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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 어린이집에서의 블루투스 염도계 사용에 따른
국의 염도 비교

Comparison of Salinity of Soups on the Use of Bluetooth Salinity 
Meter at Childcare Centers in Anyang Area

김혜원*, 피재은**

Hye Won Kim*, Jae Eun Pie**

요 약 이 연구는 블루투스 염도계 사용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국의 적정 염도 수준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 나트륨 저감

화 특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블루투스 염도계 사용 군, BG)과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블루투스 염도계

미사용군, NG)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블루투스 염도계 사용 여부에 따라 국의 염도와 나트륨양을 비교

하였을 때, BG의 값이 NG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블루투스 염도계의 사용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염도와 나트륨양

이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블루투스 염도계는 어린이집에서의 나트륨 저감화 교육과 관련하여 조리원들의 자발적인

염도 조절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어린이집, 블루투스 염도계, 염도, 나트륨양

Abstract We analyzed whether the use of the Bluetooth salinity meter could affect the proper level of salinity 
in childcare center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childcare centers that wish to participate in the sodium 
reduction project (Bluetooth salinity meter using group, BG) and those that did not participate (Bluetooth salinity 
meter not using group, NG) among childcare centers registered with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in Anyang from January to December 2019.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salinity and sodium 
contents of the soup according to whether or not a Bluetooth salinity meter was used, the salinity and sodium 
contents of BG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G (p < 0.0001). Salinity and sodium contents in soups 
tended to decrease as the number of use of the Bluetooth salinity meter increased (p = 0.020). In conclusion, 
Bluetooth salinity meter can be used as a means to induce voluntary salinity control by cookers regarding 
sodium reduction education at child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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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나트륨은 인체의 삼투압, 혈압, 신경의 흥분 조절 등

과 같은 생명 유지를 위한 각종 역할 및 항상성을 유지

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1], 장기간 과

량의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신장질환, 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가 있다 [2]. 한국인에게

소금, 배추김치, 간장, 된장 등은 나트륨 섭취의 주요

급원 식품인데 [3]. 그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권고량인 2,000 mg 보다 높은

수준이며 [4], 세계적으로도 20세 이상 성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매우 많은 나라에 속해 있다 [5].

짜게 먹는 식습관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6], 어릴

때 짜게 먹는 식습관에 길들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

어 나트륨 섭취량이 급증하게 된다 [7]. 영유아기의 발

달은 전 일생 중 가장 중요하므로 [8], 적절한 영양 섭

취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 형성된 식습관은 변

화시키기가 어렵기에 [9], 영유아기와 같이 새로운 음식

을 접하는 나이에 짠맛에 대한 건강한 입맛을 길들이는

시도를 하는 게 적절하다. 어린이의 나트륨 섭취량은

비만, 당뇨병, 뇌졸중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과

[10], 단 음료의 섭취량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11]. 게다가 우리나라 영유아의 나트륨 1일 섭취량은

2018년에 1 ~ 2세의 경우 1,185.2 mg, 3 ~ 5세의 경우

1,535.4 mg이었는데 이는,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제시한 나트륨 충분섭취량인 900 mg(1 ~ 2

세)과 1,000 mg(3 ~ 5세)을 모두 넘는 수준으로 [12],

이들 연령대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영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식사를 준비할 능력

이 없어서, 보호자로부터 제공되는 급식의 나트륨 함량

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영유아의 나트륨 섭취량을 낮춰

야 한다. 특히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13]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제공되

는 급식의 간은 조리원의 짠맛에 대한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기에 [14], 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나트륨 저감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하 센터)를 개소하여 어린이급식소에서의 영양교육

을 시행하고 있으며 [15], 나트륨 저감화를 주제로 한

교육의 예로는 센터 소속 영양사가 어린이급식소에 방

문하여 국의 염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센

터의 인력이 어린이급식소에 상주할 수 없어 매번 지도

하기에 어려우므로 조리원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끌

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16]. 특히나 성인이 나트륨

을 적게 섭취하는 식습관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17], 어떠한 영양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

기에 [18], 조리원의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건강한 식행

동의 중요성을 꾸준히 인지시킬 방안이 요구된다. Ahn

등도 어린이집 급식종사자들의 나트륨 저감화 관련 바

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나트륨 저감화의 중

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9].

이에,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하 안양시

센터)는 나트륨 저감화와 관련된 특화사업에서 어린이

집 조리원의 자발적인 행동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블

루투스 염도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즉, 특화사업에 참

여하는 어린이집에 블루투스 염도계를 제공하여 조리

원이 국의 염도를 측정하고, 안양시센터에서는 이 수치

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것이다. 블루투스 염도계로 수

집된 염도와 나트륨양은 특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어

린이집과 비교하였고, 블루투스 염도계를 사용한 어린

이집 중에서도 그 측정 횟수가 잦은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서의 염도와 나트륨양도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블루투스 염도계의 사용이 어린이집 국의

염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어린이집 조리원 대상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

안을 제시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안양시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나트륨 저감화

특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Bluetooth salinity

meter using group, BG)과 참여하지 않은 기관

(Bluetooth salinity meter not using group, NG)을 대

상으로 하였다.

2. 염도 측정 및 나트륨양 계산

염도는 국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는데, 어린이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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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음식 중, 국이 영유아의 나트륨 섭취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21].

BG의 염도는 블루투스 염도계(Natrium Care,

DMT-20N, 대윤계기산업)를 어린이집에 제공하여 조리

원이 국의 염도를 측정한 후, 휴대전화와 연동시킨 관

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과를 안양시센터에 전송하

도록 하였다. NG의 염도는 안양시센터 인력이 센터 가

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 [22] 정기적인 방문교육을 할

때, 그날 제공하는 국의 염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염

도를 이용하여 국 100g당 나트륨양을 계산한 식은 다음

과 같다 [23].

나트륨양(mg/100g) = 염도(%) × 1,000 × 0.4

3. 국의 분류

염도를 측정한 국의 종류는 우선,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서 [24] 제시한 국의 종류에 근거하여 맑은장

국, 토장국, 곰국(곰탕), 냉국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2018년 국민영양통계 [3] 자료에서 나트륨의 주요 급원

식품 중 2위가 김치임을 고려하여 김치를 주재료로 사

용한 국을 김칫국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찌개

류, 들깨 및 콩가루류, 탕류, 면 및 만두류, 기타도 포함

하여 국을 총 10종류로 분류하였다.

Kim [25]이 맑은장국은 소금, 간장, 젓갈로 간하는

것이며, 토장국은 된장, 고추장 위주라고 설명한 바에

따라, 맑은장국에는 북엇국, 달걀국, 감잣국, 콩나물국,

미역국 등 맑게 끓여낸 국이 포함되었고, 토장국에는

두부된장국, 버섯된장국, 시금치고추장국, 돈육고추장국

등 된장이나 고추장을 주재료로 한 국이 포함되었다.

닭곰탕, 설렁탕 등은 곰국(곰탕)으로, 느타리들깻국, 들

깨숙주국, 콩가루배춧국 등 국에 들깨나 콩가루를 넣었

을 때는 들깨 및 콩가루류로 분류하였다.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국 이름이 찌개일 때는 찌개류

로 보았으며, 탕류에는 삼계탕, 갈비탕 등이 포함되었

다. 면 및 만두류에는 수제비, 국수, 만둣국 등이 포함

되었고, 냉국은 오이냉국, 수박냉국 등이 해당하였다.

기타에는 상기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양파스프, 양송이

스프, 숭늉 등을 포함했다.

4.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SPSS version 18.0(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괏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국의 염도 및 나트

륨양의 경우, BG와 NG간을 비교할 때는 독립표본 t 검

정을 하였고, 국 종류 간, 블루투스 염도계 측정 횟수

간의 비교는 일원배치분산분석 후 Duncan 사후분석을

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블루투스 염도계 측정 횟수 간의 비교 시, 횟수에 대

한 기준은 Lee와 Lee [23]의 연구를 응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년이 약 52주임을 고려하여 측정 횟수가

52회 이하인 경우, 53 ~ 103회인 경우, 104회 이상인 경

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블루투스 염도계 사용 여부에 따른 국의 염도와 나

트륨양

본 연구에서 분석한 어린이집 수는 BG는 273기관

(68.4%), NG는 126기관(31.6%)으로 총 399기관이었으

며, 군별 총 염도 측정 횟수는 BG는 30,211회, NG는

261회였다(표 1). 블루투스 염도계 사용 여부에 따른 국

의 염도와 나트륨양을 비교한 결과, BG의 염도는 0.39

± 0.14%로 NG의 염도(0.46 ± 0.19)보다 유의하게 낮았

고, 나트륨양도 같은 양상이었다(p < 0.0001).

표 1. 그룹별 국의 총 염도와 나트륨양
Table 1. Total salinity and sodium contents of soups by groups

Group n Salinity
(%)

Sodium
(mg/100g)

F
value

p
value2)

BG 30,211 0.39
± 0.141)

155.20
± 54.22 52.630 <

0.0001

NG 261 0.46
± 0.19

184.09
± 76.31

BG, Bluetooth salinity meter using group; NG. Bluetooth salinity
meter not using group
Number of childcare centers enrolled at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in Anyang were 273 in BG and 126 in
NG.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
2)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G and NG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국별 염도 측정 횟수는 두 군 모두 맑은장국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토장국이었는데, 세 번째로 많이 측정

된 국은 BG의 경우 들깨 및 콩가루류였던 반면, NG는

찌개류였다(표 2). BG와 NG의 국별 염도와 나트륨양을

비교한 결과, 맑은장국의 경우 BG의 염도(0.39 ± 0.13)

와 나트륨양(155.51 ± 52.26 mg/100g)이 NG(염도: 0.43

± 0.18; 나트륨양: 173.33 ± 71.84) 보다 유의하게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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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 = 0.003). 토장국도 BG(염도: 0.40 ± 0.13; 나트륨

양: 159.94 ± 51.92)가 NG(염도: 0.49 ± 0.20; 나트륨양:

197.90 ± 80.83)보다 낮았으며(p < 0.0001), 찌개류도 마

찬가지였다(BG 염도: 0.40 ± 0.11, 나트륨양: 161.90 ±

42.97; NG 염도: 0.52 ± 0.19, 나트륨양: 209.07 ± 76.25,

p = 0.029). 그 외에 들깨 및 콩가루류와 면 및 만두류

는 블루투스 염도계 사용 여부에 따른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김칫국, 기타, 탕류, 곰국(곰탕), 냉국에 대해서

는 NG에서의 측정 횟수가 1 이하였기에, 이들 국에 대

한 군별 비교는 하지 않았다.

BG에서의 국 종류에 따른 염도와 나트륨양을 비교

하였을 때, 기타에 속한 국의 염도(0.13 ± 0.24)와 나트

륨양(53.14 ± 97.44)이 다른 국에 비해 가장 낮았다(p <

0.0001). 냉국의 염도(0.32 ± 0.12)와 나트륨양(128.62 ±

47.61)도 기타에 속한 국보다는 그 값이 컸지만, 맑은장

국, 토장국, 들깨 및 콩가루류, 찌개류, 김칫국, 면 및 만

두류, 탕류, 곰국(곰탕)보다는 유의하게 낮았다(p <

0.0001).

2. 블루투스 염도계 측정 횟수에 따른 국의 염도와 나

트륨양

블루투스 염도계 측정 횟수에 따른 국별 염도와 나

트륨양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는데, 염도계 측정

횟수가 많아질수록 염도와 나트륨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블루투스 염도계를 52회 이하로 사용했

표 2. 그룹별 국 종류에 따른 염도와 나트륨양
Table 2. Salinity and sodium contents of soups by soups’ types and groups

n (%) Salinity (%) Sodium (mg/100g) F value p value2)

Clear soup
BG 16,410 (54.3) 0.39 ± 0.131)a 155.51 ± 52.26a 26.411 0.003
NG 147 (56.3) 0.43 ± 0.18 173.33 ± 71.84

Soybean paste soup
BG 8,987 (29.7) 0.40 ± 0.13a 159.94 ± 51.92a 36.625 < 0.0001
NG 84 (32.2) 0.49 ± 0.20 197.90 ± 80.83

Perilla seed or bean powder soup
BG 1,549 (5.1) 0.38 ± 0.12a 153.30 ± 46.95a 16.928 0.170
NG 9 (3.4) 0.51 ± 0.25 204.00 ± 100.84

Stew
BG 1,480 (4.9) 0.40 ± 0.11a 161.90 ± 42.97a 16.821 0.029
NG 15 (5.7) 0.52 ± 0.19 209.07 ± 76.25

Kimchi soup
BG 591 (2.0) 0.40 ± 0.11a 158.46 ± 44.52a - -
NG 1 (0.4) 0.44 176.00

Others
BG 536 (1.8) 0.13 ± 0.24c 53.14 ± 97.44c - -
NG 0 - -

Noodle and dumpling
BG 301 (1.0) 0.39 ± 0.12a 155.72 ± 46.06a 0.209 0.567
NG 4 (1.5) 0.42 ± 0.10 169.00 ± 38.42

Broth
BG 209 (0.7) 0.37 ± 0.12a 149.61 ± 46.89a - -
NG 1 (0.4) 0.30 120.00

Gomtang (chicken or beef-bone soup)
BG 135 (0.4) 0.39 ± 0.13a 157.30 ± 53.49a - -
NG 0 - -

Cold soup
BG 13 (0.0) 0.32 ± 0.12b 128.62 ± 47.61b - -
NG 0 - -

F value 237.509
p value3) p < 0.0001

BG, Bluetooth salinity meter using group; NG. Bluetooth salinity meter not using group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
2)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G and NG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3)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oups’ types in BG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followed by post hoc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test. The superscript letters correspond to significance in comparisons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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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염도가 0.40 ± 0.14%, 나트륨양이 159.13 ± 54.76

mg/100g으로 가장 높았으며, 횟수가 52회보다 많을 때

는 이보다는 낮게 측정되었다(p = 0.020).

표 3. BG의 블루투스 염도계 측정 횟수에 따른 국의 총 염도와
나트륨양

Table 3. Total salinity and sodium contents of soups by number
of annual salinity measurements in Bluetooth salinity meter
using group

n
Salinity
(%)

Sodium
(mg/100g

)

F
valu
e

p
value
2)

≤ 52 1,408
0.40
± 0.14a

159.13
± 54.76a

3.893 0.020

53
~ 103

6,129
0.39
± 0.14b

155.05
± 57.22b

≥
104

22,67
4

0.39
± 0.13b

154.99
± 53.33b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
2)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followed by post hoc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test. The superscript letters correspond to
significance in comparisons between groups.

상세 비교를 하기 위하여 국별로 분석한 결과(표 4),

블루투스 염도계 측정 횟수에 따른 염도와 나트륨양의

차이를 보인 국은 토장국, 들깨 및 콩가루류, 곰국(곰

탕)이었다. 토장국의 경우 52회 이하로 사용한 경우의

염도(0.42 ± 0.13)와 나트륨양(168.09 ± 53.74)은 다른

두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01). 들깨 및 콩

가루류에서는 52회 이하로 사용한 경우의 염도(0.40 ±

0.17)와 나트륨양(159.08 ± 68.79)은 53 ~ 103회로 사용

한 경우(염도: 0.37 ± 0.14; 나트륨양: 147.79 ± 56.57)보

다 높았으나, 104회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염도: 0.39 ±

0.10; 나트륨양: 154.52 ± 41.80)와는 차이가 없었다(p =

0.040). 곰국(곰탕)은 52회 이하로 사용한 경우, 염도와

나트륨양은 각각 0.50 ± 0.28%와 200.80 ± 111.22

mg/100g으로, 다른 두 군보다 값이 컸다(p = 0.027). 냉

국은 염도계를 52회 이하로 사용했을 때 측정 횟수가 1

이하여서 블루투스 염도계 측정 횟수에 따른 비교하지

않았다.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안양시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을 대

상으로 블루투스 염도계 사용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제

공하는 국의 염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블루투스

염도계가 어린이집 조리원의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교

육 방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블루투스 염도계 사용에 따른 국의 염도와 나

트륨양을 비교하기 위하여 BG와 NG를 비교·분석한 결

과, BG의 값이 NG 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염도계 측정

횟수가 많아질수록 염도와 나트륨양도 낮아져, 블루투

스 염도계의 사용은 국의 염도와 나트륨양을 감소시키

는 데 효과가 있었다. 어린이급식소는 인력과 설비 부

족, 영양사 부재, 영유아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

족 등의 이유로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 염도 관리가 부실하다 [26]. 따

라서 NG도 정기교육 때에만 센터 인력이 방문하여 염

도를 측정하였으므로, 평소에는 국의 염도에 대한 중요

성을 덜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BG는 블루

투스 염도계를 활용하여 NG보다 비교적 꾸준히 염도를

확인하는, 스스로 염도 관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염도를 계속 측정하는 행동이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며, 블루투스 염도계를 활

용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염도가 낮은 것과, 블루

투스 염도계의 측정 횟수가 많을수록 염도가 더 낮아지

는 것은 지속적인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또

한, 염도계를 이용한 급식메뉴의 염도 관리는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현실적이기에 [14], 어린이집 조리원 대

상 나트륨 저감화 교육에 블루투스 염도계의 활용은 적

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대구시 [23]

와 서울 일부 지역 [27] 어린이집에서도 염도 측정 횟

수가 증가할수록 염도와 나트륨양이 낮아졌다. 또한,

Shin과 Lee [28]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 급식종사자 대

상의 나트륨 저감화 교육은 어린이집에서의 염도계 측

정 횟수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들의 지속적

인 교육을 위해서라도 염도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제

안하였다.

BG와 NG에서 많이 측정한 국으로는 맑은장국와 토

장국이었는데, 이는 아무래도 영유아 대상의 식단이기

에 영유아에게 덜 자극적인 메뉴로 구성하였기 때문으

로 보이며, Jo와 Han [26]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NG에서 맑은장국과 토장국의 염도와 나트륨양은 BG보

다 약 1.1 ~ 1.2배 높아, 많이 제공하는 국의 염도와 나

트륨양의 차이로 인하여 총 염도와 나트륨양이 NG에서

더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NG에서 김칫국, 기타, 탕류, 곰국(곰탕), 냉국의 측정

횟수가 1 이하로 조사되어 해당 국에 대하여 BG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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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할 수 없었는데, 1 이하인 이유를 유추하면 NG

의 염도 측정은 연간 약 2회 정도만 하기 때문이다. BG

는 블루투스 염도계를 센터로부터 제공받아, 자율적으

로 활용하며 꾸준히 염도를 측정했지만, NG의 염도는

정기 방문교육 시에만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군

간 전체적인 측정 횟수에 차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국은 그 측정 횟수가 아주 적었다고 판단된다.

BG에서의 국 종류별 염도와 나트륨양을 살펴본 결

과, 그 값이 가장 낮았던 국은 기타에 속한 국이었고,

그다음은 냉국이었다. 본 연구에서 기타에 포함된 국으

로는 각종 스프류, 숭늉 등이었는데, 숭늉이 간을 하지

않고 섭취하는 음식이므로 이에 대한 영향으로 기타에

표 4 BG의 블루투스 염도계 측정 횟수에 따른 국 종류별 총 염도와 나트륨양
Table 4. Salinity and sodium contents of soups by soups’ type and number of annual salinity measurements in Bluetooth salinity
meter using group

n (%) Salinity (%) Sodium (mg/100g) F value p value2)

Clear soup
≤ 52 761 (54.0) 0.39 ± 0.12 155.60 ± 49.77 0.067 0.935
53 ~ 103 3,385 (55.2) 0.39 ± 0.15 155.22 ± 59.77
≥ 104 12,264 (54.1) 0.39 ± 0.13 155.58 ± 50.15

Soybean paste soup
≤ 52 445 (31.6) 0.42 ± 0.13a 168.09 ± 53.74a 8.325 < 0.0001
53 ~ 103 1,878 (30.6) 0.39 ± 0.13b 157.13 ± 51.91b

≥ 104 6,664 (29.4) 0.40 ± 0.13b 160.19 ± 51.74b

Perilla seed or bean powder soup
≤ 52 74 (5.3) 0.40 ± 0.17a 159.08 ± 68.79a 3.325 0.040
53 ~ 103 331 (5.4) 0.37 ± 0.14b 147.79 ± 56.57b

≥ 104 1,144 (5.0) 0.39 ± 0.10ab 154.52 ± 41.80ab

Stew
≤ 52 54 (3.8) 0.42 ± 0.11 167.63 ± 45.43 0.784 0.457
53 ~ 103 265 (4.3) 0.41 ± 0.11 162.46 ± 44.93
≥ 104 1,161 (5.1) 0.40 ± 0.11 160.73 ± 42.41

Kimchi soup
≤ 52 31 (2.2) 0.40 ± 0.11 158.32 ± 44.79 0.040 0.961
53 ~ 103 119 (1.9) 0.40 ± 0.14 159.50 ± 55.61
≥ 104 441 (1.9) 0.40 ± 0.10 158.20 ± 41.12

Others
≤ 52 17 (1.2) 0.09 ± 0.14 36.00 ± 57.20 0.874 0.418
53 ~ 103 49 (0.8) 0.17 ± 0.20 68.24 ± 81.30
≥ 104 470 (2.1) 0.13 ± 0.25 52.19 ± 100.03

Noodle and dumpling
≤ 52 8 (0.6) 0.40 ± 0.17 161.50 ± 67.37 0.835 0.435
53 ~ 103 53 (0.9) 0.37 ± 0.13 148.45 ± 51.02
≥ 104 240 (1.1) 0.39 ± 0.11 157.13 ± 44.15

Broth
≤ 52 8 (0.6) 0.38 ± 0.13 150.50 ± 51.40 0.397 0.673
53 ~ 103 26 (0.4) 0.39 ± 0.12 157.23 ± 47.43
≥ 104 175 (0.8) 0.37 ± 0.12 148.43 ± 46.78

Gomtang (chicken or beef-bone soup)
≤ 52 10 (0.7) 0.50 ± 0.28a 200.80 ± 111.22a 3.715 0.027
53 ~ 103 20 (0.3) 0.39 ± 0.12b 154.00 ± 47.03b

≥ 104 105 (0.5) 0.38 ± 0.11b 153.79 ± 44.90b

Cold soup
≤ 52 - - - - -
53 ~ 103 0.3 (0.0) 0.41 ± 0.04 162.67 ± 16.65
≥ 104 10 (0.0) 0.30 ± 0.12 118.40 ± 49.57

Number of childcare centers were 70 (≤ 52), 75 (53 ~ 103), 128 (≥ 104).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
2)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followed by post hoc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test. The superscript letters correspond to significance in comparisons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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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국의 염도가 가장 낮게 나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에 속한 국 다음으로 염도가 낮은 국의 종류는 냉

국으로, 본 연구에서 냉국에 포함한 국으로는 오이냉국,

수박냉국 등 메뉴명에 냉국으로 표시한 경우만 해당하

였다. 냉국의 양념으로는 식초, 설탕, 소금 등이 사용되

는데 [15],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

는 소금은 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

로 냉국이 염도가 낮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BG를 블루투스 염도계 측정 횟수에 따라 세 그룹으

로 나누어서 국 종류별로 염도와 나트륨양의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한 결과, 토장국, 들깨 및 콩가루류, 곰국(곰

탕)이 차이를 보였다. 토장국은 된장이나 고추장과 같

은 장류를 활용한 국으로, 재료 자체에 소금이 다량 함

유되어 있어 고나트륨 한식 대표 음식으로 볼 수 있다

[29]. 우리나라 영유아의 나트륨 섭취 급원 식품 중 된

장은 1 ~ 2세와 3 ~ 5세에서 각각 상위 4위와 5위를 차

지할 만큼 이들 나이대가 된장으로부터 나트륨을 섭취

하는 양은 많다 [3]. 반면 고추장은 매운맛에 익숙지 않

은 영유아가 자주 섭취하기는 어려워 1 ~ 2세에서는 27

위, 3 ~ 5세에서는 14위로 조사되었다. 토장국은 맑은장

국과 더불어 영유아에게 많이 제공되는 국이므로 이들

국의 염도를 조절하는 것이 영유아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토장국의 경우

염도를 자주 측정할수록 그 값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

기에 영유아 대상 국을 조리할 때 염도를 매번 측정하

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염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거기에 저염 된장과 같은 염도가 보다 낮은 식

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

다. 덧붙여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효

율적인 영양교육 방법 [30]임을 고려하였을 때도, 블루

투스 염도계는 조리원이 측정한 염도를 센터에서 바로

모니터링을 하며 어린이집의 염도 관리가 실시간 가능

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류의 염도계의 활용범위를 넓

히는 것이 필요하다.

들깨 및 콩가루류와 곰국(곰탕)도 염도 측정 횟수가

적을 때 염도와 나트륨양이 높았으므로 들깻가루, 콩가

루를 활용하거나 닭곰탕이나 설렁탕과 같이 뼈 등을 우

려낸 국을 제공할 때도 염도를 계속 확인하는 게 좋겠

다. 또한 이러한 국들은 재료 자체가 가진 고소한 맛이

있으므로, 성인의 입맛이 기준이 되어 추가로 가미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영유아에게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결론적으로, 블루투스 염도계는 어린이집의 나트륨

저감화 교육과 관련하여 센터 인력의 추가적인 방문교

육 없이도 어린이집 조리원의 자발적인 국의 염도 조절

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의 나트륨 섭

취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짠맛에 대한 올바른 미각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는데, 추후 연

구로 블루투스 염도계 사용 전·후 조리원의 나트륨 저

감화와 관련된 영양 지식 및 행동 변화에 대한 비교 연

구가 병행되어 블루투스 염도계가 교육대상자에게 효

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

점에도 본 연구는 블루투스 염도계의 활용이 어린이집

에서의 나트륨 저감화 교육 시 센터에서 적용할 수 있

는 교육 방법의 하나로 제안할 수 있음에 가치가 있음

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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