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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chi and soup/stew samples were collected from Korean restaurants in the Jeonju area and their salinity levels were

analysed. Restaurant owners were also surveyed to assess their salt acceptability and attitudes. The average salinity of the

Kimchi samples was 2.0±0.4% and that of the soup/stew samples was 1.0±0.3%. The average salinity of the soup samples

was 0.9±0.2% and that of the stew samples was 1.1±0.3%, and the average salinity of the stew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soups (p<0.001). The average salinity of bean-paste soups was 0.9±0.2% and that of clear soups was

0.8±0.2%, in which the average salinity of the bean-paste soup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lear soups

(p<0.05). When asked about the saltiness of their side dishes, soups/stews, and Kimchi, the largest number of owners

answered ‘ordinary’. About 50.4% of the owners also answered ‘ordinary’ for their salt acceptability, and 59.8% answered

that their customers have 'ordinary' salt acceptability. However, a significantly higher ratio of owners in the group whose

Kimchi samples had low salinity answered that their customers’ salt acceptability was for ‘flat’ foods as compared to the

group whose Kimchi was of high salinity (p<0.05). About 45.7% of the owners answered that ‘they participated in

controlling the saltiness of all their dishes’, and 40.2% answered that ‘they considered the traditional saltiness of their menu

items as more important than the saltiness acceptability of their customers.’ Also, 82.7% of the owners answered ‘they made

the Kimchi themselves.’ The types of frequently served soup were clear soup, such as bean-sprout soup and seaweed soup,

followed by bean-paste soup and thick beef soup, in order. The types of frequently served stews were Gochujang stew with

frozen pollack or croaker, bean-paste stew, and clear st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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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득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와 같은 사

회·문화적 여건의 변화로 1990년대 이후 식생활에서 외식

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한 등 2005). 2005년 국

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외식 섭취빈도

는 1일 2회 이상이 7.5%, 1일 1회가 44.0%, 주 1회 이상

은 17.0%, 월 1회 이상은 16.2%로 국민의 51.5%가 매일 한

끼 이상 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

원 2006).

또한 외식 패턴은 성별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한식에 대한

폭 넓은 선호도를 보였는데(Park & Chung 2004), 초등학

생의 경우 한식이 59.2%로 서양식 11.8%나 중국식 5.9%보

다 훨씬 인기가 있었으며(Kang & Lee 2008), 주 1회 이

상 외식하는 60% 이상의 직장인들도 주로 한식당을 이용하

였다. 이들이 외식하는 이유는 주로 한 끼 식사를 섭취하기

위해서이며, 사교적인 목적이나 기분전환을 위해 이용하기

도 한다(Kim 2004; Jo & Kim 2004; Cho & Han 2005;

Kim 2005; Kim & Beik 2005; Yoon 2005).

한편 웰빙 열풍이 불면서 외식소비자들은 건강메뉴에 대

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Lee & Choi 2004;

Lee & Um 2004), 패밀리레스토랑 고객 중 체중관리 고관

심 그룹은 지방, 칼로리, 콜레스테롤, 섬유소뿐만 아니라 염

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Kim &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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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밥 중심의 식사를 하

면서 밥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 소금이 다량 함유된 김치와

장아찌, 장류 등을 섭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짠맛에 대

한 선호도가 강해져 소금섭취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에

속한다(손 2007). 실제로 40세 이상 성인 남녀 집단에서는

점심식사로 외식을 할 때 나트륨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

하고 있으므로 외식업의 주 메뉴에서 나트륨을 저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Chung 등 2006).

나트륨 과잉섭취는 혈압상승의 주요인으로 여겨져 왔고,

소금이 주원인 식품으로 주목되어 왔다(DeBruyne LK 등

2007; Kim & Choi 2007). 고혈압은 2007년도 한국인 사

망원인 중 9위를 차지하고 있고(통계청 2008), 심혈관질환

의 주요 위험요인으로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부

전, 신장병 및 말초혈관질환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

할 수 있다. 2005년도에 실시한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3.9%로

나타났으며, 20세 이상 성인의 29.2%는 고혈압전기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07). 2005년도 국

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5,280 mg으로 WHO 권고기준인 2,000 mg의

2.5배 이상으로서 이를 소금의 양으로 환산하면 13 g이 약

간 넘는다. 이는 영양섭취기준의 376%에 해당하는 양으로

서 과잉섭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나트륨 섭취

량에 대한 주요 기여식품으로는 소금과 배추김치가 1, 2위

를 차지하였고, 간장, 된장, 라면 순으로 이들 5가지 식품

이 전체 나트륨 섭취량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영양학회 200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그동안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몇 몇 음식들에 대한 염도 측

정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연구가 미흡

한 실정이다. 서울시내 대중식사 중 식염함량을 조사한 연

구에서는 한 식사 당 평균 소금함량이 10.6 g이었고, 전 시

료 중 된장찌개 백반의 소금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고형물

보다는 국물에서 더 높았다(Chung 1987). 우리 국민들은

국물음식을 선호하여 한식을 먹을 때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

이 국(탕)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Lee & Rho 2003),

외식에서 한끼에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주로 1인 분량이 많

은 일품요리와 국류, 찌개류에 기인하였다(Lee 1997).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등 외식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음식점에서도 고객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마케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Yoon & Cho 2007).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전주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김치와 국·찌개

의 염도를 분석하고, 설문지를 이용한 음식점 운영자의 염

분 기호도 및 인식 조사를 병행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

을 위한 염분섭취 감소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시료수거 및 설문조사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주지역의 한식 음식점 150곳

을 대상으로 음식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추김치와 국·찌

개 1종류를 50 g 정도씩 수거하여 염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동일 음식점 운영자의 염분 기호도 및 인

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 내용으로 운영자가 생각하는 음

식점의 반찬, 김치, 국·찌개의 염도, 운영자의 염분 기호

도와 음식 염도조절에의 관여도, 운영자가 생각하는 고객의

염분 기호도를 조사하여, 차려내는 김치 및 국·찌개의 실

제 염도 측정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불완전한 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김치 및 국·

찌개 시료와 대응시켜 최종 127개의 설문지와 시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김치와 국·찌개의 염도 측정

김치시료는 동량의 증류수를 넣어 2배로 희석한 후 믹서

로 마쇄하여 그 즙의 염도를 측정한 후 희석배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국·찌개도 믹서로 마쇄하여 염도를 측정하였

다. 염도는 실온에서 디지털 염도계(SS-31A, Sekisui,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조사자료 처리

자료의 분석은 SPSS program(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다. 각 그룹간 평균값의 차이는 t-test, 독립성

검정은 χ2-test를 실시하고 5% 유의수준에서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음식점 운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음식점은 한식당으로 총 127개소였고, 운영자의 성별은

남자가 64.6%, 여자가 35.4%였다. 운영자의 연령은 50대

가 42.5%, 40대가 41.0%로 주로 40-50대였고, 음식점 경

영 연수는 5년 미만이 29.9%, 5-9년이 29.2%로 10년 미

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2. 음식점의 김치와 국·찌개의 종류

본 연구에서는 음식점에서 차려내는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염도를 측정하였다. 배추김치의 제조 및 구입여부와 염도는

<Table 2>와 같다.

음식점에서 차려내는 배추김치를 ‘직접 담근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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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105명으로 전체의 82.7%였고, ‘외부에서 구입한

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2명으로 17.3%였다. 직접 담근 김

치의 평균 염도는 2.0%, 구입한 김치의 염도는 1.9%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음식점에서 차려내는 국·찌개는 조미의 재료에 따라 국

을 맑은 국과 된장국, 곰국으로 분류하고, 찌개는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맑은 찌개로 분류하여(황 등 1993) 빈도수가 높

은 순서로 살펴보았다<Table 3>. 국 종류로는 콩나물국, 미

역국 등 맑은 국이 37.8%로 가장 많았고, 시래기국 등 된

장국이 29.1%, 갈비탕, 육개장 등 곰탕이 10.2%였다. 찌개

종류로는 동태찌개, 조기찌개 등 고추장찌개가 60.6%로 가

장 많았고, 된장찌개가 29.1%, 다슬기탕 등 맑은 찌개가

14.2%로 나타났다.

3. 김치와 국·찌개의 염도

음식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김치와 국·찌개를 수거하여

염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 김치의 염도

조사대상 음식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추김치의 염도는

2.0±0.4%였고 운영자의 연령 및 경영 연수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안동지역의 음식점에서 조사

한 배추김치의 염도 2.3%보다 낮고(Lee 1997), 선행연구

(Song & Lee 2008)에서 전주지역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배추김치 염도 2.0%와 같았다. 또한 2005년에 가정을 대

상으로 지역별로 실시한 연구(Son 등 2007)에서의 수도권

김치의 평균염도 1.6%, 충청도 1.7%보다는 높고, 전라도

2.3%, 경상도 3.0%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본 조사결과는

Son 등(2007)이 제시한 김치의 적정염도 2.0%와 동일한 수

준이었다.

2) 국·찌개의 염도

조사대상 음식점에서 수거한 국·찌개의 시료 수는 국이

65개, 찌개가 62개였다. 전체 국과 찌개의 평균염도는 1.0±

0.3%였고, 운영자의 연령 및 경영 연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이중 국의 염도는 0.9±0.2%, 찌개의 염도는

1.1±0.3%였다. 국을 다시 된장국과 맑은 국으로 나누어 보

면 된장국의 시료 수는 24개로 염도는 0.9±0.2%, 맑은 국

은 41개로 염도는 0.8±0.2%였다.

국 보다는 찌개의 염도가 높고(p<0.001), 맑은 국보다는

된장국의 염도가 높았는데(p<0.05),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국의 염도 0.9%, 찌개의 염도 1.1%와 같은 결과였다. 안동

지역 음식점의 국류와 찌개류의 염도 조사에서는 미역국

0.7%, 콩나물국 1.0%, 동태찌개 0.8%, 된장찌개 0.9%, 김

치찌개 1.1%로 나타났다(Lee 1997).

손 등의 연구(2006)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

안으로 국(찌개)의 그릇 크기를 반으로 줄이고, 국물의 염도

를 적정염도인 0.8%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와 비

교하면 본 연구의 국물 염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외

식 시 한식을 가장 선호하는 우리의 식생활 습관은 국(탕)

맛이 고객을 다시 방문하게 하는 고객 충성도에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였으며(Lee & Rho 2003), 단체급식소를 대상

으로 한 나트륨 섭취감소를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taurant owner N(%)

Gender Male Female
82(64.6) 45(35.4) 127(100)

Age (years) 20-29 30-39 40-49 50-59 60≤
1(0.8) 14(11.0) 52(41.0) 54(42.5) 6(4.7) 127(100)

Management experience
(years)

<5 5-9 10-14 15-19 20≤
38(29.9) 37(29.2) 23(18.1) 15(11.8) 14(11.0) 127(100)

Table 2. Making or purchasing Kimchi and their salinity

Type N (%) Salinity (%) t-value
Making  105(82.7) 1)2.0±0.41)

1.060Purchasing  22(17.3) 1.9±0.4
Total  127(100) 2.0±0.4

1)Mean±SD

Table 3. The type of soups/stews that served frequently

N1)(%)

Soup
Clear soup
Beanpaste soup
Thick beef soup

48(37.8)
37(29.1)
13(10.2)

Stew
Gochujang stew
Beanpaste stew
Clear stew

77(60.6)
37(29.1)
18(14.2)

1)Each subject was allowed to describe multiple answers.

Table 4. Salinity of Kimchi and soups/stews

Kinds N Salinity(%)  t-value
Kimchi Korean cabbage 127  2.0±0.41)

soups/stews

Beanpaste soup 24 0.9±0.2 -2.258*2)
Clear soup 41 0.8±0.2
Subtotal 65 0.9±0.2

-4.503***
Stew 62 1.1±0.3
Total 127 1.0±0.3

1)Mean±SD
2)*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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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국물의 염도를 낮추어도 피급식자가 높은 만족도

를 보였다(Shin 등 2008). 따라서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

해서는 국과 찌개류의 염도를 낮추어야 하므로 음식점에서

도 국·찌개를 좀 더 싱겁게 조리하여 적정염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4. 운영자의 염분 기호도와 김치 및 국·찌개 염도의 관계

외식산업의 질적 성숙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외식

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투철한 직업관이 중요하다(Yoon &

Moon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운영자의 염분 기호

도가 음식점의 김치 및 국·찌개의 염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사료되어 그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즉, 운영자가 생각

하는 음식점 반찬, 김치 및 국·찌개의 염도, 운영자 및 고

객의 염분 기호도, 음식의 염도 조절 등의 설문 항목과 실

제 염도 측정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음식점의 반찬, 김치, 국·찌개 염도와의 관계

대국민 저염섭취 영양사업을 위한 사전조사(손 등 2006)

에서 제시한 김치의 적정염도 2.0%를 기준으로 김치의 염

도를 2.0% 이하인 군과 2.1% 이상인 군으로 나누고, 국의

적정염도 0.8%를 기준으로 국·찌개의 염도를 0.8% 이하

인 군과 0.9% 이상인 군으로 나누어 음식점의 반찬, 김치,

국·찌개의 염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Table 5, 6>.

운영자가 생각하는 음식점 반찬의 염도에 대한 질문에서

<Table 5> Saltiness of restaurant side dishes, Kimchi and soups/stews in restaurant owner's response by salinity of Kimchi

N(%)

 Group Salinity of Kimchi
below 2.0% 

Salinity of Kimchi
above 2.1% Total χ

2-test

Saltiness of restaurant side dishes
Salty
Ordinary
Flat 

 5( 6.9)
58(80.6)
 9(12.5)

 6(10.9)
41(74.5)
 8(14.6)

 11( 8.7)
 99(78.0)
 17(13.4)

χ
2=0.808

p=0.668
Total 72(100) 55(100) 127(100)

Saltiness of restaurant Kimchi
Salty
Ordinary
Flat 

 11(15.3)
 56(77.8)

 5(6.9)

12(21.8)
38(69.1)
 5( 9.1)

23(18.1)
94(74.0)
10( 7.9)

χ
2=1.237

p=0.539
Total 72(100) 55(100) 127(100)

Saltiness of restaurant soups/stews
Salty
Ordinary
Flat 

 8(11.1)
48(66.7)
16(22.2)

 6(10.9)
40(72.7)
 9(16.4)

14(11.0)
88(69.3)
25(19.7)

χ
2=0.710

p=0.701
Total 72(100) 55(100) 127(100)

<Table 6> Saltiness of restaurant side dishes, Kimchi and soups/stews in restaurant owner’s response by salinity of soups/stews

N(%)

 Group Salinity of soups/stews
below 0.8% 

Salinity of soups/stews
above 0.9% Total χ

2-test

Saltiness of restaurant side dishes
Salty
Ordinary
Flat

 5(12.5)
32(80.0)
 3( 7.5)

 6( 6.9)
67(77.0)

 14(16.1)

 11( 8.7)
 99(78.0)
 17(13.4)

χ
2=2.536

p=0.281
Total 40(100) 87(100) 127(100)

Saltiness of restaurant Kimchi
Salty
Ordinary
Flat 

 8(20.0)
 31(77.5)

 1( 2.5)

15(17.2)
63(72.4)
 9(10.4)

23(18.1)
94(74.0)
10( 7.9)

χ
2=2.353

p=0.308
Total 40(100) 87(100) 127(100)

Saltiness of restaurant soups/stews
Salty
Ordinary
Flat 

 5(12.5)
26(65.0)
 9(22.5)

 9(10.3)
62(71.3)
16(18.4)

14(11.0)
88(69.3)
25(19.7)

χ
2=0.506

p=0.777
Total 40(100) 87(100) 1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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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짜다’가 8.7%, ‘보통이다’가 78.0%, ‘싱겁다’가 13.4%

로 나타나 다수의 운영자가 자신의 음식점 반찬의 염도가 보

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운영자가 생각하는 음식점 김치의 염도에 대한 질문에서

도 조사대상 음식점 운영자의 7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

고, 18.1%는 ‘짜다’, 7.9%는 ‘싱겁다’고 응답하였다. 김치

염도가 높은 군에서 자신의 음식점 김치가 짜다고 응답한 비

율이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운영자가 생각하는 음식점 국·찌개의 염도에 대해서는

음식점 운영자의 69.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11.0%

는 ‘짜다’, 19.7%는 ‘싱겁다’고 응답하였다. 김치염도가 낮

은 군에서 자신의 음식점 국·찌개가 싱겁다고 응답한 비율

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 운영자 및 고객의 염분 기호도, 음식의 염도 조절과의

관계

김치의 염도를 2.0% 이하인 군과 2.1% 이상인 군으로 나

누고, 국·찌개의 염도를 0.8% 이하인 군과 0.9% 이상인

군으로 나누어 운영자 및 고객의 염분기호도와의 관계, 음

식의 염도 조절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7 및 8>

과 같다.

조사대상 음식점 운영자의 염분 기호도에 대한 질문에서

는 ‘짜게 먹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3.6%, ‘보통으로 먹는

다’는 50.4%, ‘싱겁게 먹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26.0%로

나타났다. 김치 및 국·찌개의 염도가 낮은 군과 높은 군에

서 음식점 운영자의 염분 기호도에 대한 유의적 차이가 없

었다.

운영자가 응답한 고객들의 염분 기호도는 ‘보통 맛’을 좋

아한다가 59.8%로 가장 많았고, ‘싱거운 맛’을 좋아한다는

27.6%, ‘짠맛’을 좋아한다가 12.6%였다. 김치 염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고객들이 싱거운 맛을 좋아한다고 응

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5).

음식점에서 차려내는 음식의 염도 조절에 운영자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의 간을 맞

추는데 직접 관여한다’가 45.7%로 가장 많았고, ‘주방장에

게 일임한다’는 32.3%, ‘몇 가지 음식의 간에만 관여한다’

는 22.0%로 조사되었다. 김치 및 국·찌개의 염도와 음식

의 염도조절에 대한 관여도와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음식의 간을 맞출 때 고객의 기호도를 얼마나 고려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는 ‘고객의 기호도 보다는 음식점의 전통

적인 맛을 지켜나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40.2%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는 ‘고객의 기호도를 어느 정도 고려한다’가

31.5%, ‘고객의 기호도를 전적으로 고려한다’는 28.3%로 조

사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염분섭취 감소 대책마련의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전주지역의 한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제공하고 있는 김치와 국·찌개를

<Table 7> Salt acceptability and food saltiness control by salinity of Kimchi N(%)

 Group Salinity of Kimchi
below 2.0% 

Salinity of Kimchi
above 2.1% Total χ

2-test

Salt acceptability of restaurant owner
Salty 
Ordinary
Flat

 20(27.8)
 34(47.2)
 18(25.0)

10(18.2)
30(54.5)
15(27.3)

30(23.6)
64(50.4)
33(26.0)

χ
2=1.609

p=0.447
Total  72(100) 55(100) 127(100)

Salt acceptability of customer responsed by restaurant owner
Salty
Ordinary
Flat 

 13(18.0)
 37(51.4)
 22(30.6)

3( 5.5)
39(70.9)
13(23.6)

16(12.6)
76(59.8)
35(27.6)

χ
2=6.457

p=0.040*1)

Total 72(100) 55(100) 127(100)
Owner's participation in controlling saltiness

Entirely
Partly
None

34(47.2)
 12(16.7)
 26(36.1)

24(43.6)
16(29.1)
15(27.3)

58(45.7)
28(22.0)
41(32.3)

χ
2=3.025

p=0.220
Total  72(100) 55(100) 127(100)

Considering customer's acceptability
Entirely
Partly
None

 20(27.8)
 22(30.5)
 30(41.7)

16(29.1)
18(32.7)
21(38.2)

 36(28.3)
 40(31.5)
 51(40.2)

χ
2=0.160

p=0.923
Total 72(100) 55(100) 127(100)

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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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하여 염도를 측정하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동일 음식점 운

영자의 염분 기호도 및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식점은 총 127개소였고, 운영자는 남자가 64.6%, 여자

가 35.4%, 운영자의 연령은 50대가 42.5%로 가장 많았고,

경영 연수는 5년 미만이 29.9%로 가장 많았다.

배추김치를 ‘직접 담근다’고 응답한 비율은 82.7%였고,

직접 담근 김치와 구입한 김치의 염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주로 차려내는 국은 콩나물국, 미역국 등 맑은 국이

가장 많았고, 된장국, 곰탕 순이었다. 찌개로는 동태찌개,

조기찌개 등 고추장찌개가 가장 많았고, 된장찌개, 맑은 찌

개 순이었다.

제공하고 있는 김치의 염도는 2.0±0.4%, 국·찌개의 염

도는 1.0±0.3%였다. 이중 국의 염도는 0.9±0.2%, 찌개의

염도는 1.1±0.3%로서 찌개의 염도가 국보다 유의적으로 높

았다(p<0.001). 된장국의 염도는 0.9±0.2%, 맑은 국의 염

도는 0.8±0.2%로서 된장국의 염도가 맑은 국보다 유의적으

로 높았다(p<0.05).

음식점 반찬의 염도에 대해서는 다수의 운영자가 ‘보통’이

라고 응답하였고, 음식점에서 차려내는 김치의 염도에 대해

서도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김치염도

가 높은 군에서 자신의 음식점 김치가 짜다고 응답한 비율

이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차려내는 국·찌개의

염도에 대해서도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김치염도가 낮은 군에서 자신의 음식점 국·찌개가 싱

겁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운영자의 염분 기호도는 응답자의 50.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운영자의 59.8%는 고객들의 염분 기호도

에 대해 ‘보통 맛’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김치 염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고객들이 ‘싱거운 맛’을 좋아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5).

음식점에서 차려내는 음식의 염도 조절에 운영자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의 간을 맞추는데 직

접 관여한다’가 45.7%로 가장 많았고, 음식의 간을 맞출 때

고객의 기호도를 얼마나 고려하는가에 대해서는 ‘고객의 기

호도 보다는 음식점의 전통적인 맛을 지켜나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 음식점 김치의 염도는 적정 수준이나, 국·

찌개의 염도는 더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

한 음식점 운영자가 생각하는 고객의 염분 기호도 조사에서

보통맛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싱거운 맛을 좋아한

다는 응답도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음식점

운영자는 이러한 고객의 기호와 건강지향적 요구에 부응하

여 음식의 염도를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

편, 외식관련 기관이나 당국에서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

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식당만이 아닌 전체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김치, 국·찌개의 염도뿐만 아니라 제공되

는 메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염도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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