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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high sodium intaker and factors affecting sodium intake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For this study we used two statistical methods, 
the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Cluster analysis was used to classify groups of sodium 
intake. For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sodium intake, we applied the ANOVA. The average daily intake for Korean 
is about 3,783 mg sodium per day; this amount is high than recommendation of the W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higher sodium intake were found to be men more so women, and younger men with a higher education. 
Height, weight and size of a person’s waistline were also characteristics of those with higher sodium intake. Also worker, 
smoker, those without a hypertension diagnosis, as well as those with a higher the drinking rate and higher eating out 
frequency tended to have a higher intake of sodiu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had established a 
plan to reduce sodium intake to 3,500 mg per day to 2020. To achieve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educate people about 
high sodium intake, particularly those at higher ris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these efforts, the social 
costs of high sodium intake could be reduced, improving nati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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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생활개선 차원에서 나트륨 줄이기 정책이 시행된 2010년 
이후로 한국인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3년 4,583 mg, 2014년 
4,027 mg, 2015년 3,890 mg으로 감소하고 있다(MFDS 2018). 
한국인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한국인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은 세계보건

기구(WHO)의 권고량인 2,000 mg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

치이다(Yeon 등 2017). 나트륨은 신체평형을 유지, 영양소흡

수와 수송, 혈압 및 신경의 흥분을 조절, 근육의 수축작용, 근
육의 신경자극을 전달함으로써 정상적인 근육운동이 가능하

게 하는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성분이다(Jang JY 
등 2009; Yoon MJ 2018). 이렇듯 나트륨은 생활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잉 섭취 시 짠맛으로 인해 갈증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음료, 특히 탄산음료의 섭취를 유발하여 비만, 신
장결석 및 골다공증 등의 질병을 유발하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Jo & Jeong 2015). 즉, 나트륨 과잉섭취는 

심장질환 및 신장질환의 발병 위험률을 증가시키며, 이는 치

료를 위한 비용, 인력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

다(Yoon EK 2015; Jung J 2016). 따라서 우리 국민의 건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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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daily sodium intake in the 6th 

KNHANES(2013~2015).

Variables N (%)

Gender
Male 6,606(41.7)

Female 9,246(58.3)

Age

20~29 1,688(10.6)

30~39 2,588(16.3)

40~49 2,863(18.1)

50~59 3,072(19.4)

≥60 5,641(35.6)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3,407(21.5)

Middle school 1,478( 9.3)

High school 4,418(27.9)

≥College 4,305(27.2)

No answer 2,244(14.2)

Occupation

Unemployed(housewife, student) 1,688(10.6)

Worker 1,211( 7.6)

Service, sales 1,676(10.6)

Agriculture, fishery 723( 4.6)

Management, professional 1,221( 7.7)

Office worker 1,270( 8.0)

Equipment, machinery 5,804(36.6)

No answer 2,259(14.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나트륨 섭취 행태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다.
나트륨 관련 섭취 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식행동, 섭취

량, 섭취행태 등과 관련되어 있다(Chung & Shim 2008; Park 
등 2008; Jang 등 2012; Park 등 2013; Bae 등 2015). Chung & 
Shim (2008)은 경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식섭취빈도조

사지(Dish Frequency Questionnaire: DFQ)를 이용하여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하고, 관련된 식행동을 비교, 평가하였다. Park 
등(2008)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지하는 음식의 소금함유 정

도, 식품 구매 시 영양성분 표시 확인 여부, 다양한 나트륨과 

관련한 식행동에 관해 비교 분석하였다. Bae 등(2015)은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식생활지침의 실천정도에 따른 식

생활 및 생활습관, 나트륨에 관한 식태도, 식행동 및 영양지

식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일부 지

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대학생 또는 노인 등 한

정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국민 전체의 나트륨 섭취 특

성에 대해 조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6기(2013~ 

2015)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나트륨 고섭취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나트륨 고섭취자에게 특화된 나트륨 섭

취로 인한 위험 전달과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

조사 중 제6기(2013~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17,799명 중 만 20세 이상, 1일 나트륨 섭취량

이 30,000 mg 이상인 6명과 0 mg인 1명 그리고 결측치 1,920
명을 제외한 15,8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나트륨 섭취량은 식품섭취조사 가공자료(영양소 섭취량)를 

사용하였다. 만 20대 이하의 경우, 나이에 따른 식사 섭취량

이 성인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 차이

를 고려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1일 나트륨 섭취량의 분포는 

Fig. 1과 같다. 분석 대상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783 
mg이며(중앙값: 3,255 mg, 최빈값: 3,246 mg),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분포를 나타냈다(왜도: 2.14).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성이 

6,606명(41.7%), 여성이 9,246명(58.3%)이었으며, 20대가 1,688
명(10.6%), 30대가 2,588명(16.3%), 40대가 2,863명(18.1%), 50

대가 3,072명(19.4%), 60세 이상이 5,641명(35.6%)이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407명(21.5%), 중학교 졸업이 

1,478명(9.3%), 고등학교 졸업이 4,418명(27.9%), 대학교 졸업 

이상이 4,305명(27.2%)이다. 직업의 경우, 무직(주부, 학생 등)
이 1,688명(10.6%), 단순노무종사자 1,211명(7.6%),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1,676명(10.6%), 농립어업숙련종사자가 723
명(4.6%),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221명(7.7%), 사
무종사자가 1,270명(8.0%),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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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an (mg) Min (mg) Max (mg)

Group A 8,320 2,087 2 3,368

Group B 5,380 4,511 3,369 6,193

Group C 1,770 7,560 6,195 10,168

Group D 325 12,176 10,179 16,371

Group E 57 20,245 16,791 28,130

Total 15,852 3,793 2 28,130

Table 2. Results of cluster analysis on daily sodium intake종사자가 5,804명(36.6%)이다.

2. 연구방법
나트륨 고섭취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두 단계의 분석과

정을 수립하였다. 첫째, 군집분석으로 분석대상의 나트륨 섭

취 수준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군집분석이란 설정된 집

단의 수에 따라 전체 분석 대상들의 유사성이나 거리에 의거

하여 각각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며, 주로 시장 세분화 

등에 사용되고, 분류규칙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집단의 수를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다(Kang & Kim 2009).
둘째, 구분된 집단 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행동 특성

의 통계학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ANOVA)를 사용하였다. ANOVA 방법은 두 개 이상의 집단

의 평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정하는 

방법이다. 군집간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 군집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Duncan 사후검정을 사

용하였다(Kang & Kim 2009).

결과 및 고찰

1. 군집분석
나트륨섭취량을 각각 2~5개 군집으로 구분하는 군집분석

을 실시한 결과, 5개 군집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되었다(Table 2). 이는 2~4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경우, 군
집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섭취군(Group A)은 일일 평균 2,087 mg의 나트륨을 섭취하며

(8,320명), 그 다음으로 Group B(4,511 mg, 5,380명), Group 
C (7,560 mg, 1,770명), Group D(12,176 mg, 325명), Group E 
(20,245 mg, 57명)의 순이다.

2. 섭취군별 특성 분석
Table 2에서 구분된 나트륨 섭취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민건강영양조

사에 조사된 다양한 특성 중 나트륨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를 인구사회적 특성과 행동 특

성으로 구분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가구원 수, 기초생활수급 여부, 주택소유 여부, 연간가

구 총소득, 결혼 여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수축기 혈압, 이
완기 혈압, 체질량지수, 거주지역, 직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 중 거주지역과 직업의 경우, 섭취군별 통계

적 차이를 분석하는 것보다 해당 속성에 따른 섭취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행동 특성은 활동제한 여부, 경제활동상태, 주관

적 체형인식, 1년간 음주빈도, 현재 흡연 여부, 하루 평균 수

면시간,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여

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의사진단 여부, 비만․당뇨병 

유병 여부, 최근 1년 동안 1주 동안 아침․점심․저녁 식사 

빈도, 외식횟수,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식이보충제 복용 여

부, 영양교육 여부, 영양표시 인지 여부, 영양표시 이용 여부, 
영양표시 중 관심영양소, 영양표시 영향 여부, 식생활지원프

로그램 수혜경험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나트륨 섭취군별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성별(1: 남성, 2: 여성), 나이(만 나이), 교육수준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 이상), 신장(cm), 체중

(kg), 허리둘레(cm),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mmHg)이다

(Table 3). 세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키가 클수록,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허리

둘레가 클수록, 혈압이 높을수록 나트륨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

람일수록 보편적으로 식사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나트륨섭취도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트륨섭취가 

높을수록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증가하는 것은 영양학 및 

생리학적 이론과 부합한다.
행동특성 중 나트륨 섭취군별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

로는 경제활동상태(1: 취업자, 2: 실업자), 1년간 음주빈도(1: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2: 월 1회 미만, 3: 월 1회 정도, 
4: 월 2~4회, 5: 주 2~3회, 6: 주 4회 이상), 현재 흡연(0: 과거

흡연 및 비흡연, 1: 현재 흡연), 1주일간 근력운동일수(1: 전혀 

하지 않음, 2: 1일, 3: 2일, 4: 3일, 5: 4일, 6: 5일 이상), 고혈압 

의사진단 여부(0: 아니오, 1: 예), 외식횟수(1: 하루 2회 이상, 
2: 하루 1회, 3: 주 5~6회, 4: 주 3~4회, 5: 주 1~2회, 6: 월 1~3
회, 7: 거의 안 함)로 나타났다(Table 4). 취업자일수록, 음주

빈도가 많을수록, 현재 흡연자일수록, 1주일간 근력운동을 

많이 할수록,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을수록, 외식횟수가 많을

수록 나트륨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특성 중 특이

할만한 점은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의 고나트륨 섭취

이다. 이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다양한 정보에 

의해 나트륨 섭취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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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mg) Gender1)2) Age Education Height Weight Waistline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Group A 2,087 1.70(0.01)a3) 54.3(0.18)a 2.51(0.01)a 159(0.10)a 60.3(0.12)a 81.0(0.11)a 101.8(0.12)a 64.8(0.01)a

Group B 4,511 1.49(0.01)b 49.6(0.21)b 2.89(0.02)b 164(0.13)b 64.3(0.17)b 82.0(0.14)ab 120.2(0.11)ab 72.1(0.04)b

Group C 7,560 1.37(0.01)c 48.2(0.36)bc 2.97(0.03)b 166(0.23)c 66.9(0.31)c 83.1(0.24)b 133.4(0.14)b 87.5(0.04)c

Group D 12,176 1.33(0.03)c 45.5(0.84)bc 3.11(0.06)b 168(0.51)cd 68.5(0.73)c 83.8(0.56)b 134.5(0.10)b 89.6(0.02)c

Group E 20,245 1.33(0.06)c 46.1(2.05)c 2.98(0.13)b 168(1.24)d 67.8(1.63)c 83.2(1.20)b 135.7(0.15)b 90.1(0.05)c

Total 3,793 1.58(0.00) 51.8(0.13) 2.71(0.01) 162(0.08) 62.6(0.10) 81.6(0.08) 117.8(0.18) 81.6(0.08)

N 15,852 15,852 13,608 14,911 14,918 14,909 13,128 13,128
1) Male mean (S.E.): 4,558.14(34.26), female mean (S.E.): 3,246.16(22.75) t-value (p-value): 31.90(0.00).
2) Mean (S.E.).
3) a~c Duncan’s multiple comparison at p<0.05.

Table 3. Difference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mong sodium intake groups

Occupation Sodium intake (mg/day)1)

Unemployed (housewife, student) 3,309(30)a2)

Worker 3,729(74)b

Service, sales 3,796(58)b

Agriculture, fishery 3,888(95)b

Management, professional 4,307(66)c

Office worker 4,518(83)d

Equipment, machinery 4,627(74)d

Total 3,789(22)
1) Mean (S.E.).
2) a~d Duncan’s multiple comparison at p<0.05.

Table 5. Difference of sodium intake among occupation

Mean (mg) Economic state1) Drinking Smoking Exercise (/week) Hypertension Eating out

Group A 2,087 1.50(0.01)a2) 2.97(0.02)a 0.13(0.00)a 1.63(0.02)a 0.29(0.01)a 4.71(0.02)a

Group B 4,511 1.36(0.01)b 3.31(0.02)b 0.21(0.01)b 1.84(0.02)ab 0.21(0.01)b 3.92(0.03)b

Group C 7,560 1.31(0.01)b 3.54(0.04)bc 0.26(0.01)bc 1.98(0.04)b 0.18(0.01)b 3.63(0.04)bc

Group D 12,176 1.26(0.03)b 3.76(0.09)c 0.26(0.03)bc 1.95(0.10)b 0.14(0.02)b 3.48(0.10)c

Group E 20,245 1.32(0.07)b 3.53(0.23)bc 0.31(0.07)c 2.06(0.26)b 0.14(0.05)b 3.53(0.23)c

Total 3,793 1.43(0.00) 3.18(0.01) 0.17(0.00) 1.75(0.01) 0.25(0.00) 4.29(0.01)

N 13,618 12,152 14,028 13,606 14,939 15,791

1) Mean (S.E.).
2) a~c Duncan’s multiple comparison at p<0.05.

Table 4. Difference of behavior characteristics among sodium intake groups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와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

립종사자의 나트륨 섭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직(주부, 학생 등)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5). 지
역별로는 경남과 울산이 나트륨 섭취가 높았으며, 충남, 충
북, 광주, 전남, 전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인의 나트륨 고섭취자 특성을 분석하고, 나트륨 섭취량에 영

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과 일

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통계적인 차이 유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분석대상자의 나트륩 섭취량

을 5개 군으로 나누었다. 가장 낮은 섭취군은 일일 평균 2,087 
mg의 나트륨을 섭취한 반면, 가장 높은 섭취군은 20,245 mg
의 나트륨은 섭취하고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군의 

특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키가 클수록,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혈압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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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e Sodium intake (mg/day)1)

Jeonbuk 3,372(97)a2)

Jeonnam 3,374(102)a

Gwangju 3,548(107)ab

Chungbuk 3,596(101)abc

Chungnam 3,645(91)abcd

Daejeon 3,714(99)bcd

Incheon 3,762(79)bcd

Seoul 3,805(45)bcd

Gangwon 3,816(110)bcd

Busan 3,820(86)bcd

Daegu 3,826(89)bcd

Gyeonggi 3,866(42)bcd

Gyeongbuk 3,901(89)cd

Jeju 3,923(141)cd

Gyeongnam 3,979(97)de

Ulsan 4,230(160)e

Total 3,793(20)
1) Mean (S.E.)
2) a~e Duncan’s multiple comparison at p<0.05.

Table 6. Difference of sodium intake among province

허리둘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와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지역별로는 경남과 
울산이 나트륨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동특성에서는 취업자일수록, 음주빈도가 많을수

록, 현재 흡연자일수록, 1주일간 근력운동을 많이 할수록, 고
혈압 진단을 받지 않을수록, 외식횟수가 많을수록 나트륨 섭

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에는 성별, 나이, 신장, 

체중, 혈압수준, 직업 등 인구사회적 특성과 음주, 흡연, 외식

횟수 등 행동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

혈압 진단을 받기 전의 고혈압 전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나

트륨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

품안전처는 2016년 제2차 나트륨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3,500 mg까지 줄이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저염식단 제공, 소비자 맞

춤형 나트륨 저감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운영 

중이다. 이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나트륨 고섭취자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소비자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나트륨 

고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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