(N=199)

Age
50~64 yrs  74(24.6) 12(11.8) 62(31.2)
65~74 yrs 145(48.2) 49(48.0) 96(48.2)
75≤ yrs  82(27.2) 41(40.2) 41(20.6)

Disease

Non-disease  55(18.3) 15(14.7) 40(20.1)
Diabetes  53(17.6) 23(22.5) 30(15.1)
Hypertension 112(37.2) 42(41.2) 70(35.2)

Diabetes & hypertension  81(26.9) 22(21.6) 59(29.6)

에서 고혈압 대상자가 당뇨병 대상자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율은 2008년 

26.9%에서 2009년 30.0%, 2010년 28.9%로 계속 증가하고 있

다(MOHW/KCDC 2011). 따라서, 보건소를 통한 고혈압의 예

방 및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 당뇨병에 대한 태도는 

연령에 따라, 중년기에는 스트레스와 병에 대한 이해 및 사회

적 지지가 높았고, 노년기에는 자가 관리와 내적 동기화가 높

게 나타났다(Moon & Kim 2005). Ahn 등(2011)의 당뇨환자의 

자가 관리 현황 및 웹베이스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요구도 조사 논문에서 당뇨병 자가 관리를 위해 운동, 혈당 

체크 및 식사요법을 주고 이용하였고, 경험빈도는 적지만 영

양상담도 이용하고 있었다. 

2. 조사대상자의 소듐 관련 식행동, 식품섭취빈도 및 짠
맛 미각 판정 검사

조사대상자의 소듐 관련 식행동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결

과(Table 2), 식행동에 있어서 저염섭취군 대상자 수는 229명
(76.1%)으로 남자 65명(63.7%), 여자 164명(82.4%)이었고, 고
염섭취군 대상자 수는 72명(23.9%)으로 남자 37명(36.3%), 여
자 35명(17.6%)이었다. 대상자의 70% 이상이 유의적으로 저

염섭취군에 속하고 있었으며(p<0.001), 여자 대상자들이 남자 

대상자들보다 더 많이 고염섭취군에 속하고 있어서, 남자 대

상자들이 좀 더 짜게 먹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저염섭취군에 속하는 대상자의 수가 각각 50~64세 

60명(81.1%), 65~74세 120명(82.8%), 75세 이상 49명(59.8%)으
로 모든 연령군에서 유의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또한 이 결과는, 65~74세 대상자에서는 고염섭취군이 각 18.8%, 
17.2%로 높지 않았지만, 75세 이상 대상자에서는 고염섭취군

이 40.2%로 유의적으로 높아(p<0.001) 고령층에서 짜게 먹는 

식행동 추세로 가는 것을 보여준다. 대상자의 질병 유무와 소

듐 관련 식행동을 살펴본 결과, 질병이 없는 대상자, 당뇨인 

대상자, 고혈압인 대상자, 당뇨와 고혈압인 대상자군 모두에

서 저염섭취군의 대상자 수가 고염섭취군의 수보다 많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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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n the number of dietary behavior, dietary frequency and salty taste assessment          N(%)

Variable Total
(N=301)

Gender Age Disease

Male
(N=102)

Female
(N=199) χ2 50~64

(N=74)
65~74

(N=145)
75≤

(N=82) χ2 Non
(N=55)

Diabetes
(N=53)

Hyper-
tension

(N=112)

D+H1)

(N=81) χ2

Dietary
behavior

L2) 229(76.1) 65(63.7) 164(82.4) 12.939
***4)

60(81.1) 120(82.8) 49(59.8) 16.578
***

44(80.0) 42(79.2) 81(72.3) 62(76.5)
1.635

H3)  72(23.9) 37(36.3)  35(17.6) 14(18.8)  25(17.2) 33(40.2) 11(20.0) 11(20.8) 31(27.7) 19(23.5)

Dietary
frequency

L 192(63.8) 69(67.6) 123(61.8)
0.995

40(54.1) 107(73.8) 45(54.9) 12.137
**

31(56.4) 37(69.8) 76(67.9) 48(59.3)
3.667

H 109(36.2) 33(32.4)  76(38.2) 34(45.9)  38(26.2) 37(45.1) 24(43.6) 16(30.2) 36(32.1) 33(40.7)

Salty taste
assessment

0.15)  69(23.1) 31(30.4)  38(19.1)

8.636
*

18(24.3)  30(20.7) 21(25.6)

9.782

 8(14.5)  9(17.0) 37(33.0) 15(18.6)

23.996
***

0.3 139(46.1) 36(35.3) 103(51.8) 41(55.4)  70(48.3) 28(34.1) 37(67.4) 23(43.4) 41(36.6) 38(46.9)
0.6  82(27.2) 30(29.4)  52(26.1) 13( 7.6)  40(27.6) 29(35.4)  8(14.5) 19(35.8) 28(25.0) 27(33.3)
0.9  11( 3.6)  5( 4.9)   6( 3.0)  2( 2.7)   5( 3.4)  4( 4.9)  2( 3.6)  2( 3.8)  6( 5.4)  1( 1.2)

1) Diabetes+hypertension
2) Low salt intake group
3) High salt intake group 
4) *p<0.05, **p<0.01, ***p<0.001
5) Density of salt (%) 

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이진 않았다.
식품 섭취 설문지 결과, 저염섭취군 대상자 수는 192명(63.8%)

으로 남자 69명(67.6%), 여자 123명(61.8%)이었고, 고염섭취

군 대상자 수는 109명(36.2%)으로 남․여 각각 33명(32.4%), 
76명(38.2%)이었다. 식품 섭취 결과에서는 저염섭취군과 고

염섭취군 모두에서 남․여 차이 없이 대상자 수의 비율이 비

슷하였다. 연령별로 그 관련성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 군에

서 저염섭취군에 속하는 대상자 수가 50~64세 40명(54.1%), 
65~74세 107명(73.8%), 75세 이상 45명(54.9%)으로 고염섭취

군 대상자보다 유의적으로 많았다(p<0.01). 대상자의 질병 유

무와 소듐 관련 식품 섭취를 살펴본 결과, 질병이 없는 대상

자, 당뇨인 대상자, 고혈압인 대상자, 당뇨와 고혈압인 대상

자군 모두에서 저염섭취군의 대상자 수가 고염섭취군의 수

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이진 않았다. 고혈압 환자

를 대상으로 식사섭취 변화를 통한 혈압 강하 효과는 적어도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였고(Ard & Svetkey 2005), 
저염식에 의해 소금에 대한 기호가 바뀌려면 8~12주의 기간

이 걸린다고 하였다(Mattes 1997). 고혈압 환자의 경우, 아직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염 섭취 영양교육으로 

인한 장점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워서 맛이 없는 저염

식사를 오래 지속하기가 힘드나(Evers 등 1987), 저염식생활 

교육을 4회 이상 참석하여 받은 군이 짠맛에 대한 미각과 고염

식 태도가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Shin 등 2008) 및 Jung 등
(2012)의 연구에서 나트륨 섭취를 감소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실시한 16주간의 영양교육을 통해 나트륨 섭취량이 감

소되고, 영양지식과 나트륨 관련 식행동 및 

식습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적어도 8 
주 이상의 지속적인 저염식사교육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Lim 등(2001) 연구에서는 4개월 치료 후에 혈당이 감

소한 결과로 미루어 당뇨환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통

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Park 등(2000)은 당

뇨병 환자들이 식사요법에 필요한 영양정보관련 문항 중에

서 필요에너지 계산법, 과일 1교환 단위의 정답률이 낮았고, 
영양교육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의 지식수준이 크게 증가하

고, 교육군이 비교육군에 비해 지식수준이 높아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양교육은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짠맛 미각 판정 검사에서는 바람직한 소금 농도인 0.3%를 

본인들의 입맛에 적당하다고 선택한 대상자 수가 139명(46.2%)
으로 가장 높았고(p<0.05), 그 중에서 여자 대상자 수가 103명
(51.8%)으로 남자 대상자 수 36명(35.3%)보다 많았다. 그 다

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소금 농도는 각각 0.6%와 0.1%의 

소금 농도였다. 이 모든 결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본 조

사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미각 판정을 직접 시행해 보도록 했

는데, 이는 직접 해봄으로써 수동적인 교육태도가 적극적이

고 능동적으로 바뀔 수 있고, 평상시의 식습관을 바꾸는데 도

움이 되며, 자기효능감 및 식습관의 개선의지가 강해져 교육

효과가 증대되는 효과(Chu & So 2008)를 통해 대상자들의 행

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64세 

군과 65~74세 군에서는 소금 농도 0.3%를 대상자들의 입맛

에 적당하다고 선택하였고, 75세 이상 군에서는 소금 농도

0.3%와 0.6%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하지만 유의적인 결

과는 아니었다. 대상자의 질병 유무와 소듐 관련 짠맛 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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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검사를 살펴본 결과, 질병이 없는 일반 대상자군 37명
(67.4%), 당뇨병 대상자군 23명(43.4%), 고혈압 대상자군 41
명(36.3%), 당뇨와 고혈압인 대상자군 38명(46.9%) 모두에서 

적정한 소금 농도인 0.3%를 본인들의 입맛에 적당하다고 선

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의적이었다(p<0.001). 

3. 성별, 연령, 질병유무에 따른 소듐함유식품에 대한
식행동 비교

성별, 연령, 질병 유무에 따른 소듐 함유 식품에 대한 식행

동 비교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식행동의 

경우, 남자 대상자들이 여자 대상자들보다 건어물(p<0.1), 젓
갈(p<0.01), 국물(p<0.01), 라면(p<0.001), 외식(p<0.01), 양념장

(p<0.001) 항목을, 여자 대상자들은 남자 대상자들보다 간장

소스(p<0.01)를 유의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연령에 따른 식

행동 비교에서는, 75세 이상 연령 군에서 젓갈(p<0.001)과 국

물(p<0.01), 김치(p<0.001), 반찬의 간(p<0.01)을 유의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항목 중에서 김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

고, 반면 라면은 가장 적은 선택을 받은 항목이었으나 유의적

인 결과는 아니었다. 질병 유무에 따른 식행동 비교에서는, 
질병이 없는 대상자 군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대상자들보다 

양념장 항목을 유의적으로 많이 선택하였으나(p<0.1), 기타 

다른 식품에서는 선택에 차이가 없었다. Yim 등(2008)은 고

혈압 관리를 받고 있는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6주간 총 20회
의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교육 후 소듐 섭취량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소금 섭취와 관련된 지식과 식행동이 긍

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고하였으나, Oh & Kim(2010)의 연구

를 살펴보면 소듐 섭취에 있어서 영양교육 후에도 섭취량이 

Table 3. Comparison on the dietary behavior of salty food by gender, age and disease

Variables Total

Gender Age Disease

Male Female t-value 50~64 65~74 75≤ F-value Non Diabetes Hyper-
tension

Diabetes 
& hyper-
tension

F-value

Dried fish 1.57±0.51) 1.61±0.5 1.54±0.5  5.199*2) 1.47±0.5 1.57±0.5 1.63±0.5  2.097 1.53±0.5 1.62±0.5 1.59±0.5 1.52±0.5 0.667

Salted seafood 1.15±0.4 1.19±0.4 1.13±0.3  7.467** 1.08±0.3a 1.08±0.3a 1.32±0.5b 14.652***2) 1.06±0.2 1.17±0.4 1.15±0.4 1.19±0.4 1.673

Delicacies rice 1.44±0.5 1.46±0.5 1.43±0.5  0.964 1.37±0.5 1.42±0.5 1.54±0.5  2.527 1.40±0.5 1.32±0.5 1.53±0.5 1.42±0.5 2.349

Soup 1.43±0.5 1.53±0.5 1.37±0.5  6.213** 1.37±0.5a 1.36±0.5a 1.60±0.5b  7.105** 1.40±0.5 1.43±0.5 1.43±0.5 1.43±0.5 0.059

Ramen 1.10±0.3 1.18±0.4 1.06±0.2 42.476*** 1.10±0.3 1.08±0.3 1.13±0.3  0.781 1.11±0.3 1.11±0.3 1.12±0.3 1.06±0.2 0.595

Eating-out 1.11±0.3 1.15±0.4 1.10±0.3  6.986** 1.16±0.4 1.09±0.3 1.11±0.3  1.289 1.09±0.3 1.08±0.3 1.13±0.3 1.12±0.3 0.526

Kimchi 1.61±0.5 1.63±0.5 1.60±0.5  1.051 1.53±0.5a 1.54±0.5a 1.81±0.4b  9.678*** 1.67±0.5 1.55±0.5 1.57±0.5 1.65±0.5 1.046

Marinade 1.16±0.4 1.23±0.4 1.13±0.3 19.215*** 1.22±0.4 1.12±0.3 1.18±0.4  2.029 1.29±0.5a 1.11±0.3b 1.17±0.4ab 1.09±0.3b 3.843*2)

Season of side dish 1.34±0.5 1.35±0.5 1.33±0.5  0.788 1.20±0.4a 1.33±0.5ab 1.46±0.5b  6.125** 1.29±0.5 1.40±0.5 1.34±0.5 1.32±0.5 0.479

Soy sauce 1.45±0.5 1.39±0.5 1.48±0.5  8.089** 1.49±0.5 1.40±0.5 1.50±0.5  1.344 1.38±0.5 1.53±0.5 1.46±0.5 1.43±0.5 0.817
1) Mean±S.D. 
2) *p<0.05, **p<0.01, ***p<0.001 by t-test between groups
3) a~b: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상한섭취량을 초과하여 소듐의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위험 

가능성을 보고하여 평소에 짜게 먹던 식습관을 싱겁게 먹는 

저소듐 식이로의 전환이 매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

나 보건소에 등록된 만 50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총 4회의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영양지식은 상승하고, 소
듐 섭취는 유의하게 감소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Moon & 
Kim 2011)와, 보건소의 경계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8주
간의 영양교육과 8주간의 추후 지도 결과, 소듐 섭취가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Jung 등 2012)들이 지속적으

로 발표되고 있어서 저소듐 식이에 대한 영양교육이 매우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Moon 등(1994)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

로 6주 영양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교육 후 당화 혈색소

의 감소를 보이며, 영양교육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당
뇨병 환자들이 보건소에서의 영양교육 참석 후 당뇨병 혈당 

관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개선을 보인 여러 연구들(Kang 등 

2009; Lee 등 2010)이 보고되면서 당뇨병 환자의 영양교육 경

험은 환자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성별, 연령, 질병 유무에 따른 소듐 함유 식품에 대한
섭취빈도 및 짠맛에 대한 자가진단검사 비교

성별, 연령, 질병 유무에 따른 소듐 함유 식품에 대한 섭취

빈도 및 짠맛에 대한 자기진단검사 비교 결과를 Table 4에 나

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섭취빈도 비교 결과, 생선구이와 조개

된장국, 배추김치와 시금치나물 등 네 가지 항목에서 남자 대상

자들보다 여자 대상자들의 선택이 유의적으로 많았다(p<0.1). 
배추김치는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이었고, 반면 김치볶음밥

은 가장 적게 선택한 항목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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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n the dietary frequency of salty food by gender, age and disease

Variables Total

Gender Age Disease

Male Female t-value 50~64 65~74 75≤ F-value Non Diabetes Hyper-
tension

Diabetes 
& hyper-
tension

F-value

Soybean paste soup 2.92±0.9 2.88±0.8 2.94±0.9 0.328 2.97±0.9 2.86±0.9 3.00±0.9 0.198 2.87±0.8 2.77±0.8 2.99±0.9 2.95±0.9 0.346

Ramen 1.72±0.8 1.97±0.8 1.59±0.7 1.355 1.89±0.8 1.59±0.7 1.78±0.8 2.488 1.80±0.8 1.70±0.8 1.76±0.8 1.62±0.6 1.692

Kimchi stew 2.61±1.0 2.64±1.0 2.60±1.0 0.444 2.74±1.0 2.50±1.0 2.70±1.0 0.103 2.66±0.8 2.59±0.9 2.64±1.1 2.56±0.9 3.789**

Fried kimchi 1.79±0.9 1.82±0.9 1.78±0.9 0.047 1.87±0.8a 1.68±0.9b 1.94±1.1a 3.610* 1.84±0.9 1.70±0.9 1.87±1.1 1.73±0.8 1.658

Noodles 2.07±0.9 2.07±0.8 2.08±0.9 1.340 2.22±0.9a 1.88±0.7b 2.28±0.9a 4.244** 2.04±0.8 2.17±0.9 2.01±0.9 2.12±0.9 0.444

Seaweed soup 2.61±0.9 2.53±0.8 2.65±0.9 0.164 2.61±0.8 2.55±0.8 2.72±1.0 1.335 2.55±0.8 2.68±0.9 2.57±0.9 2.67±0.9 0.439

Noodle soup 1.92±1.9 2.12±3.1 1.81±0.8 1.380 1.89±0.8 1.90±2.6 1.96±0.8 0.271 1.91±0.6 1.74±0.6 2.05±2.9 1.85±0.8 1.093

Fish stew 2.24±0.9 2.40±0.7 2.16±0.9 0.226 2.30±0.9 2.23±0.9 2.21±0.8 0.338 2.20±0.8 2.38±0.7 2.21±0.9 2.24±0.9 1.139

Grilled fish 2.53±0.9 2.45±0.8 2.57±0.9 3.890* 2.61±0.9 2.57±0.9 2.40±0.8 1.001 2.64±0.9 2.59±0.9 2.51±0.9 2.46±0.9 0.434

Soybean paste 
soup with clams 

2.14±0.9 2.01±0.9 2.21±0.9 3.199* 2.28±0.9 2.07±0.9 2.15±1.0 3.017* 2.11±0.9 2.17±0.4 2.14±0.9 2.15±1.0 0.237

Stir-fried anchovies 3.00±1.1 2.91±1.0 3.04±1.2 1.818 3.15±1.1 2.97±1.1 2.90±1.1 0.004 3.16±1.1 3.15±1.2 2.82±1.1 3.03±1.1 0.323

Ssam and ssamjang 3.00±1.1 2.77±1.0 3.11±1.1 0.006 3.20±1.0 2.95±1.1 2.87±1.0 0.434 3.13±1.2 3.00±1.2 2.96±0.9 2.93±1.1 2.322*

Kimchi fried rice 1.63±0.8 1.70±0.8 1.59±0.8 0.004 1.73±0.8 1.53±0.7 1.70±0.8 1.277 1.64±0.7 1.64±0.8 1.64±0.8 1.58±0.8 0.077

Kimchi 3.87±1.2 3.84±1.0 3.89±1.2 3.199* 3.76±1.2 3.75±1.1 4.20±1.1 0.551 3.89±1.3 3.87±1.1 3.92±1.1 3.80±1.1 1.142

Seasoned spinach 2.73±0.9 2.70±0.8 2.74±1.0 3.094* 2.80±0.9 2.72±1.0 2.68±0.9 2.353 2.69±0.8 2.74±0.9 2.71±1.0 2.78±0.9 1.671
1) Mean±S.D. 
2) *p<0.05, **p<0.01, ***p<0.001
3) a~b: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섭취빈도 조사를 살펴보면, 김치볶음

(p<0.1), 국수(p<0.01), 조개된장국(p<0.1) 항목에서 65~74세 

연령군의 선택이 50~64세 연령군과 75세 이상 연령군보다 유

의적으로 적게 선택하였고,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배

추김치인 반면, 가장 적게 선택을 받은 항목은 김치볶음밥이

었는데,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섭취빈도 비교의 결과와 같

았지만, 유의적인 결과는 아니었다. 질병 유무에 따른 섭취빈

도 비교에서는, 질병이 없는 대상자군에서 김치찌개(p<0.01) 
항목과 쌈과 쌈장(p<0.1) 항목을 유의적으로 많이 선택하였

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배추김치인 반면, 가장 적

게 선택을 받은 항목은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이 결과는 성별

과 연령에 따른 섭취빈도 비교의 결과와 같았지만 유의적인 

결과는 아니었다.
성별, 연령별, 질병별로 살펴본 식행동 점수를 살펴보면

(Table 5), 남자와 여자 모두 4.0점 미만으로 저염섭취군으로 

분류되었으며, 남자 대상자는 3.70점, 여자 대상자는 3.16점
으로 유의적으로 남자 대상자의 점수가 높았다(p<0.01). 이는 

식생활에 대한 자기효능이 여자보다 낮으므로, 남자 대상자

들을 위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영양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연령 군별 결과는 75세 이상 연

령 군에서 4.26점으로 65~74세 연령군의 3.00점과 50~64세 

연령군의 2.99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질병별 결

과는 정상군, 당뇨병군, 고혈압군, 고혈압ㆍ당뇨병군 모두 저

염섭취군이었으며, 각 군별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고혈압

군이 가장 높았다. 성별, 연령별, 질병별로 살펴본 식품섭취

빈도 결과를 보면 성별, 질병별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모
두 52점 이하로 저염섭취군으로 나왔으며, 65~74세 연령군의 

점수가 46.6점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왔고(p<0.01), 다
른 연령군 점수도 저염섭취군의 최고 상한점인 52점보다 낮

은 각각 51.78점, 50.2점이었다. 
짠맛 미각 판정 검사의 또 다른 실험으로 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직접 소금을 넣고, 그 농도를 측정해 보았던 결과에서

는 남․여 대상자 모두에서 소금 농도 0.41%가 평균으로 나

와서 적정 농도인 0.3% 소금 농도보다 유의적으로 조금 높은 

짠맛 농도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짠맛에 대한 자기진단

검사는 실험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검사를 위한 

적절한 공간 확보 및 다양한 대상자들의 입맛을 나타낼 수 

있게 더욱 세분화된 염분 농도 시료의 준비가 필요하며, 영양

교육에 대상자와 함께 가족이 참여하게 되면 교육 내용이 식

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 당뇨병 위험군은 대조군보다 

전반적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과식하는 비율도 높았으

며, 육류의 기름기 부위를 그대로 먹는 행동 등 좋지 않은 식

습관을 갖는 경향을 보였고(Kim & Moon 2002), Oh 등(2003)



Vol. 28, No. 2(2015) 인천지역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예방교육 참가자의 소듐 관련 식생활 실태 조사 225

Table 5. Comparison on the score of dietary behavior, dietary frequency and salty taste assessment

Variables Total

Gender Age Disease

Male Female t-value 50~64 65~74 75≤ F-value Non Diabetes Hyper-
tension

Diabetes 
& hyper-
tension

F-value

Behavior  3.34±1.9 3.70±2.1 3.16±1.70 2.389* 2.99±1.7a 3.00±1.8a 4.26±1.9b 14.770*** 3.24±1.5 3.32±1.9 3.48±2.1 3.22±1.7 0.378

Frequency 48.38±15.3 48.46±15.0 48.34±15.5 0.066 51.78±16.5a 46.60±13.1b 50.22±17.0a 4.930** 49.80±15.7 48.62±14.8 48.04±16.5 47.73±13.9 0.228

Salty taste
assessment  0.41±1.2 0.41±0.2 0.41±0.2 0.019 0.38±0.2 0.41±0.2 0.44±0.2 1.680 0.38±1.2 0.45±0.2 0.39±0.2 0.42±0.2 1.537

1) Mean±S.D. 
2) *p<0.05, **p<0.01, ***p<0.001
3) a~b: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 연구에서도,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밥과 기름기 많은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 혈중 지질

농도 상승과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어 고혈압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후에는 

식행동이 일시적으로 향상되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생활습관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혈압의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Eum 등 2007). 한편, 장기간에 걸쳐 저염식에 적응하

면 낮은 농도에서도 짠맛을 느낄 수 있어서, 최적 염미도의 

소듐 농도를 낮추어 저염식 섭취가 가능함을 보여준 연구들

도 있었다(Bertino 등 1982; Blais 등 1986).

결 론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9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0세 이상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싱겁게 먹기 교육 및 식행동 관련 설문지 

조사와 짠맛에 대한 미각 판정 검사를 통해 소듐 관련 식생활 

실태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02

명, 여자 199명 총 301명을 최종 대상으로 대상자 연령을 세 

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남․여 대상자 모두 65~74세 군의 인

원수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 많은 군이 75세 이상이었으며, 
마지막으로 50~64세 군의 대상자 수가 가장 적었다. 대상자

의 질병 유무에 관한 결과로는, 남․여 대상자 모두에서 고혈

압 질병 군이 각각 42명,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소듐 섭취 관련 식행동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결과, 대상자의 70% 이상이 저염섭취군에 유의적으

로 속하면서 특히 여자 대상자에서 그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 섭취 설문 결과에서도, 모든 연령대 군에서 

저염섭취군에 속하는 대상자 수가 유의적으로 많았다.

짠맛 미각 판정 검사에서는 바람직한 소금 농도인 0.3%를 

본인들의 입맛에 적당하다고 선택한 대상자 수가 가장 높았

고, 그 중에서 여자 대상자 수가 남자 대상자 수보다 많았다. 
대상자의 질병 유무와 소듐 관련 짠맛 미각 판정 검사를 살펴

본 결과, 대상자군 모두에서 적정한 소금 농도인 0.3%를 본

인들의 입맛에 적당하다고 선택하면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

였다.
셋째, 성별에 따른 식행동 비교에서, 남자 대상자들은 건

어물, 젓갈, 국물, 라면, 외식, 양념장 항목을, 여자 대상자들

은 간장소스를 유의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연령에 따른 식

행동 비교에서는, 75세 이상 연령 군에서 젓갈(p<0.001)과 국

물(p<0.01), 김치(p<0.001), 반찬의 간(p<0.01)을 유의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질병 유무에 따른 식행동 비교에서는, 질병

이 없는 대상자 군에서 양념장 항목을 유의적으로 많이 선택

하였다. 
넷째, 성별에 따른 섭취빈도 비교 결과, 생선구이와 조개

된장국, 배추김치와 시금치나물 등 네 가지 항목에서 남자 

대상자들보다 여자 대상자들의 선택이 유의적으로 많았다. 
연령에 따른 섭취빈도 조사를 살펴보면, 김치볶음, 국수, 조
개된장국 항목에서 65~74세 연령군의 선택이 50~64세 연령

군과 75세 이상 연령군보다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질병 

유무에 따른 섭취빈도 비교에서는, 질병이 없는 대상자군에

서 김치찌개 항목과 쌈과 쌈장 항목을 유의적으로 높게 선

택하였다.
다섯째, 성별, 연령별, 질병별로 살펴본 식행동 점수를 살

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저염섭취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연
령 군별 결과는 75세 이상 연령 군에서 4.26점으로 유의적으

로 높았다. 성별, 연령별, 질병별로 살펴본 식품섭취빈도 결

과를 보면, 성별 질병별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모두 저염섭

취군으로 나왔고, 65~74세 연령군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짠맛에 대한 미각 판정 검사에서는 남. 여 대상

자 모두에서 소금 농도 0.41%가 평균으로 나와서 적정 농도

인 0.3% 소금 농도보다는 유의적으로 조금 높은 짠맛 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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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영양

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람

직한 식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간의 교육 효과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짠맛에 익숙한 잘못된 우리 식생활의 

적극적인 개선방법을 모색하여, 적절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질 높은 지속적인 영양

교육을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시켜서, 스스로의 식생활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역

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소 영양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여횟수가 적거나, 중간에 자의로 그만 

둔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상자들의 교육 참여를 독

려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그들의 영양교육 방법 및 

효과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향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식

생활 영양교육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보건소나 지역사회에서 장년과 노인 만성

질환 위험군을 선별하여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 영양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속한다면 영양교육 효과가 더욱더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마침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용

과 사회적 비용 경감 및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이

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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