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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Sodium intake in school meals is very high. Accordingly, many health problems have emerg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school dietitian's awareness and practice of sodium contents in urban and rural locations schools and suggest sodium reduction 

plan in school meal service. Methods: A total of 524 nationwide school dietitian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south 

Korea were surveyed using questionnaires to determine their awareness and practicing behavior for reducing high-salt contents in 

meals. Sodium reduction plan was then suggested accordingly. Results: Most school dietitians (83%, n=436) were aware of the 

necessities of sodium reduction in school meals. They were aware of optimum sodium levels at 700-1000 mg. However, the percentages 

of dietitians who had practicing behavior of using measuring utensils for seasoning were 20.7% (n=108), 14.9% (n=78), and 13.5% 

(n=71)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respectively (p<0.001). Dietitians in urb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had 

significantly (p<0.01) higher practicing behavior of using measuring utensils compared to those in rural locations. Considering low 

levels of soup contents with high amount of leftover, the desirable soup portions to be reduced were ‘50-100 mL’ (n=66, 12.7%) for 

elementary school and ‘100-150 mL’ for middle school (n=62, 12.0%) and high school (n=57, 11.0%, p<0.001). Conclusion: Dietitians' 

awareness for sodium reduction was high but their practicing behavior was relatively low. Thus, continuous efforts are required to 

develop reduced-sodium menu by promoting the use of measuring utensils when preparing meals and by planning no soup meal day or 

educating students and teachers about the importances of reducing sodium in school m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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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급식은 하루 한 끼 이상의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편

식교정 등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Kim MH 등 2015).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학교

급식은 2003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확대되어 

2014년에는 전국 11,619개교에서 100% 시행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양불균형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나트륨에 대한 연구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

어져 왔다(Yeon JY 등 2014, Kwon SB & Kim HY 2015).

나트륨은 체내에서 삼투압과 체액량을 조절하고 산･염

기 평형의 항상성 유지와 신경 자극 및 근육의 흥분성 유

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 

무기성분이다(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그런데 식

품자체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천연 나트륨 함량이 존재

하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 소금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

게 되면 생리적 요구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

취하게 된다(Lee HJ 등 2010). 장기간에 걸쳐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는 

변화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Lee JH 2012), 어려서부터 

짠맛에 길들여져 익숙해지면 평생 동안 짠맛을 좋아하게 

된다(Lee SK 등 2010). 따라서 익숙한 짠맛을 좋아하는 

성인들의 식습관을 교정하여 나트륨 섭취를 감소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Kim JN 등 201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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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초등학교부터 접하게 되는 학교급식을 통해 자라나

는 학생들에게 나트륨 저감화 식습관을 심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교급식에

서의 1인 1회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남자 중학생 1,479 

mg, 여자 중학생 1,567 mg, 남자 고등학생 2,302 mg, 여

자 고등학생 1,566 mg으로 하루 목표 섭취량 대비 1.5-2

배정도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Lee JH 2012), 학교

급식에서의 나트륨 섭취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른 많은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성장기 나트륨 과

잉 섭취는 소변 중의 칼슘 배설량을 증가시키고 섭취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골밀도를 떨어뜨려 골격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Shin HW & Lee 

YM 2014) 미래의 혈압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성인기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고(Kim JN 등 2013), 식생활 관련 

만성퇴행성질환인 신장질환, 심혈관질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Lee KH 등 2012, Kwon SB & Kim HY 2015).

나트륨의 과잉섭취는 이처럼 질병의 위험도를 증가시

키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것은 식

사 중 많은 국물을 섭취하는 것과 염장식품의 섭취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Kim JA 등 2012). 국은 한 그릇(240 

g)만으로도 2.23±0.86 g 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고(Kim SJ 

등 2009) 초･중학교 학교급식 240일 중 210회의 국류, 찌

개류, 탕･전골류를 섭취한다는 보고도 있으며(Lee SK 등 

2010) 실제로 초･중학교보다 1일 2-3식을 제공하는 고등

학교의 경우, 늘어나는 국의 제공 횟수로 인해 나트륨 섭

취량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국에 있어서는 염도 

뿐 아니라 제공량이나 제공횟수를 낮추는 등 나트륨을 

저감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나트륨 저감화 관련 연구는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의 나트륨 저감화 실태(Hong SM 등 2014), 

서울 일부 지역 어린이집 조리 종사자 대상 나트륨 저감

화 교육 효과(Shin HW & Lee YM 2014), 사회인지론 모

델을 적용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소비자 영양교육 프로

그램 개발(Ahn SH 등 2014), 단체급식 다빈도 사용 고나

트륨음식의 단계별 저염화의 관능적 특성(Kwon SB & 

Kim HY 2015), 식생활교육이 저나트륨식 적응에 미치는 

영향(Kim HY & Kim JH 2014), 서울시 일부 학부모의 

나트륨 관련 식행동 및 미취학 자녀의 식행동과의 관련

성(Kim YS 등 2015)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

고, 경기(Jung HR 등 2010), 부산(Ha IH & Lyu ES 2015, 

Lee SH & Ryu HK 2015), 대구, 마산, 광주 및 제주(Lim 

HS 등 2013) 등 각 지역별로 나트륨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고 영양(교)

사들의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도, 실천도 및 저감화 

방안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초･중･고 영양(교)사들의 나

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를 파악하고 학교급

식에서 나트륨 저감화의 한 가지 방안으로 국의 제공량

과 제공횟수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조사 분석하였으

며 또 전국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도시형 및 농촌형을 

비교 분석하여 현장의 영양(교)사들이 식단을 계획･조리 

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각 시･도별 교육

청의 도움을 받아 전국 540개의 학교에 설문지를 배포하

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강원도 45부, 경상도 170부, 전라

도 129부, 충청도 66부, 제주도 22부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92부로 총 524부이었다. 도시형과 농촌형 

학교는 급식규모 및 통계청자료를 참조하여, 소규모의 면

과 군 소재지 학교들은 농촌형으로, 대규모의 읍과 동 소

재지 학교들은 도시형으로 분류하였다(Statistics Korea 

2016). 설문지는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방

법 등을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약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

문지 중 변수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문항은 빼고 인지

도 522-524부, 실천도 523-524부, 저감화 방안 518-522부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내용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일반사항 항목에서는 영양교사의 연령, 경력 및 학력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초･중･고 각각의 근무학교에서 도

시형인지 혹은 농촌형인지 등의 근무지역 유형을 조사하

였다.

2) 초･중･고 영양(교)사의 나트륨 저감화 인지도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인지도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들이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감소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영양(교)사가 

예상하는 학교급식 1인 1식 나트륨 함량을 700 mg 미만

부터 1,900 mg 이상까지 선다형으로 조사하였고 식단을 

작성할 때 나트륨함량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도 5점 척

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또 각 항목에 대한 도시형･농

촌형 간의 인지도도 비교 조사하였다.

3) 초･중･고 영양(교)사의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는 조사대상자들이 

조리 시 나트륨의 양을 측정할 때 염도계를 사용하는지, 

또 조리 시 식재료, 특히 양념류를 사용할 때 계량컵 및 

저울을 사용하는지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나트륨 저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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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χ
2

Age (yr)

≤30 100(19.1)

265.4

31-40 186(35.5)

41-50 207(39.5)

≥51  31(5.9)

Total 524(100.0)

Experience

(yr) 

≤5 123(23.5)

150.8
***

6-10 91(17.4)

11-15 95(18.1)

16-20 144(27.5)

≥21 71(13.5)

Total 524(100.0)

Education

College 39(7.4)

158.7
University 250(47.7)

≥Graduate school 235(44.8)

Total 524(100)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180(34.4)

0.3
Middle school 169(32.3)

High school 175(33.4)

Total 524(100)

Region
1)

Urban 249(47.5)

205.5Rural 275(52.5)

Total 524(100)

1) 
Administrative classification using population size by Statistics

Korea (2016)

***p<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를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또한 각 

항목에 대한 도시형･농촌형 간의 실천도도 비교 조사하

였으며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

트륨 저감화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4)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국의 양 현황과 

조절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실천방법의 대안으로 현

재 국 배식량을 조사하여 줄인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

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또 다른 대안으로 

‘국 없는 날’을 제안하고 국 없는 날 운영 계획이 있는지

를 조사하였다. 또 나트륨 저감화 방안에 대한 도시형･농

촌형 간의 정도도 비교 조사하였다.

3. 통계 분석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ver. 20.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는 5점 척도(Likert's scale)를 이용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조사를 위해 빈도(frequency 

analysis)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간의 

유의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χ
2
-test)을 실시하

였다. 도시형･농촌형 간의 차이는 독립표본의 t-test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영양(교)사 

연령은 ‘41-50세 이하’가 207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이하’ 186명(35.5%), ‘30세 이하’ 100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총 경력

은 ‘16-20년 이하’가 144명(27.5%)으로 가장 유의적으로 

많았으며(p<0.001), 그 다음은 ‘5년 이하’ 123명(23.5%), 

‘11-15년 이하’ 95명(18.1%) 순으로 조사되었다. 영양(교)

사의 학력은 ‘대졸’이 250명(47.7%), ‘대학원 재학 이상’

은 235명(44.8%)으로 조사되었다. 영양(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18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69명(32.3%), 고등학교 175명(33.4%) 순이었으

며, 본 연구에 응답한 영양(교)사의 근무지역은 도시형 

249명(47.5%), 농촌형(도서벽지 포함) 275명(52.5%)으로 

나타나 도서벽지를 포함한 농촌형 근무교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초･중･고 영양(교)사의 나트륨 저감화 인지도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인지도는 Table 2와 같다.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섭취량의 감소가 필요한가라는 질

문에 필요성이 ‘높다’가 333명(63.5%), ‘매우 높다’가 103

명(19.7%), ‘보통이다’에 72명(13.7%) 순으로 응답하였으

며 초･중･고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나트륨 섭취

량 감소 필요성에 대해 ‘높다’와 ‘매우 높다’는 의견을 합

하면 436명으로 83% 이상 학교 급식에서 나트륨 섭취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높다’와 ‘매우 높다’는 

의견에 답한 영양교사는 초등학교 139명(26.5%), 중학교 

147명(28.0%), 및 고등학교 150명(28.6%)으로 약간씩 증

가하는 경향을 보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나트륨 

과잉섭취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의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에서도 ‘중요하다’가 

55.6%, ‘매우 중요하다’가 40.5%로 매우 높은 편으로 조

사되었으며(Lee JH 2012), 부산지역 중학교 영양(교)사의 

나트륨 저감화 인식의 전체 평균점수에서는 4.20/5.00점

으로 학교급식에서의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도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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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χ
2

Necessities of reducing sodium intake

11.2
NS

 Very low 2(0.4) 1(0.2) 1(0.2) 4(0.8)

 Low 5(1.0) 5(1.0) 2(0.4) 12(2.3)

 Moderate 34(6.5) 16(3.1) 22(4.2) 72(13.7)

 High 100(19.1) 116(22.1) 117(22.3) 333(63.5)

 Very high 39(7.4) 31(5.9) 33(6.3) 103(19.7)

Total 180(34.4) 169(32.3) 175(33.4) 524(100.0)

Optimum daily recommended sodium contents per 

meal considered by the local dietitian 

29.2
***

 <700 mg 29(5.6) 13(2.5) 7(1.3) 49(9.4)

 700-1,000 mg 81(15.5) 79(15.1) 68(13.0) 228(43.7)

 1,000-1,300 mg 34(6.5) 47(9.0) 48(9.2) 129(24.7)

 1,300-1,600 mg 16(3.1) 15(2.9) 27(5.2) 58(11.1)

 1,600-1,900 mg 15(2.9) 10(1.9) 13(2.5) 38(7.3)

 >1,900 mg 4(0.8) 5(1.0) 11(2.1) 20(3.8)

Total 179(34.3) 169(32.4) 174(33.3) 522(100)

Consideration of sodium reduction during menu 

planning

 Very low - - 2(0.4) 2(0.4)

13.3
NS

 Low 25(4.8) 29(5.5) 27(5.2) 81(15.5)

 Moderate 106(20.2) 112(21.4) 116(22.1) 334(63.7)

 High 45(8.6) 27(5.2) 26(5.0) 98(18.7)

 Very high 4(0.8) 1(0.2) 4(0.8) 9(1.7)

Total 180(34.4) 169(32.3) 175(33.4) 524(100)

NS 
Not significant, ***p<0.001.

Table 2. Awareness of sodium-reduced diet by the school dietitian n(%)

전히 높게 조사된 바 있다(Ha IH & Lyu ES 2015).

영양(교)사가 예상하는 학교급식 1인 1식의 적정 나트

륨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초･중･고교 모두 ‘700-  

1,000 mg’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228명(43.7%)으

로 가장 많았다(p<0.001). 민들레 복합추출물(AF-343) 첨

가 간편가정식용 저염 건식형 치킨 비빔밥에서도 저염화

된 시료군의 나트륨 함량이 820 mg 정도로 보고되고 있

어(Byeon YS & Kim HY 2015) 많은 영양(교)사가 예상

하고 있는 함량과 비슷한 양을 가공식품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1인 1회 나트륨 권고 섭취

량에도 가까워지는 함량이다. 그러나 1식당 나트륨 함량

은 1,000 mg이상이 적절하다고 대답한 경우도 245명

(46.9%)에 달하여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인

식확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식단 작성 시 나트륨 저감화 고려정도에 대해 ‘보통이

다’ 334명(63.7%) 및 ‘높다’ 98명(18.7%)으로 80% 넘는 

많은 영양(교)사들이 식단 작성 시 나트륨 저감화를 고려

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시형･농촌형 간의 영양(교)사의 나트륨 저감화 인지

도에 대한 차이는 Table 3과 같다.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섭취량의 감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영양(교)사가 예상

하는 학교급식 1인 1식의 적정 나트륨 함량 질문 문항은 

도시형･농촌형 간의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의 인지도

에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식단 작성시 나트륨 저감

화 고려정도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농촌형이 3.26점

으로 도시형의 3.05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1).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결과와 반대로 

도시형이 3.06점으로 농촌형의 2.98점보다 유의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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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Necessities of reducing sodium

intake

Urban
3.85±0.71

1)

(n=87)

3.99±0.68

(n=80)

3.96±0.64

(n=82)

Rural
4.02±0.85

(n=93)

4.03±0.66

(n=89)

4.08±0.65

(n=93)

t-value -1.46
NS

-0.45
NS

-1.15
NS

Optimum daily recommended sodium 

contents per serving considered by

the local dietitian 

Urban
2.59±1.33

2)

(n=87)

2.61±1.07

(n=80)

3.06±1.31

(n=81)

Rural
2.51±1.14

(n=92)

2.73±1.18

(n=89)

2.99±1.22

(n=93)

t-value 0.41
NS

-0.68
NS

0.38
NS

Consideration of sodium reduction

during menu planning

Urban
3.05±0.61

1)

(n=87)

3.00±0.60

(n=80)

3.06±0.74

(n=82)

Rural
3.26±0.72

(n=93)

3.00±0.60

(n=89)

2.98±0.59

(n=93)

t-value -2.14
**

0.00
NS

0.81
**

Mean±SD.
1) 

Scale score: 1 (very low) - 5 (very high).
2) 

Scale score: 1 (<700 mg) - 6 (>1,900 mg).
NS 

Not significant, *p<0.05, **p<0.01.

Table 3. Awareness of sodium-reduced diet by the school 

dietitian comparing urban and rural locations

게 나타났다(p<0.01). 도시형 고등학교 학교급식은 입시 

준비 등으로 농촌형보다 배식횟수가 많을 수 있고, 학생 

기호도와 조리원의 식단준비 간편성을 고려하여 농촌형

보다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도시형 고등학교의 식단 작성시 농촌형에 비

해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더 많이 고심한 결과로 사료된

다. 중학교에서는 도시형･농촌형 영양(교)사간의 식단작

성시 나트륨 저감화 고려정도에 대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1인 1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3년 기준 4,027 

mg으로 WHO 및 우리나라 목표 섭취량인 2,000 mg보

다 2배 이상의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으며(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5), 한국인

의 영양섭취기준(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 의하

면 나트륨의 1일 충분 섭취량은 6-8세는 1.2 g, 9-11세는 

1.3 g, 12-18세는 1.5 g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트륨의 과

잉 섭취는 많은 건강문제를 야기하므로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관리는 매우 중요한 영양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나트륨 저감화 인지도 조사 결과, 영양(교)사의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

며 특히 식단 작성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노력이 현

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초･중･고 영양(교)사의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교급식에서 염도계의 사용에 대한 질문에서 초･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항상 사용한다’에 가장 높은 비율

로 응답하여 273명(52.1%)이 학교급식에서 염도계를 항

상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염도계를 

‘자주 사용한다’ 114명(21.8%) 및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사용한다’ 56명(10.7%)의 의견을 ‘항상 사용한다’는 의견

과 합하면 총 443명으로 85.2%의 높은 비율이 학교급식

을 준비할 때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염도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지역 학교급식의 염도계 사

용과 나트륨 저감화 교육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86.6%가 학교 급식실에 염도계를 구비하고 있었으며(Lee 

KS 2013), 2014년 인천지역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조

사된 바에 의하면 국･찌개류에서의 염도계 사용이 95.7%

로 높게 나타나(Ha IH & Lyu ES 2015), 학교 단체급식에

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영양(교)사들은 특히 국과 찌개

류에 대해 거의 대부분 염도계를 사용하여 염도를 모니

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조리 시 양념류를 측정할 때 계량컵이나 저울 등의 측

정기구 사용여부의 질문에 대해 소금의 경우 초･중･고등

학교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에 197명(37.6%)으로 가

장 높은 비율로 답하였고,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에 응

답한 경우와 합하면 297명으로 학교급식에서 56% 이상

이 소금 함량은 측정하지 않고 적당히 첨가 하였으며 유

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된장과 고추장의 경우 측정기구를 

‘자주 사용한다’와 ‘항상 사용한다’를 합한 값은 각각 유

의차를 보이며 초등학교 111명(21.2%)과 108명(20.7%), 

중학교 77명(14.7%)과 78명(14.9%) 및 고등학교 73명(14%)

과 71명(13.5%)의 순으로 나타나(p<0.001),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함량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된장과 고추장의 정

확한 양을 측정하여 사용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

다. 양조간장과 재래간장의 경우에도 측정기구를 ‘자주 

사용한다’와 ‘항상 사용한다’를 합한 값은 초등학교 94명

(18.0%)과 86명(16.4%), 중학교 75명(14.3%)과 69명

(13.2%) 및 고등학교 67명(12.8%)과 66명(12.6%)의 순으

로 나타나, 다른 조미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경향

을 보였다.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에 대한 도시형･농촌형 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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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χ
2

Use of a salinometer

12.7
NS

Never 17(3.2) 12(2.3) 17(3.2) 46(8.8)

Rarely 12(2.3) 12(2.3) 11(2.1) 35(6.7)

Use once or twice a week 15(2.9) 22(4.2) 19(3.6) 56(10.7)

Often 32(6.1) 31(5.9) 51(9.7) 114(21.8)

Always 104(19.8) 92(17.6) 77(14.7) 273(52.1)

Total 180(34.4) 169(32.3) 175(33.4) 524(100)

Use of measuring utensils for salt

8.2
NS

Never 26(5.0) 32(6.1) 42(8.0) 100(19.1)

Rarely 70(13.4) 62(11.8) 65(12.4) 197(37.6)

Once or twice a week 16(3.1) 20(3.8) 20(3.8) 56(10.7)

Often 46(8.8) 37(7.1) 34(6.5) 117(22.3)

Always 22(4.2) 18(3.4) 14(2.7) 54(10.3)

Total 180(34.4) 169(32.3) 175(33.4) 524(100)

Use of measuring utensils for soybean paste

26.2
***

Never 17(3.2) 30(5.7) 33(6.3) 80(15.3)

Rarely 36(6.9) 38(7.3) 54(10.3) 128(24.4)

Once or twice a week 16(3.1) 24(4.6) 15(2.9) 55(10.5)

Often 58(11.1) 38(7.3) 48(9.2) 144(27.5)

Always 53(10.1) 39(7.4) 25(4.8) 117(22.3)

Total 180(34.4) 169(32.3) 175(33.4) 524(100)

Use of measuring utensils for red pepper paste

25.3
***

Never 17(3.2) 30(5.7) 35(6.7) 82(15.6)

Rarely 36(6.9) 39(7.4) 54(10.3) 129(24.6)

Once or twice a week 19(3.6) 22(4.2) 15(2.9) 56(10.7)

Often 60(11.5) 41(7.8) 50(9.5) 151(28.8)

Always 48(9.2) 37(7.1) 21(4.0) 106(20.2)

Total 180(34.4) 169(32.3) 175(33.4) 524(100)

Use of measuring utensils for soy sauce

13.4
NS

Never 16(3.1) 30(5.7) 34(6.5) 80(15.3)

Rarely 4.8(9.2) 43(8.2) 55(10.5) 146(27.9)

Once or twice a week 22(4.2) 21(4.0) 19(3.6) 62(11.8)

Often 58(11.1) 44(8.4) 44(8.4) 146(27.9)

Always 36(6.9) 31(5.9) 23(4.4) 90(17.2)

Total 180(34.4) 169(32.3) 175(33.4) 524(100)

Use of measuring utensils for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11.2
NS

Never 19(3.6) 33(6.3) 37(7.1) 89(17.0)

Rarely 54(10.3) 46(8.8) 55(10.5) 155(29.6)

Once or twice a week 20(3.8) 21(4.0) 17(3.3) 58(11.1)

Often 54(10.3) 39(7.5) 43(8.2) 136(26.0)

Always 32(6.1) 30(5.7) 23(4.4) 85(16.3)

Total 179(34.2) 169(32.3) 174(33.5) 523(100)

NS 
Not significant, ***p<0.001.

Table 4. Practice of sodium-reduced diet by the school dietitia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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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se of a salinometer

Urban
4.24±1.21

(n=87)

4.19±1.07

(n=80)

4.13±1.06

(n=82)

Rural
3.92±1.43

(n=93)

3.94±1.42

(n=89)

3.72±1.45

(n=93)

t-value 1.60
NS

1.27
*

2.17
**

Use of measuring utensils for salt

Urban
2.94±1.30

(n=87)

2.84±1.30

(n=80)

2.61±1.18

(n=82)

Rural
2.71±1.30

(n=93)

2.55±1.29

(n=89)

2.41±1.34

(n=93)

t-value 1.20
NS

1.44
NS

1.05
NS

Use of measuring utensils for 

soybean paste

Urban
3.83±1.30

(n=87)

3.41±1.46

(n=80)

2.98±1.28

(n=82)

Rural
3.24±1.34

(n=93)

2.83±1.38

(n=89)

2.78±1.47

(n=93)

t-value 3.00
**

2.66
**

0.92
NS

Use of measuring utensils for 

red pepper paste

Urban
3.83±1.30

(n=87)

3.40±1.44

(n=80)

2.98±1.28

(n=82)

Rural
3.23±1.31

(n=93)

2.82±1.39

(n=89)

2.70±1.44

(n=93)

t-value 3.09
**

2.67
**

1.34
NS

Use of measuring utensils for 

soy sauce

Urban
3.52±1.27

(n=87)

3.40±1.38

(n=80)

2.91±1.26

(n=82)

Rural
3.05±1.28

(n=93)

2.67±1.34

(n=89)

2.72±1.44

(n=93)

t-value 2.43
*

3.47
**

0.94
NS

Use of measuring utensils for Korean 

traditional soy sauce

Urban
3.41±1.31

(n=87)

3.31±1.39

(n=80)

2.87±1.27

(n=82)

Rural
2.89±1.28

(n=92)

2.57±1.35

(n=89)

2.69±1.46

(n=93)

t-value 2.70
**

3.51
**

0.86
NS

Mean±SD.

Scale score: 1 (never) - 5 (always).
NS 

Not significant, *p<0.05, **p<0.01.

Table 5. Practice of sodium-reduced diet by the school dietitian

comparing urban and rural locations

이는 Table 5와 같다. 염도계 사용여부에 대해 도시형 고

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4.13점과 4.19점의 값으로 농촌

형의 3.72점과 3.94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1, p<0.05). 초등학교에서도 도시형 4.24점, 농촌형 

3.92점의 값을 나타내어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도시

형 영양(교)사들이 염도계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유의

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조리 시 양념류를 측정할 때 계량

컵이나 저울 등 측정기구 사용여부에 대해 소금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서 도시형 영양(교)사들은 각각 2.94점, 

2.84점 및 2.61점의 값을 보였으며, 농촌형에서는 2.71점, 

2.55점 및 2.41점의 값을 나타내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소금을 계량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

다. 학교급식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측정하여 이용하는 경

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도시형이 각각 3.83점과 3.41

점 및 3.83점과 3.40점으로 농촌형의 3.24점과 2.83점 및 

3.23점과 2.82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p<0.01). 

고등학교는 된장과 고추장 경우 도시형이 각각 2.98점의 

값으로 농촌형의 2.78점과 2.70점보다 높았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양조간장과 재래간장 사용시 측정기구를 이용하

는 경우도 된장･고추장과 유사한 결과로 초등학교와 중

학교에서 도시형이 농촌형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실천을 위해 나트륨 함량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조미료를 계량기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도시형 학교

가 농촌형 학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은 경우에서도 

농촌형 학교보다 도시형 학교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경

향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급식에서 영양(교)사들의 나트

륨 저감화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에 비해 

학교급식에서 염도계의 사용이나 추가로 첨가되는 조리

료의 정확한 계량 등,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실천 정도는 

초･중･고 모두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

촌이 더 낮아 조미료와 같이 식단에 추가로 공급되는 나

트륨의 양의 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계량기구 이용의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교)사가 생각하는 학교급식에서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저염식 급식메뉴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

가 219명(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

생‧교사연수 및 교육 ’123명(23.5%), ‘저염식 메뉴에 대한 

인식의 변화’ 75명(14.3%), ‘조미료류 계량 실천 ’58명

(11.1%)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학교급식 저염 메뉴로 소금을 줄

이고 버섯가루, 들깨가루, 멸치가루 등 천연조미료를 사

용하거나 육류나 생선류 조리 시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조리 후 저염소스를 찍어 먹도록 하거나 짠맛 대신 신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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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χ
2

Education for students and teachers 41(7.8) 39(7.4) 43(8.2) 123(23.5)

8.1
NS

Change for awareness of low-sodium menu 25(4.8) 21(4.0) 29(5.5) 75(14.3)

Practice for sodium sauce measurement 24(4.6) 17(3.2) 17(3.2) 58(11.1)

Maintenance of sodium contents in NEIS System
1)

20(3.8) 20(3.8) 9(1.7) 49(9.4)

Reduced sodium menu development 70(13.4) 72(13.7) 77(14.7) 219(41.8)

Total 180(34.4) 169(32.3) 175(33.4) 524(100.0)

NS 
Not significant.

1) 
NEIS System: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Table 6. Priority for sodium reduction practice in school meal service n(%)

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χ
2

Current soup amount

165.4
***

<100 mL 32(6.2) 5(1.0) 1(0.2) 38(7.3)

100-150 mL 103(19.8) 31(6.0) 32(6.2) 166(31.9)

150-200 mL 40(7.7) 98(18.8) 95(18.3) 233(44.8)

200-250 mL 4(0.8) 28(5.4) 42(8.1) 74(14.2)

≥250 mL - 5(1.0) 4(0.8) 9(1.7)

Total 179(34.4) 167(32.1) 174(33.5) 520(100)

Desirable reducing amount for soup

70.4
***

No reduction 21(4.1) 18(3.5) 18(3.5) 57(11.0)

<50 mL 57(11.0) 36(6.9) 33(6.4) 126(24.3)

50-100 mL 66(12.7) 28(5.4) 28(5.4) 122(23.6)

100-150 mL 29(5.6) 62(12.0) 57(11.0) 148(28.6)

150-200 mL 4(0.8) 23(4.4) 38(7.3) 65(12.5)

Total 177(34.2) 167(32.2) 174(33.6) 518(100)

Plan for no-soup day 

14.7
NS

Never 10(1.9) 6(1.1) 3(0.6) 19(3.6)

Rarely 28(5.4) 23(4.4) 22(4.2) 73(14.0)

Once or twice a week 26(5.0) 27(5.2) 26(4.9) 79(15.1)

Often 100(19.1) 86(16.5) 111(21.3) 297(56.9)

Always 15(2.9) 27(5.2) 12(2.3) 54(10.4)

Total 179(34.3) 169(32.4) 174(33.3) 522(100)

NS 
Not significant, *** p<0.001.

Table 7. Current soup amount, desirable reducing amount for soup, and plan for no-soup day in school meal service 

n(%)

이나 향미채소를 이용하여 음식의 향과 맛을 증진시키거

나 조리 시 짠맛을 가미하기 보다는 식품 자체의 맛을 최

대로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Lee JH 2012). 그러나 선

행 연구들에서 맛에 대한 불평과 인식 변화의 어려움 때

문에 나트륨 저감화가 쉽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Ha IH 

& Lyu ES 2015).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는 

나트륨을 줄이는 저염식 메뉴 개발, 학생과 교사대상 나

트륨 저감화 교육,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 변화등 다

양한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국의 양 현황

과 조절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공되

는 국의 양 현황과 조절에 대한 영양(교)사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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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과 같다. 국량이 현재 얼마만큼 배식되는지에 대

해 초등학교에서는 ‘100-150 mL’를 제공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103명(19.8%)으로 유의차를 보이며 가장 많았으

며, 중･고등학교에서는 ‘150-200 mL’를 제공하는 경우가 각

각 98명(18.8%)과 95명(18.3%)으로 가장 많았다(p<0.001). 

학교급식의 실제 섭취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공량 대비 

특히 국의 잔반량이 약 30%정도로 나타나 잔반이 많이 

남는 국의 배식량을 급식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절할 필요

성이 있다고 제안된바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국 배식량을 줄인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유의차를 보이며 ‘50-100 mL’로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한 경우가 66명(12.7%)이었으며 ‘50 mL’ 

이하로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경우도 57명

(11.0%)이나 되었다(p<0.001).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유의

차를 보이며 기존의 양 보다 약 50 mL 정도 줄인 ‘100-150 

mL'가 적당하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62명(12.0%) 및 57

명(11.0%)으로 가장 많았다(p<0.001). 학교급식에서 나트

륨 저감화 방법으로 ‘국 없는 날’ 운영 계획에 대한 영양

교사의 의견에서 ‘자주 적용할 계획이다’가 297명(56.9%), 

‘1주일에 한두 번 적용할 계획이다’가 79명(15.1%) 순으

로 나타나, 전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의 영양(교)사들

이 ‘국 없는 날’ 운영 계획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경기도지역 어린이집의 단체급식 중 나트륨 함량 실태조

사 연구(Jung HR 등 2010), 대구지역 사업체급식 메뉴 유

형별 염도 및 소금함량 측정(Kim JA 등 2012), 및 전주지

역 음식점의 김치, 국･찌개의 염도와 운영자의 염분 기호

도 및 인식 조사(Lee KJ & Song MR 2009) 등에서도 나

트륨 섭취 저감화를 위해 국 섭취를 줄여야한다는 연구

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된 바 있다. 한편 Wansink B & Kim JY(2005)의 연구에

서 큰 용기의 팝콘을 제공한 경우에 더 많은 양의 팝콘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ang UJ & Jo JN(2009)의 

연구에서는 일반 밥그릇(210 g)보다 1회 섭취량을 줄인 

다이어트 밥그릇(150 g)으로 밥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 섭

취량은 줄어도 포만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

가 있다. 또한 고객에게 저염 식사를 적응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인 방법으로 6개월간 매달 나트륨함량을 160 mg

씩 줄임으로써 고객이 맛의 변화를 못 느끼게 하면서 저

염 식사에 적응하게 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Kim SM 

2013).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하루에 학교급식으로 2-3식

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의 제공량을 용량

이 적은 용기를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기존의 제공하였던 

양인 ‘150-200 mL’에서 50 mL 정도 줄인 ‘100-150 mL'로 

줄여 배식한다면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

적으로 나트륨 저감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 524개교 초･중･고 영양(교)사를 대상으

로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

를 조사하고, 학교급식에서 실제 섭취율에 비해 잔반량이 

많은 국의 양 현황을 파악하고 급식 현장 상황에 따라 조

절 가능성을 조사하여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를 위

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인지도를 살펴보면 나트

륨 섭취량의 감소 필요성에 대해 ‘높다’와 ‘매우 높다’는 

의견을 합하면 436명으로 83% 이상으로 높은 경향을 보

였으며, 영양(교)사가 예상하는 학교급식 1인 1식의 적정 

나트륨 함량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700-1,000 mg’이 적

당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228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p<0.001).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를 살펴본 결과 조

리 시 양념류를 측정할 때 계량컵이나 저울 사용여부의 

질문에 대해 된장과 고추장의 경우 측정기구를 ‘자주 사

용한다’와 ‘항상 사용한다’를 합한 값은 각각 유의차를 

보이며 초등학교 111명(21.2%)과 108명(20.7%), 중학교 

77명(14.7%)과 78명(14.9%) 및 고등학교 73명(14%)과 71

명(13.5%)의 순으로 나타났다(p<0.001). 염도계 사용여부

에 대해 도시형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4.13점과 4.19

점의 값으로 농촌형의 3.72점과 3.94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p<0.05). 조리 시 양념류를 측정할 

때 계량컵이나 저울 사용여부에 대해 된장과 고추장을 

측정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도시형

이 각각 3.83점과 3.41점 및 3.83점과 3.40점으로 농촌형

의 3.24점과 2.83점 및 3.23점과 2.82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p<0.01), 양조간장과 재래간장 사용시 

측정기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된장･고추장과 유사한 결과

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도시형이 농촌형보다 유의적

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p<0.05, p<0.01)

학교급식에서 실제 섭취율에 비해 잔반량이 많은 국의 

양 현황에 대해 초등학교에서는 ‘100-150 mL’를 제공한

다고 대답한 경우가 103명(19.8%)으로 유의차를 보이며 

가장 많았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150-200 mL’를 제공

하는 경우가 각각 98명(18.8%)과 95명(18.3%)으로 가장 

많았다(p<0.001). 국 배식량을 줄인다면 어느 정도가 적

당한지에 대해 초등학교는 유의차를 보이며 ‘50-100 mL’

로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한 경우가 66명(12.7%)이

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100-150 mL’로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62명(12.0%)과 57명(11.0%)

으로 가장 많았다(p<0.001). ‘국 없는 날’ 운영 계획에 대

한 영양교사의 의견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에서 ‘자

주 적용할 계획이다’가 297명(56.9%), ‘1주일에 한두 번 

적용할 계획이다’가 79명(15.1%) 순으로 나타나,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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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초･중･고등학교의 영양(교)사들이 ‘국 없는 날’ 운영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영양

(교)사들은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인식은 높으나 실천도

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를 위해 지속적인 저염식단 개발이 필요하며 학생

과 교사들에 대해 꾸준한 저염교육의 중요성을 꾸준히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조미료 등, 

식단에 나트륨을 첨가하는 경우 계량하는 습관을 홍보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국 제공량 감소 및 ‘국 없는 날’ 등

의 방안은 지속적으로 시행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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