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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ssociations of dietary sodium (Na) intake with salt-related 
dietary behaviors of 218 university students (95 men; 123 women) living in Gyeonggi area. Dish frequency 
questionnaire (DFQ) was used to identify salt-related dietary behaviors and to determine Na intakes. In men, 
systolic & diastolic blood pressures, Na intakes and DFQ-15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women. 
High-salt intake group (HS), classified by DFQ-15, had higher scores of high-salt dietary attitude and more 
Na intakes than low-salt intake group (LS). HS took protein foods and had balanced diets less frequently 
than LS (p<0.05).  HS had fried dishes & fatty meats, and added salt to dishes more frequently (p<0.05). HS 
and LS had differences in preference of soy-boiled and Chinese or Japanese foods, in intake frequency of 
bean-paste soup, in use of soy sauce with fried food or raw fish, and in salt addition to dishes at the table 
(p<0.05).  HS, classified by Na intakes, had high-salt dietary attitudes such as preference of seasoned rice 
& soy-boiled foods and habitual addition of soy sauce or salt to dishes at the table. The subjects using food 
labels when purchasing had better salt-related attitudes & behaviors, and lower DFQ-15 scores & Na intakes 
than the non-users (p<0.01). Self-assessed HS (SHS) had worse salt-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s (p<0.05). 
Male self-assessed LS (SLS) had higher Na intakes, which indicated that self-assessment of salt preference 
did not actually reflect Na intake. In summary, male university students belonged to a high-risk group of 
salt intakes, and HS preferred soy-boiled foods or fatty dishes, frequently added salt to dishes and rarely 
had balanced die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should 
include fundamental dietetics and a balanced diet, in addition to a low-Na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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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 으로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나트륨이 부족할 염려

가 없으며 오히려 지나친 섭취로 인하여 액량이 증가되어 

압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소 에 

민감한 사람이 계속하여 많은 양의 소 을 섭취하면 나이가 

들면서 고 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1). 소 섭

취와 고 압 유병률과의 련성은 32개국 10079명을 상으

로 한 INTERSALT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2). 고 압은 

뇌졸 , 심근경색, 울 성심부   말 질환과 같은 심

질환의 주요 험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고 압이 뇌

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35%, 허 성 심장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21%로 알려져 있다(3). 한 장기

간 높은 수 의 소  섭취는 신장질환, 암,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의 주요 험요인이 된다(1-6).

2005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7), 한국인의 평균 나트

륨 섭취량은 하루 5279.9 mg으로 한국 양학회의 목표 섭취

량인 2000 mg(8)의 두 배가 넘으며, 1998년 4035.9 mg, 2001

년 4903.4 mg에 이어 차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

히 30∼49세와 20∼29세 남자의 경우에는 그 섭취량이 각각 

6817.9 mg와 6439.2 mg으로 목표 섭취량의 세 배가 넘는 

매우 높은 상태이다.

고 압은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단일 질환으로서, 

20세 이상 한국인 남자의 약 27%, 여자의 약 21%가 고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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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으며, 20∼29세 남자의 6.5%, 여자의 0.6%가 

고 압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38.8%, 

여성의 19.8%가 향후 고 압으로 이행할 험이 높은 고

압 기(prehypertension)에 해당하고 있어(7), 식사와 운동 

등 생활습 의 개선을 통해 고 압을 방함으로써 유병률

의 증가를 막는 리 책이 시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와는 달리 가공식품보다는 조리

에 사용되는 소 으로부터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으며(9), 특히 김치, 국, 개 등을 통한 과잉섭취가 문제시

되고 있다(10).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나트륨 섭취량 조사에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할 경우, 각 가정에서 조리시 첨가하는 

소 이나 간장, 된장, 고추장의 양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

들기 때문에 정확한 나트륨의 섭취량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는 문제 이 있다(10,11). 한편, 반정량 (semi-quantitative) 

식품빈도조사법(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은 비

교  장기간에 걸친 평소의 습 인 양소 섭취를 평가할 

수가 있고, 상  섭취량 분석이 가능하며, 1회 측정으로도 

신뢰할 만한 수 에서 상자들을 섭취량에 따라 몇 개의 

군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과 련된 식사요인

을 찾아내는 역학 연구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12). 그러나 

나트륨 섭취 추정 시에 식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FFQ를 

사용할 경우, 양념이나 조리법에 의한 나트륨 첨가량이 배제

되므로 정확한 나트륨 섭취량을 추정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나트륨 섭취 조사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Son 

등(13)은 125가지 음식을 사용한 음식섭취빈도조사지(dish 

frequency questionnaire, DFQ)를 개발하 는데, 이 방법은 

24시간 소변 분석법에 의한 나트륨 섭취량 조사 결과와 유의

한 상 계  구간 일치도를 보여 비교  정확하게 나트륨 

섭취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비교  

은 수의 음식 항목을 이용하여 나트륨 수(Na index)를 산

출하는 간이 DFQ는 간단하게 고염 섭취군과 염 섭취군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상자에게 주는 부담이 고 

동시에 간 인 양교육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13).

학생은 인생주기에서 20세를 기 으로 성인기로 환

하는 시기에 속해있다. 이시기의 식행동은 과거 세 의 식생

활 양식을 반 할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인 성인기에 습 화

될 식생활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므로, 성인기와 노인기의 

건강을 비하기 해 매우 요하다(14,15). 그러나 학생

을 포함한 부분의 20 는 건강문제에 심이 으며, 균형

된 양섭취의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식생

활에 한 가치 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식사가 불규

칙하고 결식률이 높으며(16), 간식의 비 이 높고, 높은 음주

율  흡연율을 보이며(17), 체 에 한 인식도 바르지 않은 

등 많은 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학생을 상으로 성별

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하고, 이와 연 하여 소 과 

련된 식행동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 다. 특정 집단에 

한 양교육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그 집단의 

문제를 정확히 악하여 상자의 특성에 합한 내용으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

을 포함한 은 성인층을 상으로 하는 염 섭취 양사업

에서 구체 이고 실질 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방법

연구 상  연구기간

경기지역 K 학교에 재학 이며 식품 양과 련된 교

양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비(非)식품 양 련 공 학생 

270명을 상으로, 압을 측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 회수율은 87.4%(236명) 으며 이  답변의 내용

이 불충실하거나, 특정한 질병으로 식사요법을 하고 있거나, 

장기간의 건강보조식품이나 양제를 복용하고 있는 18명

의 설문지를 제외한 218명(남 95명, 43.6%; 여 123명, 56.4%)

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 이  식습  조사지의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응답한 상자는 190명이었

다.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20.5세(남 21.2세; 여 20.0세)

으며 연령 범 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18세∼28세로서 동

일하 다. 조사는 2007년 11월 한 달간 실시하 다.

압측정

압은 오  10∼12시 사이에 15분 이상 휴식한 후 자동

압계(SE-6400N, Sein, Korea)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측정

한 수축기와 이완기 압의 각 평균값을 이용하 다. 

설문조사

설문지는 문헌연구(13,19)와 비조사를 통하여 개발하

고 모든 자료는 연구 상자가 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집

하 다. 자신이 기록한 체 과 신장 수치를 이용하여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 으며 성별, 나이, 

거주 형태, 양표시제 확인여부, 선호하는 음식 간의 정도, 

식습 , 나트륨 섭취와 련된 식태도  식행동을 조사하 다. 

식습  조사: 식습 에 한 설문은 우유  유제품, 단

백질 식품, 채소, 과일, 튀기거나 볶은 음식, 기름진 육류, 

단 군것질 등의 섭취 정도  고염 식습 , 규칙  식습 , 

다양한 식품 섭취 태도에 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항상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 지 않은 편이다’의 3가지 

척도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 다(20).

나트륨 섭취와 련된 식태도  식행동 조사: 고염 섭

취와 련 있는 식태도 2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이하 고염 

식태도)과 염 섭취와 련 있는 식행동 1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이하 염 식행동)은 Son 등(13)이 개발한 설문을 이용

하 으며 ‘ ’라고 답한 경우에는 1 , ‘아니오’라고 답한 경

우에는 0 의 수를 부여하여 고염 식태도와 염 식행동 

각각의 총 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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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x distribution in various subgroups

No. (%) of participants
χ2 value1) P1)

Men (n=95) Women (n=123) Total (n=218)

Residental type
 Own house
 Others2)

79 (83.2)
16 (16.8)

102 (82.9)
 21 (17.1)

181 (83.0)
 37 (17.0)

0.0000 1.0000

Level of salt intakes
 HS3)

 MS4)

 LS5)

36 (37.9)
26 (27.4)
33 (34.7)

 30 (24.4)
 29 (23.6)
 64 (52.0)

 66 (30.3)
 55 (25.2)
 97 (44.5)

5.9631 0.0146

Checking of food labels
 Yes
 No

14 (14.7)
81 (85.3)

 36 (29.3)
 87 (70.7)

 50 (22.9)
168 (77.1)

6.4036 0.0145

Checking of Na contents shown 
on food labels

 Yes
 No

5 (5.3)
90 (94.7)

  9 (7.3)
114 (92.7)

 14 (6.4)
204 (93.6)

0.3763 0.5396

Self-assessed preference of 
saltness

 Less salty
 Average
 Salty 

7 (7.4)
48 (50.5)
40 (42.1)

  9 (7.3)
 80 (65.0)
 34 (27.7)

 16 (7.3)
128 (58.7)
 74 (33.9)

5.2264 0.0733

Percentages may not sum to 100 due to rounding. 1)Chi-square test between men and women. 2)Sum of subjects living in relative's 
house, self-boarding house, lodging house and dormitory. 3)High-salt intake group: ≥53 points of DFQ-15. 4)Medium-salt intake 
group: ≥47 and <53 points of DFQ-15. 5)Low-salt intake group: <47 points of DFQ-15.

음식섭취빈도조사지(Dish Frequencies Questionnaire, 

DFQ)에 의한 정량  나트륨 섭취량 추정

음식(군)의 목록 선정과 나트륨 함량 계산: 음식(군)의 

목록은 Son 등(13)에 의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125가지 음식

으로 구성된 DFQ-125를 기본으로 하되 상자의 연령 특성

을 고려하여 부분 으로 보완하 다. 같은 군에 속하는 음식

들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여 해당 음식군의 나트륨 

함량으로 사용하 으며 각 음식의 나트륨 함량과 1인 1회 

분량은 CAN-Pro(ver 3.0, 한국 양학회)와 Son 등(13)이 보

고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정하 다. 실제 섭취량은 1인 

1회 분량 기 으로 ‘보통’이면 1, ‘이하’이면 0.5, ‘이상’이면 

1.5의 계수를 곱하여 산출하 다(19). 국물이 많아 국물을 

남기는지의 여부가 나트륨 섭취량에 많은 향을 다고 

단되는 31개 음식에 해서는 ‘국물을 다 마신다’ 혹은 ‘국물

을 남긴다’ 여부를 조사하여 국물을 남길 경우, 나트륨 함량

의 50%를 체 나트륨 섭취량에서 감하여 계산하 으며 이

때 국물의 나트륨 함량은 각 음식의 조리과정 에 사용된 

양념으로부터 산출하 다.

기간별 섭취 빈도: 기간별 섭취빈도 조사는 조사 상자

의 기억력을 고려하여 지난 2개월간 섭취한 음식을 기 으

로 1일 1회 섭취를 1 으로 환산하 으며, 하루 3회는 3 , 

2회는 2 , 1회는 1 으로 환산하 고, 1주에 5∼6회는 5.5/7

, 1주에 3∼4회는 3.5/7 , 1주에 1∼2회는 1.5/7 , 1달에 

2∼3회는 2.5/30 , 1달에 1회는 1/30 으로 환산하 다(21). 

고염  염 섭취군의 분류 

Son 등(13)에 의해 개발된 간이 DFQ-15는 DFQ-125 음

식(군)목록  총 나트륨 섭취량에 기여도가 높은 식품 15가

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의한 나트륨 섭취 평가는 24시

간 소변분석법에 의한 나트륨 섭취량 조사 결과와 높은 구간 

일치도를 보여 나트륨 섭취가 높은 군을 선별하거나 양교

육으로 인한 나트륨 섭취량의 변화를 측정할 때 유용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편 DFQ-15를 

이용하여 Son 등(13)에 의해서 제시된 기 (DFQ-15 총 이 

53  이상이면 고염 섭취군, 47  미만이면 염 섭취군)에 

의해 상자를 분류하 다.

자료의 통계분석

모든 연구결과는 SAS(Version 6.12)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결과치는 빈도 는 평균값±표 편차로 나

타내었다. 성별, 양표시 확인여부, 짠맛 선호도  고염 

는 염 섭취 정도에 의해 분류된 각 집단 간 압, 비만도, 

나트륨 섭취량, 소  섭취와 련된 식태도  식행동 수

의 차이에 한 유의성 검증에는 Student t-test와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가 이용되었고, 

식습   나트륨 섭취와 련된 식태도와 식행동 설문의 

각 문항은 명목형 변수이므로 χ2 test를 실시하 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 은 0.05 이하로 하 다.

결과  고찰

조사 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되어있다. 조사

상자  181명(83.0%)은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거주하

으며 자취, 친척집,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37명

(17.0%)이었다. 이들  DFQ-15에 의하여 고염섭취군으로 

분류된 경우는 66명(30.3%)이었으며, 염섭취군으로 분류

된 경우는 97명(44.5%)이었다. 남학생  고염섭취군은 37.9%, 

염섭취군은 34.7% 고, 여학생  고염섭취군은 24.4%, 

염섭취군은 52.0%로 여학생에서 염군의 비율이 더 높

았다(p<0.05). 식품 구매 시 양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은 남

학생 14.7%, 여학생 29.3%로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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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sodium-related scores and intakes by sex

Men (n=95) Women (n=123) Total (n=218) T value1) P1)

SBP2) (mmHg)
DBP3) (mmHg)
BMI4) (kg/m2)
High-salt attitude5) (point)
Low-salt behavior6) (point)
DFQ-157) (point)
Na intake (mg) 

123.4
72.9
22.4
7.5
6.1
50.8
6094.2

±9.86
±10.78
±2.77
±3.62
±1.83
±12.33
±3482.2

111.7
69.3
20.6
7.3
6.1
46.1
4760.7

±12.86
±9.34
±2.71
±3.29
±2.02
±11.53
±3134.3

116.8
70.9
21.4
7.3
6.1
48.1

5341.8

±13.01
±10.13
±2.88
±3.43
±1.94
±12.09
±3348.9

-7.59
-2.61
-4.84
-0.71
-0.03
-2.91
-2.97

<0.0001
0.0096
<0.0001
0.4768
0.9797
0.0040
0.0033

Mean±SD. 1)t-Test between men and women. 2)Systolic blood pressure. 3)Diastolic blood pressure. 4)Body mass index＝(weight) 
÷(height)2. 5)The score of high salt-related dietary attitude. The total is 20. 6)The score of low salt-related dietary behavior. The 
total is 12. 7)Dish Frequency Questionnaire including 15 items. The total score is 144.

높았으나(p<0.05), 두 집단 모두 30%에도 미치지 못하 다. 

식품 양학 공 여 생 40명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는 64%가 양표시를 확인한다고 답하여(23), 공 여부가 

양표시 확인 여부에 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체 상자  특히, 

양표시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비율(6.4%)은 10% 미

만으로 매우 낮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자신이 

평가한 음식 간의 선호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싱겁게(7.3%)’보다는 ‘짜게(33.9%)’ 먹는다고 응

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짜게 먹는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에 따른 압, 소  련 식행동  나트륨 섭취량 

비교 

조사 상자의 성별에 따른 압, 소  련 식행동  나

트륨 섭취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수축기 압은 남학생

이 123.4 mmHg로 고 압 기(prehypertension)에 해당하

고 여학생은 111.7 mmHg로 정상범 에 속하 으며 여학

생에 비하여 남학생의 압이 유의 으로 높았다(p<0.001). 

이완기 압은 남학생 72.9 mmHg, 여학생 69.3 mmHg로 모

두 정상범 에 속하 으나 남학생에서 더 높았다(p<0.01). 

2005년 국민 양조사 결과(7)에 의하면 20∼29세의 고 압 

유병율은 남자 6.5%, 여자 0.6%로 남자가 무려 10.8배나 높

았다. 체질량지수는 남학생 22.4 kg/m
2, 여학생 20.6 kg/m2

로 모두 정상범 에 속하 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0.001).

고염 식태도  염 식행동 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DFQ-15 수는 여학생이 46.1 으로 50.8

인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아(p<0.01) Son 등(13)이 

제안한 염군의 범 에 속하 다. DFQ-125에 의해 추정된 

나트륨 섭취량은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높아(p<0.01) 

6094.2 mg이었는데 이는 양학회(8)에서 제시하고 있는 충

분섭취량(1500 mg, 20∼29세 남녀)의 406.3%에, 목표섭취량

(2000 mg, 20∼29세 남녀)의 304.7%에 달하는 수 이다. 

Son 등(13)은 고염섭취의 험이 남성에게서 더 높다고 지

한 바 있다. 여학생의 나트륨 섭취량도 4760.7 mg로 충분

섭취량의 317.4%, 목표섭취량의 238.0%에 해당되었다. 2005

년도 국민 양조사 결과(7)에서는 20∼29세 남자의 나트륨 

섭취량은 6439.2 mg, 여자는 4833.8 mg로 보고되었으나 이

는 24시간 회상법에 의하여 조사된 것이다.

고염군과 염군의 압, 소  련 식행동  나트륨 섭

취량 비교 

Son 등(13)이 제안한 DFQ-15에 의한 고염  염섭취군

의 분류 기 에 의하여 체 상자와 남녀 각 집단을 고염군

과 염군으로 나 어 비교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체집단에서 압, 체질량지수  염 식행동은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고염 식태도(p<0.001)와 나트륨 

섭취량(p<0.001)은 고염군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도 나트륨 섭취량은 고염군에서 

1.5배 이상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p<0.001) DFQ-15에 

의한 분류 방법이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학생에서 

고염 식태도 수는 고염군에서 높았다(p<0.001). 한편, 여

학생에서 염군이 고염군보다 수축기  이완기 압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상 범 에 있지만 염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체질량지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동양인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비록 정상범 라 하더

라도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압이 높아질 험이 있음이 

다른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24,25).

나트륨 감수성에 따른 나트륨 섭취와 압과의 계에 

한 연구에서는 압과 체질량지수가 모두 정상인 여성(평균 

연령 21.1세)을 상으로 나트륨식에서 고나트륨식으로 

이행하 을 때 염분에 민감한 군은 수축기와 이완기 압이 

모두 증가하 으나 염분 항군은 유의한 압 변화가 찰

되지 않았다(26). 본 연구에서도 고염 남학생군이 염 남학

생군에 비하여 1.5배 이상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압 수 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식사 나트륨

의 증감에 한 개인별 감수성의 차이가 부분 으로 압의 

수 에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나(27), 이에 해서

는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염군과 염군의 식습  비교 

체 상자  식습  조사지에 응답한 190명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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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sodium-related scores and intakes by the salt-intake level and sex

Men (n=69)   Women (n=94)

HS1) (n=36) LS2) (n=33) T value3)    P3) HS (n=30) LS (n=64) T value3)     P3)

SBP4) (mmHg)
DBP5) (mmHg)
BMI6) (kg/m2)
High-salt attitude7) (point)
Low-salt behavior8) (point)
Na intake (mg) 

123.2 
73.4 
22.7 
8.3 
5.9

7860.7 

±11.01 
±11.79 
±2.65 
±3.93 
±1.92 
±4306.9

122.7 
73.4 
22.3 
6.8 
6.4 

4417.9 

±9.05 
±8.87 
±3.23 
±3.66 
±1.79 
±2136.2 

0.22
0.03
0.64
1.56
-1.19
4.26

0.8291
0.9797
0.5265
0.1237
0.2364
<0.0001

108.8 
66.0 
19.7 
8.7 
6.4 

6540.0 

±8.38 
±8.74 
±1.61 
±3.33 
±1.89 
±3108.0

113.9 
71.4 
21.3 
6.3 
6.1 

3812.8 

±4.53 
±9.79 
±3.17 
±2.67 
±2.06 
±2831.1 

-2.16
-2.54
-2.65
3.7
0.73
14.54

0.0332
0.0127
0.0021
0.0004
0.4670
<0.0001

    Total (n=163) 

HS (n=66) LS (n=97) T value3) P3)

SBP
4)
 (mmHg)

DBP
5)
 (mmHg)

BMI
6)
 (kg/m

2
)

High-salt attitude
7)
 (point)

Low-salt behavior
8)
 (point)

Na intake (mg) 

116.6 
70.0 
21.4
8.5
6.1

7260.3

±12.20 
±11.06 
±2.69
±3.65
±1.91
±3838.8

116.9 
72.0 
21.6
6.5
6.2

4018.6

±13.54 
±9.49 
±3.21
±3.03
±1.96
±2619.9

0.09
-1.51
-0.52
3.73
-0.26
5.98

 0.9298
 0.1332
 0.6013
 0.0003
 0.7964
<0.0001

Mean±SD. 1)High-salt intake group: ≥53 points of DFQ-15. 2)Low-salt intake group: <47 points of DFQ-15. 3)t-Test between 
HS and LS subgroups. 4)Systolic blood pressure. 5)Diastolic blood pressure. 6)Body mass index＝(weight)÷(height)2. 7)The score 
of high salt-related dietary attitude. The total is 20. 8)The score of low salt-related dietary behavior. The total is 12.

고염군과 염군으로 나 어 식습 을 비교한 결과(Table 

4),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p<0.05)와 같은 정 인 

문항에 ‘항상 그 다’고 답한 경우는 염군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며, ‘튀김이나 볶음요리를 2일에 1회 이상 먹는다’ 

(p<0.05), ‘지방이 많은 육류를 3일에 1회 이상 먹는다’ 

(p<0.05), ‘식사 시, 음식에 소 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p<0.05) 등 부정 인 문항에 ‘항상 그 다’고 답한 경우는 

고염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매일 3∼4회 이상 단백질 음

식을 섭취한다’ 문항에 ‘항상 그 다’고 답한 경우는 염군

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0.05). 고염군은 염군에 비해 튀

김 음식과 기름진 육류를 좋아하며, 식사 시에 소 을 더 

넣는 한편, 균형식을 실천하는 비율은 낮아 양호하지 못한 

식습 을 가지고 있었다. Nowson 등(28)은 압을 감소시

키기 해서는 나트륨 식사와 함께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DASH; 하루에 8∼10회분의 채소와 

과일 섭취, 2∼3회분의 지방 유제품 섭취, 포화지방과 콜

스테롤 섭취 제한)과 같은 반 인 식생활의 개선이 동반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여학생보다 나트륨 섭취

량이 많은 남학생에서 기름진 육류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5)(unpresented data).

나트륨 이외에 압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사요

인에는 칼륨 섭취, 한 수 의 음주, DASH 등이 있다

(29). 칼슘의 섭취량이 많을 때에도 압이 감소했다는 보고

가 있으나(30,31) 효과가 없다는 보고(32)도 있어 칼슘의 

압 하 효과에 해서는 아직까지 논란 인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양소 섭취량 조사가 시

행되지 않아 압  나트륨 섭취량과 칼륨  칼슘 섭취량

과의 계가 분석되지 않은 것이 제한 이다. 그러나 고염군

과 염군 간에 칼륨이 풍부한 채소(김치 제외)나 과일의 

섭취 빈도는 차이가 없었는데, Son과 Huh의 연구(11)에서는 

오히려 채소 섭취량과 압 사이에 양의 상 계가 나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를 섭취할 때 서구에서와 같이 생채

소의 형태가 아니라 많은 경우 김치나 나물의 형태로 섭취하

므로 칼륨의 섭취량이 증가됨과 동시에 나트륨 섭취량이 높

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Son과 Moon의 연구(33)

에서는 채소군의 섭취량은 정상, 경계 압, 고 압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  유제

품의 섭취빈도 역시 고염군과 염군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양표시 확인여부에 따른 압, 소  련 식행동  나

트륨 섭취량 비교

식품이나 스낵 구입시 양표시의 확인여부에 따라 압, 

체질량지수, 소  련 식태도와 식행동  나트륨 섭취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양표시 

확인여부에 따라 남학생의 수축기 압에 차이가 있었으나

(p<0.05), 여학생과 체 상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체 상자에서 양표시 확인군의 고염 식태도 수

(p<0.01), DFQ-15 수(p<0.01)와 나트륨 섭취량(p<0.001)

이 모두 유의하게 낮았으며 염 식행동 수는 높았다

(p<0.01). 이와 같은 차이는 여학생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DFQ-15 수(p<0.05)와 나트륨 섭취량(p<0.01)은 유의하

게 낮았고 염 식행동 수는 높았다(p<0.01). 양표시 확

인군의 고염 식태도 수가 낮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남학생에서도 체 상자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경향이 

있었으나 고염 식태도(p<0.05)를 제외하고는 유의하지 않았

다. 양표시 비확인군의 나트륨 섭취량(5669.1 mg)은 확인

군(4241.9 mg)의 약 133.6%(남 118.8%; 여 133.5%)에 해당

할 정도로 매우 높아 Son 등(13)이 양표시 확인여부가 고

염섭취의 험요인 의 하나라고 지 한 결과와 일치하 다.

양표시를 확인한다고 답한 50명  나트륨 함량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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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od habits of the subjects by the high and low salt group

Questionnaire Answer
No. (%) of participants χ2 value

(P)1)HS
2) 
(n=61) LS

3) 
(n=81)

I drink milk or eat dairy products everyday.
Always 
Sometimes
Rarely

18 (29.5)
26 (42.6)
17 (27.9)

20 (24.7)
40 (49.3)
21 (25.9)

0.6929
(0.7072)

I eat meat, fish, eggs, beans or bean curd 
3∼4 times a day.

Always 
Sometimes
Rarely

8 (13.1)
36 (59.0)
17 (27.9)

27 (33.3)
41 (50.6)
13 (16.1)

8.5245
(0.0141)

I eat vegetables except kimchi at every 
meal.

Always 
Sometimes
Rarely

13 (21.3)
25 (41.0)
23 (37.7)

26 (32.1)
30 (37.0)
25 (30.9)

2.0959
(0.3507)

I eat fruit or fruit juice every day.
Always 
Sometimes
Rarely

13 (21.3)
24 (39.3)
24 (39.3)

26 (32.1)
28 (34.6)
27 (33.3)

2.0411
(0.3604)

I eat a stir-fried or fried dish more than 
once every two days.

Always 
Sometimes
Rarely

18 (29.5)
36 (59.0)
7 (11.5)

13 (16.1)
46 (56.8)
22 (27.2)

7.1087
(0.0286)

I eat fatty meat (i.e. bacon, beef ribs, 
chicken with skin) more than once every 
three days.

Always 
Sometimes
Rarely

23 (37.7)
27 (44.3)
11 (18.0)

16 (19.8)
34 (42.0)
31 (38.3)

8.9440
(0.0114)

I frequently add salt or soy sauce to my 
dish.

Always 
Sometimes
Rarely

11 (18.0)
23 (37.7)
27 (44.3)

6 (7.4)
24 (29.6)
51 (63.0)

6.1822
(0.0455)

I regularly have meals.
Always 
Sometimes
Rarely

33 (54.1)
19 (31.2)
9 (14.8)

40 (49.4)
29 (35.8)
12 (14.8)

0.3736
(0.8296)

I eat sweet snacks (i.e. ice-cream, cake, 
cookies, soda or coffee with sugar) every 
day.

Always 
Sometimes
Rarely

22 (36.1)
28 (45.9)
11 (18.0)

31 (38.3)
26 (32.1)
24 (29.6)

3.6872
(0.1582)

I eat various foods.
Always 
Sometimes
Rarely

7 (11.5)
20 (32.8)
34 (55.7)

14 (17.3)
42 (51.9)
25 (30.9)

8.8718
(0.0118)

Total participants are 142 due to 21 missing responses. Percentages may not sum to 100 due to rounding. 
1)
Chi-square test between 

HS and LS subgroups. 
2)
High-salt intake group: ≥53 points of DFQ-15. 

3)
Low-salt intake group: <47 points of DFQ-15.

Table 5.  Comparison of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sodium-related scores and intakes by food labels

Men (n=95)
 T value1) P1)

Women (n=123)
 T value1) P1)

Yes (n=14) No (n=81) Yes (n=36) No (n=87)

SBP2) (mmHg)
DBP3) (mmHg)
BMI4) (kg/m2)
High-salt attitude5) (point)
Low-salt behavior6) (point)
DFQ-157) (point)
Na intake (mg)

127.4
74.9
23.0
5.3
6.9
47.1

5251.9

±6.68*
±12.29
±3.55
±2.76
±1.98
±14.14
±2289.0

121.6
73.4
22.3
7.9
6.0
51.5
6239.7

±12.55
±11.69
±2.64
±3.63
±1.79
±11.98
±3640.2

-2.56
-0.44
-0.92
2.55
-1.77
1.23
0.98

0.0154
0.6636
0.3575
0.0123
0.0807
0.2213
0.3297

109.6
72.5
21.4
6.6
6.9
42.6
3849.2

±15.4
±13.08
±3.18
±2.66
±1.86
±10.22
±1917.1

110.8
69.8
20.2
 7.4
5.8
47.5

5137.8

±14.78
±10.97
±2.42
±3.50
±2.01
±11.78
±3456.7

0.4
-1.17
-1.99
1.22
-2.75
2.19
2.63

0.6909
0.2433
0.0520
0.2258
0.0069
0.0308
0.0097

Total (n=218) 
T value

1)
P
1)

Yes (n=50) No (n=168)

SBP2) (mmHg)
DBP3) (mmHg)
BMI4) (kg/m2)
High-salt attitude5) (point)
Low-salt behavior6) (point)
DFQ-157) (point)
Na intake (mg)

114.6
73.2   
21.8 
 6.2 
6.9 
43.9 

4241.9

±15.71
±12.78
±3.33
±2.73
±1.88
±11.47
±2102.4

116.0
71.5  
21.2
 7.6
5.9   
49.4

5669.1

±14.75
±11.43
±2.72
±3.56
±1.90
±12.01
±3578.6

0.59
-0.87
-1.38
2.95
-3.26
2.9
3.52

0.5572
0.3859
0.1678
0.0040
0.0013
0.0041
0.0006

Mean±SD. 1)t-Test between 'Yes' and 'No' answered subgroups. 2)Systolic blood pressure. 3)Diastolic blood pressure. 4)Body mass 
index＝(weight)÷(height)2. 5)The score of high salt-related dietary attitude. The total is 20. 6)The score of low salt-related dietary 
behavior. The total is 12. 7)Dish Frequency Questionnaire including 15 items. The total score is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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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sodium-related scores and intakes by the self-assessed preference 
of salt taste 

Men (n=95) 
F value1) P1)

Less salty (n=7) Average (n=48) Salty (n=40)

SBP2) (mmHg)
DBP3) (mmHg)
BMI4) (kg/m2)
High-salt attitude5) (point)
Low-salt behavior6) (point)
DFQ-157) (point)
Na intake (mg)

125.7
71.9
21.0
3.4
7.1
57.4
9301.8

±5.06
±12.14
±2.49
±1.62c
±1.21a
±17.93
±8706.5a

121.8
71.8
22.4
6.5
6.7
49.4

5815.0 

±12.72
±12.95
±2.95
±3.07b
±1.58a
±11.77
±2692.7b

122.7
76.1
22.6
9.5
5.3
51.4

5867.8 

±12.12
±9.75
±2.61
±3.42a
±1.86b
±11.83
±2613.6b

 0.33
 1.61
 1.10
15.98
 9.73
 1.37
 3.37

0.7192
0.2064
0.3377
<0.0001
0.0001
0.2589
0.0387

Women (n=123) 
F value1) P1)

Less salty (n=9) Average (n=80) Salty (n=34)

SBP
2)
 (mmHg)

DBP
3)
 (mmHg)

BMI
4)
 (kg/m

2
)

High-salt attitude
5)
 (point)

Low-salt behavior
6)
 (point)

DFQ-15
7)
 (point)

Na intake (mg)

111.1
75.7
20.5
4.1
7.9
43.1

3102.0

±15.25
±17.90
±1.64
±2.47c
±1.96a
±16.02
±1884.8b

111.5
70.0
20.7
6.6
6.5
46.3

4519.6

±11.42
±10.24
±2.95
±2.96b
±1.73b
±11.25
±2674.8ab 

107.8
70.9
 20.3
9.4
4.9
46.5

5766.9

±21.06
±12.79
±2.35
±3.03a
±2.05c
±11.10
±4049.3a

 0.76
 0.99
 0.20
15.71
13.75
 0.33
 3.38

0.4699
0.3763
0.8205
<0.0001
 <0.0001
0.7224
0.0375

Total (n=218)
F value1) P1)

Less salty (n=16) Average (n=128) Salty (n=74)

SBP2) (mmHg)
DBP3) (mmHg)
BMI4) (kg/m2)
High-salt attitude5) (point)
Low-salt behavior6) (point)
DFQ-157) (point)
Na intake (mg)

117.5
74.0
20.7
3.8
 7.6
49.4
5814.4

±13.794)
±15.28
±1.99
±2.10c
±1.67a
±17.87
±6504.3

115.4
70.6
21.3
6.5
6.6
47.4

5005.4

±12.89
±11.32
±3.05
±2.99b
±1.67b
±11.51
±2744.1 

115.9
73.7
21.6
9.4
5.1
49.1

5821.4

±18.31
±11.48
±2.73
±3.23a
±1.95c
±11.68
±3326.3

 0.15
 1.89
 0.69
32.61
22.52
 0.55
 1.57

0.8618
0.1543
0.5024
<0.0001
<0.0001
0.5801
0.2100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ANOVA among subgroups 
by the preference of salt taste. 2)Systolic blood pressure. 3)Diastolic blood pressure. 4)Body mass index＝(weight)÷(height)2. 5)The 
score of high salt-related dietary attitude. The total is 20. 6)The score of low salt-related dietary behavior. The total is 12. 7)Dish 
Frequency Questionnaire including 15 items. The total score is 144.

한다고 답한 학생은 14명(28%; 남 5명, 여 9명)에 불과하여 

매우 었다. 양표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한다고 답한 

상자와 여학생에서 염 식행동 수는 나트륨 함량 비확

인군에 비하여 확인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체, 확인군 

7.4±2.34 , 비확인군 6.0±1.88 , p<0.01; 여자, 확인군 

7.7±2.45 , 비확인군 6.0±1.94 , p<0.05) 나트륨 섭취량도 

확인군에서 비확인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었다( 체, 확인

군 3660.5±1498.68 mg, 비확인군 5457.2±3411.21 mg, 
p<0.001; 여자, 확인군 3515.8±1588.83 mg, 비확인군 4858.9 

±3208.52 mg, p<0.05)(unpresented data). 즉, 단순히 양

표시만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나트륨 함량까지 확인하고 식

품을 구매하는 집단의 염 실천도가 높았으며, 따라서 범국

가 인 염 섭취 양 사업에는 양표시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도록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음식 간의 선호도에 따른 압, 소  련 식행동  나

트륨 섭취량 비교

자신이 평가한 음식 간의 선호도(싱겁게, 보통, 짜게)에 

따라 압, 체질량지수, 소  련 식태도와 식행동  나트

륨 섭취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

다. 체 상자와 남, 여 집단 모두에서 음식 간의 선호도에 

따른 집단간 압, 체질량지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신이 짜게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군은 그 지 않

다고 답한 군에 비하여 고염 식태도 수는 높고 염 식

행동 수는 낮았다(p<0.001). 여학생에서는 짜게 먹는 것

을 선호한다고 답한 군의 나트륨 섭취 수 이 싱겁게 먹는 

군의 185.9% 수 으로 높았다(p<0.05). 반면, 남학생에서는 

짜게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군의 나트륨 섭취 수 은 

그 지 않은 군에 비하여 오히려 낮았으며(p<0.05) 성별과 

음식 간의 선호도에 따라 분류된 6개 집단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 남학생에 있어서 주 인 음식 간의 선호도가 

실제 나트륨의 섭취 수 을 잘 반 하지 못하고 있었다. 12

년에 걸쳐 고 압 발생군의 험요인을 추  조사한 Kim 

등의 연구에서는(34), 추  조사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 에 

주 으로 평가한 짠 음식에 한 선호도의 결과가 일 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객 인 기  없이 자가 단한 소

 섭취 수 은 이 의 식습 을 잘 반 하지 못한다고 제

안한 바 있다. 한 여학생의 경우와 달리 남학생에서 ‘싱겁

게’ 먹는 집단의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것은,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양지식 수가 낮으며(35), 양과 식품에 

한 개념이 부족하여 자신이 평가한 짠맛의 선호 정도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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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dietary attitude related to salt consumption by the salt-intake level on DFQ-15 score

Questionnaire 
No. (%)1) of participants χ2 

value4)
P4)

HS
2)
(n=66) LS

3)
(n=97)

High salt 
attitude

 I like foods boiled down with soy sauce.
Yes
No

48 (72.7)
18 (27.3)

52 (53.6)
45 (46.4)

5.2753 0.0216

 I prefer Chinese or Japanese foods to western 
style foods.

Yes
No

17 (25.8)
49 (74.2)

10 (10.3)
87 (89.7)

5.7103 0.0169

 I frequently have soybean paste soup.
Yes
No

44 (66.7)
22 (33.3)

43 (44.3)
54 (55.7)

7.0023 0.0081

 I eat fried, pan-fried or sliced raw fish with 
much soy sauce.

Yes
No

22 (33.3)
44 (66.7)

18 (18.6)
79 (81.4)

3.8676 0.0492

Low salt 
behavior

 I do not add soy sauce or salt to dishes at the 
table

Yes
No

49 (74.2)
17 (25.8)

85 (87.6)
12 (12.4)

3.9403 0.0471

1)Percentage of participants among each salt intake subgroup. 2)High-salt intake group: ≥53 points of DFQ-15. 3)Low-salt intake 
group: <47 points of DFQ-15. 4)Chi-square test between HS and LS subgroups.

바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간단한 설문지법으로 분류한 

지방제한식의 단계에 따라 열량  양소 섭취량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그 차이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남학생의 식품과 양에 한 

개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었다(36). 성별에 따른 상

반된 결과로 인하여 체 집단의 나트륨 섭취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염군과 염군간의 고염 식태도  염 식행동 문항 

비교

나트륨 섭취량에 향을 미치는 고염 식태도와 염 식행

동을 알아보고자, DFQ-15에 의해 분류된 고염군과 염군

간 각 문항별 빈도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을 

Table 7에 제시하 다. 총 20개의 고염 식태도 문항 에서

는 ‘간장에 조린 음식을 좋아한다’(p<0.05), ‘양식보다는 

식이나 일식을 좋아한다’(p<0.05), ‘된장국을 자주 먹는다’ 

(p<0.01), ‘튀김, , 생선회는 간장에 듬뿍 셔 먹는다

(p<0.05)’ 등 4개 문항에서 고염군의 비율이 높아, 이들 문항

과 같은 식태도가 있는 경우에 고염 섭취의 험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총 12개로 구성된 염 식행동 문항 에는 

‘식탁에서 소 을 잘 넣지 않는다’ 1개 문항에서 고염군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20∼59세(평균 연령 39.0세)의 국 성인을 상으로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평가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한 연구 결과(13), 고염섭취 험도와 련된 식태도 인

자로는 ‘소 을 덜 넣으면 맛이 없다’, ‘말린 생선이나 고등어

자반을 좋아한다’, ‘국, 개, 국수종류의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다’, ‘튀김, , 생선회는 간장에 듬뿍 어 먹는다’, ‘라면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다’, ‘젓갈, 장아 를 잘 먹지 않는다’ 

등 6개 항목으로 보고되었다. ‘튀김, , 생선회는 간장에 듬

뿍 어 먹는다’를 제외하고는 두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었

는데 이는 연구 상자의 연령 가 다름으로 인해 식생활패

턴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염섭취 는 염섭취의 기

이 아직까지는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He 등(37)이 

나트륨 섭취량과 심 질환의 계 연구에 사용했던 사분

수(quartile)를 사용하여 체 상자를 DFQ-125에 의해 

추정된 나트륨 섭취량이 75분 수(percentile) 이상인 경우

에 고염군으로, 25분 수 이하인 경우에 염군으로 분류하

다. 이 게 분류한 고염군과 염군에서 고염 식태도  

염 식행동의 각 문항별 빈도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을 Table 8에 제시하 다. 고염군의 경우 ‘볶음밥 

등의 별미밥을 좋아한다’(p<0.05), ‘간장에 조린 음식을 좋아

한다’(p<0.001), ‘식사 에 습 으로 소 을 더 첨가한

다’(p<0.05)의 3개 문항에서 고염군의 비율이 높아, 이들 문

항과 같은 식태도를 가질 경우 고염 섭취의 험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염 식행동 문항 에는 ‘라면 국물을 다 

먹지 않는다’(p<0.05), ‘식탁에서 소 을 추가로 잘 넣지 않

는다’(p<0.05) 등 2개 문항에서 고염군의 비율이 낮았다.

DFQ-15 수와 DFQ-125 사분 수에 의한 고염군과 

염군의 분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간장에 조린 음식을 좋아

한다’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결과를 보 다. DFQ-15 

수에 의한 분류 방법은 많은 수의 성인을 상으로 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객 인 방법이다(13). 그러나 본 연구에

서와 같이 DFQ-125를 이용한 실제 나트륨 섭취량을 기 으

로 고염군과 염군을 분류하여 식태도와 식행동을 분석하

게 되면,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학생 는 20  등 각 

해당 집단의 양문제나 식생활패턴의 특성이 좀 더 잘 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볶음밥 등의 별미밥을 좋아한다’

와 ‘라면 국물을 남긴다’와 같은 문항에서 나타난 차이는 

은 층의 식생활패턴을 반 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학생의 평균 수축기 압은 고

압 기에 해당하 고 여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이들의 나

트륨 섭취량은 충분섭취량의 406.3%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았고 여학생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아 고염 섭취의 험군

이라 할 수 있었다. 한 ‘싱겁게’ 먹는다고 자가 단한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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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dietary attitude related to salt consumption by the salt-intake level on DFQ-125 score

Questionnaire 
No. (%)1) of participants χ2 

value4)
P4)

HS
2)
(n=55) LS

3)
(n=55)

High salt 
attitude

 I like seasoned and stir-fried rice
Yes
No

47 (85.5)
 8 (14.6)

36 (65.5)
19 (34.6)

 4.9085 0.0267

 I like foods boiled down with soy sauce.
Yes
No

45 (81.8)
10 (18.2)

25 (45.5)
30 (54.6)

14.1821 0.0002

 I habitually add more soy sauce or salt to 
dishes, at the table

Yes
No

 6 (10.9)
49 (89.1)

 0 (0.0)
55 (100.0)

 4.4071 0.02715)

Low salt 
behavior

 I do not eat the whole broth of Ramyeon
Yes
No

36 (65.5)
19 (34.6)

46 (83.6)
 9 (16.4)

 3.8807 0.0488

 I do not add soy sauce or salt to dishes, at the 
table

Yes
No

39 (70.9)
16 (29.1)

49 (89.1)
 6 (10.9)

 4.6023 0.0319

Percentages may not sum to 100 due to rounding. 1)Percentage of 'Yes' answered participants among each salt intake subgroup. 
2)High-salt intake group: ≥75 percentile of DFQ-125. 3)Low-salt intake group: ≤25 percentile of DFQ-125. 4)Chi-square test between 
HS and LS subgroups. 5)Fisher exact test.

생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

양에 한 기  개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단되었다. 

고염군은 고지방 음식(튀김, 볶음, 기름진 육류)과 조린 음식

을 좋아하고 식탁에서 소  간을 자주하는 반면, 균형식을 

실천하는 비율은 낮아, 짜게 먹는 식습 뿐 아니라 반 인 

식습 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 

특히 남학생을 한 고 압 련 양교육의 내용에는 고

압이나 소 에 한 지식 외에도 일반 인 식품 양 지식과 

올바른 식습  등에 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학생들이 염 섭취를 

해 실천해야 할 항목을 제안하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

취하도록 하며, 식탁에서 소 이나 간장의 사용을 제하며, 

짠 음식(간장에 조린 음식, 된장국)은 자주 먹지 않으며, 볶

음밥 등의 별미밥 신 잡곡밥을 섭취하고, 라면 국물은 남

기며, 김치보다는 생채소를 즐겨 먹을 것과, 마지막으로 식

품을 구매할 때 양표시와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기억력과 계 에 의한 차이를 

이고자 최근 2개월간 섭취한 식품에 한 DFQ 조사를 실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좀 더 

많은 수의 상자에 해 4계  동안 섭취한 음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경기지역 학생 218명(남 95명; 여 123명)을 

상으로 DFQ를 이용하여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하고 련

된 식행동을 비교, 평가하 다. 수축기와 이완기 압, 

DFQ-15 수와 DFQ-125에 의한 나트륨 섭취량(남 6094.2 

mg; 여자 4760.7 mg)은 모두 남자에서 더 높았다(p<0.01). 

체 상자를 DFQ-15에 의해 고염과 염 섭취군으로 분

류한 결과, 두 집단의 압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서는 

염군의 수축기와 이완기 압이 높았는데(p<0.05), 이는 

여자 염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BMI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염 식태도 수와 나트륨 섭취량은 고염군에서 매우 높았

다(p<0.001). 식습  비교 결과, 매일 단백질 음식을 먹거나 

골고루 먹는 식습  빈도는 염군에서 높았으며(p<0.05), 

튀김, 볶음요리  지방이 많은 육류를 자주 먹거나 식사 

시 소 과 간장을 더 넣는 부정  식습  빈도는 고염군에서 

더 높았다(p<0.05). 고염군은 조린 음식  식, 일식을 좋

아하고 된장국을 자주 먹으며 튀김, 생선회는 간장에 듬뿍 

셔 먹는 고염 식태도 빈도가 높았으며, 식탁에서 소 을 

잘 넣지 않는 염 식행동 빈도는 낮았다(p<0.05). 나트륨 

섭취량을 기 으로 분류한 고염군은 볶음밥 등 별미밥과 조

린 음식을 좋아하고 식사  습 으로 소 을 더 넣는 고

염 식태도 문항 수가 높았고, 라면 국물을 남기거나 식탁

에서 소 을 추가로 잘 넣지 않는 염 식행동 문항 수는 

낮았다(p<0.05). 한편, 체 상자에서 식품구매 시 양표

시를 확인하는 군의 고염 식태도 수, DFQ-15 수, 나트

륨 섭취량은 비확인군에 비하여 모두 유의하게 낮았으며 

염 식행동 수는 높았다(p<0.01). 특히, 양표시 비확인군

의 나트륨 섭취량(5669.1 mg)은 확인군(4241.9 mg)의 

133.6%에 달해 양표시 확인여부가 고염섭취의 험요인

인 것으로 생각된다. 남, 여 각 집단과 체 상자에서 자신

이 짜게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스스로 평가한 군이 그 지 

않다고 한 군에 비하여 고염 식태도 수는 높고 염 식행

동 수는 낮았다(p<0.001). 하지만 여학생에서는 짜게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군의 나트륨 섭취가 매우 높은 반면, 

남학생에서는 싱겁게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군의 나트

륨 섭취가 매우 높아(p<0.05), 주 으로 단한 음식 간의 

선호도가 실제 나트륨 섭취 수 을 잘 반 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남학생은 나트륨 섭취량이 여학생

보다 높고 충분섭취량의 406.3%에 달해 고염 섭취의 험군

이라 할 수 있었다. 고염군의 식행동 특성에는 지방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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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조린 음식을 좋아하고 식탁에서 소  간을 자주하는 

반면, 균형식을 실천하는 비율은 낮았다. 따라서 학생 특

히, 남학생을 한 고 압 양교육에는 소  감량에 한 

내용 외에도 기본 인 식품 양 지식과 올바른 식습 의 

요성 등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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