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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government will set up the nationwide food safety system with strict control of hazardous nutrients
like sugar, fatty acids and sodium as well as advanced nutrition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almost one hundred
percent of school food service rate forced the government to consider more effective ways to upgrade the
nutritional status of school meals. The object of our study was to provide the data on content and consumption
of sugar in school meal for the nationwide project.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the sugar content of 842
school meal menus and their intake level for 154 days in 8 schools in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Sugar
contents, the sum of the quantity of 5 sugars commonly detected in food, were analysed with HPLC-RID
(Refractive Index Detector). Sugar intakes we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intake of each menu to the sugar
content of that menu. The sugar content was highest in the desserts, which include fruit juices, dairy products
and fruits. Sugar content of side dish was high in sauces and braised foods. Sugar intake from one dish is
high in beverage and dairy product, and one dish meals contribute greatly to sugar intake because of their large
amount of meal intake. The average lunch meal intakes of second grade and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244 g/meal and 304 g/meal, respectively. The meal intake of middle school student was 401 g/meal.
The average sugar intake from one day school lunch was 4.22 g (4.03 g on elementary and 5.31 g on middle
school student), which is less than 10% of daily sugar reference value for Koreans.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exact data of sugar intake pattern based on the content of sugar which is matched directly to the
meals consumed by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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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 중의 당류는 음식의 맛을 좋게 하고 저장기간을 연장

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는 중요한 열량원으로 작용하지만,

인슐린 민감성 저하로 인한 당뇨유발이나 대사변화로 인한

체중증가(1), 에너지 섭취량의 일정수준 이상 섭취 시 비만

의 위험이 높아지는(2)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 함량은 일반적으로 총 당류(total sugar)를

의미하며 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함량을

합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과 조리된 음식

에는 단당류로서 glucose, fructose, 이당류로는 maltose,

sucrose, lactose가 주로 검출된다(3). 당류 섭취에 대한 권장

수준은 보통 1일 열량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여 호주는 17%,

영국은 19%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며,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에서는 첨가당으로서 각각 10%와 25%를 넘지 않도록 권장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 총 당류 섭취기준치 제

정위원회에서 첨가당과 천연당을 구분하지 않고 에너지 섭

취의 10～20% 범위에서 총 당류를 섭취하도록 기준을 정하

였다(1).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초등학교는 100%, 중학교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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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는 99.3%의 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4), 이

러한 추세는 학교급식을 통해 식사균형도가 향상되며 영양

부족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5,6)를 보면 바람직

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급식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다양하고(7,8), 제공받은 급식 중 일부만을 섭취함

으로써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는 영양소들이 있다는 보고

(5,9,10)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기 식생활에서 영양

불균형의 주요 원인인 당, 트랜스지방, 나트륨과 같은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집중관리 및 영양교육 등을 통하여 먹을거

리 안전을 실현하고자 범정부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가공식품과 학교 앞 식품, 단체급

식에 대한 총 당류 함량 분석연구가 수행되었으며(11), 학교

급식의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12). 원료

배합비가 일정하며 1회 제공량이 명시된 가공식품과 달리,

학교급식은 학교별로 사용되는 재료가 다르고 급식섭취량

도 학생마다 다르므로 학교급식을 통한 당류의 섭취량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급식 중 당류의 함량분석과 급식섭취량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

만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표준레시피를 통해 영

양소의 함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6,8,10), 잔반

량을 측정하여 실제 섭취량을 환산하는 연구(5,9)에서도 당

류의 섭취량이 그 대상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청지역 초․중학교 급식의 당

류 함량을 분석하고 급식을 통한 당 섭취실태를 정밀히 산출

하여 적절한 당 섭취를 위한 정책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단체

급식 중 당, 나트륨 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과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서 각각 초

등학교 2개교와 대전에서 중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2008년

3월 17일부터 4월 24일(봄)까지 학교별로 격주로 2주간 매일

방문하여 급식을 수거하고 급식섭취량을 실측하였으며, 동

일 학교들에 대해 6월 9일부터 7월 11일(여름)까지 같은 방

법으로 2주씩 매일 방문하여 급식 시료를 수거하고 급식섭

취량을 측정하였다.

급식의 수거 및 급식섭취량 측정

급식시료는 사전에 입수한 식단을 기준으로 각각의 메뉴

를 약 100 g씩 수거하였으며 총 842건이 수거되었다. 수거된

시료는 보냉가방을 이용해 냉장상태로 운반하였으며, 실험

실에서 즉시 균질화하여 -20oC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거된 급식을 국내 전문 학술기관(13) 및 단체

급식 전문서적(14)을 참고하여 조리법에 따라 주식류는 밥

류, 일품식류로, 부식류는 국류, 찌개류, 탕 및 전골류, 볶음

류, 튀김류, 부침류, 조림류, 구이류, 찜류, 무침 및 나물류,

김치류로, 후식류는 빵 및 과자류, 유제품 및 빙과류, 음료

및 차류, 과일류와 같이 18개 음식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중 주식류는 156건, 부식류 581건, 후식류는 105건이었으며

18개 음식군에 해당되는 시료수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급식섭취량의 측정을 위하여 대상학교 학생들의 연령대

를 대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는 저학년(2학년)과 고학년(5

학년) 각 1개 학급을 선정하고, 중학교는 2학년 1개 학급을

선정하였으며, 남녀 분반인 경우에는 남학생반, 여학생반 각

1개 학급씩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초등학교 저학년은

6개 학급 남학생 109명, 여학생 104명이었고, 고학년은 6개

학급에서 남학생 105명, 여학생 101명이었으며, 중학생은 3

개 학급 남학생 60명, 여학생 55명이었다. 선정된 학급별로

조사원이 배식 전후 급식의 무게와 잔반의 무게를 메뉴별로

측정하여 메뉴별 섭취량을 구하였다. 1인당 급식섭취량은

학급의 섭취량을 급식을 섭취한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

으며, 남녀의 배식을 따로 하여 성별에 따른 급식섭취량을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다른 음식에 곁들여 먹는 소스류와 급식용 우유를 제외한

학년별, 성별 급식섭취량은 중학교 197개 메뉴에 대해 394

건, 초등학교 604개 메뉴에 대해 2,412건의 데이터가 수집되

었다.

학교 급식의 당 함량 분석

당류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는 급식 시료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식품공전법보다 정제과정이 강화된 방법으로,

AOAC법을 일부 수정한 Choi 등(11)의 방법에 의해 수행하

였으며 모든 시료에 대해 3회 반복 실험하여 HPLC-RID로

측정하였다.

시료 4 g에 석유에테르 30 mL씩 넣고 2～3회 반복하여

지방을 제거한 후 50% 에탄올을 넣어 40 mL로 맞추고 80oC

수욕 중에서 30분간 당을 추출하였다. 추출 후 휘발된 에탄

올을 보충하여 다시 40 mL로 맞추고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 5 mL을 취하여 메탄올과 물로 활

성화된 HLB 카트리지(200 mg, Waters, Milford, USA)에

통과시켜 정제하고 용출액은 다시 GDX syringe filter 혹은

PVDF syringe filter(0.45 μm, Whatman, Clifton, USA)를

통과시켜 HPLC-RID로 분석하였다. HPLC 이동상은 77%

아세토니트릴을 사용하여 1.0 mL/min의 속도로 흘려주었으

며, 칼럼오븐은 30oC, 검출기 온도는 35oC로 하여 시료 10

μL를 주입하고 30분간 분석하였다. 당류의 검출에 이용된

HPLC는 Nanospace(Shiseido, Tokyo, Japan), RID는 RI-

201(Shodex, Tokyo, Japan)이었으며, NH2P칼럼(250 mm× 
4.6 mm, 5 μm, Shodex) 및 NH2P Guard column(5.0 mm× 
4.6 mm, 5 μm, Shodex)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당류 표준품(Sigma-Aldrich, St. Louis, USA)은 음식에

서 주로 검출되는 glucose, fructose, maltose, sucrose,

lactose를 분석하였고, 이들 당류와 동시분석이 가능하며 일



대전․충청지역 초․중학교 급식의 당 함량 및 급식을 통한 당류의 섭취실태 연구 1547



1548 박유경․이은미․김창수․엄준호․변정아․선남규․이진하․허옥순

0

2

4

6

8

10

12

C
oo

ke
d

 ri
ce

**
*

O
ne

 d
is

h
 m

ea
ls

S
ou

ps
**

S
te

w
s*

Ta
ng

/c
ho

n-
go

l

S
tir

-fr
ie

d
fo

od
s

Fr
ie

d 
fo

od
s

P
an

 fr
ie

d
fo

od
s

B
ra

is
ed

fo
od

s
G

ril
le

d
fo

od
s

S
te

am
ed

fo
od

s

S
ea

so
ne

d
ve

ge
ta

bl
es

K
im

ch
ie

s*
*

S
au

ce
s

B
ak

er
ie

s

D
ai

ry
 p

ro
du

ct
s

/ic
e 

cr
ea

m
s

B
ev

er
ag

es

Fr
ui

ts

To
ta

l  
Su

ga
r  

(g
/1

00
 g

)  
 .

Middle School
(n=198)

Elementary School
(n=644)

Fig. 1. Total sugar contents of school meal from middle school and elementary school.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gar contents
between the school levels by t-test; *p<0.05, **p<0.01, ***p<0.001.

반적으로 사용되는 당 대체물질인 당알코올 xylitol, sor-

bitol, mannitol을 추가로 분석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 하였다. 당류는 증류수에 녹여 각각 5%가 되도록 하고,

당알코올은 각각 2.5%가 되도록 혼합액을 조제하고 이를

50% 에탄올로 500배까지 희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당 함량 분석의 회수율은 밥류, 튀김류, 김치류에 각각 표

준액을 첨가하여 분석한 결과 당별로 평균 83～92%였다.

HPLC-RID 분석법의 검출한계는 당 및 당알코올에서 모두

0.01% 이하이고, 0.005～1.000%의 농도 범위에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R2>0.999). 5종의 당과 3종의 당알코올 혼합액

을 동시 분석한 결과 xylitol, fructose, sorbitol, mannitol,

glucose, sucrose, lactose, maltose의 순서로 용출되었다.

당류 섭취량 산출

각각의 급식메뉴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급식메뉴별 총

당 함량에 해당 메뉴의 급식섭취량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때 학년별, 성별로 급식섭취량이 달라서 842개의 급식메

뉴에 대해 2,806개의 당류섭취량이 산출되었다. 또한 한 끼

니에 제공되는 5～6가지 급식메뉴에 대해 각각의 당류섭취

량을 합산하여 성별, 학년별로 538개의 한 끼니 당류섭취량

을 산출하였다.

통계처리

당류의 함량 및 섭취량에 관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은

SPSS 14.0(SPSS Inc.)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그룹 간 차이

를 보기 위해서 t-test, ANOVA 혹은 평균의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Sheffe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학교급식의 당 및 당알코올 함량

18가지 조리법으로 음식군을 나누어 8종의 당 및 당알코올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단당류와 이당류인 fruc-

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의 함량을 더한 값을

총 당 함량(total sugar)으로 했을 때 전체 급식메뉴의 평균

총 당 함량은 급식 100 g 당 2.11 g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급식메뉴를 주․부식과 후식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조리법

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주식류의 당 함량은 급식 100 g당

평균 0.20 g, 부식류는 2.08 g, 후식류는 5.13 g으로 과일음료

와 유제품, 과일 등을 포함한 후식류의 당 함량이 다른 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밥류, 국류, 탕 및 전골류에

서 가장 낮은 수준의 당이 검출되었고, 음료 및 차류, 소스류,

조림류, 과일류 순으로 당 함량이 높았다. 특히 쥐포사각조

림, 오징어채볶음, 우엉조림, 꽈리고추진미채조림은 15～25

g/100 g의 수준으로 많은 양의 당을 포함하고 있었다. 과일

의 경우에는 fructose, glucose와 같은 천연당이 큰 역할을

하였고, 무침, 나물류의 경우에도 fructose, glucose가 높게

검출되었지만, 조림류 등에서는 sucrose, maltose가 많이 검

출되어 조리 시 혹은 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하는 물엿과 설

탕 등 첨가당의 효과로 판단된다. 각 음식군의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Scheffe의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한 결과 전체적

으로 동일 음식군 내에서도 편차가 커서 쉽게 그룹화되지

않았다. 이는 채소류에서 흔히 검출되는 과당 등의 천연당과

조리 시 첨가하는 당이 혼재하여 조리된 음식에서 일정한

패턴을 갖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당류 대체 감미료인 당알코올의 경우, 생채류가 아닌 김치

류나 된장국과 같은 발효식품에서 mannitol이 검출되었고

어묵, 오징어채, 진미채와 같은 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첨가물로 사용된 sorbitol과 mannitol이 검출되는

특성이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급식메뉴에서 xylitol은

검출되지 않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메뉴 전체를 비교했을 때 총 당 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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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일부 부식류 중에서는 Fig. 1에서

와 같이 총 당 함량에 차이가 있었는데, 국류(p<0.01)와 찌개

류(p<0.05)는 중학교에서 수거된 것이 초등학교에서 수거된

것보다 당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류나 찌개류는 총 당

함량이 평균 0.28 g/100 g, 0.36 g/100 g으로 매우 낮은 음식

들이므로 실제 함량 차이는 0.2～0.4 g/100 g 정도에 불과했

다. 김치류는 중학교에서 수거한 경우 2.18 g/100 g, 초등학

교에서 수거한 경우 1.28 g/100 g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다(p<0.01). 튀김류, 부침류, 조림류, 구이류, 찜류 등 부식류

의 총 당 함량은 초등학교 메뉴에서 높았는데, 중학교 메뉴

의 당 함량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봄 시기와 여름 시기에 수거된 급식은 전체 메뉴를 비교했

을 때, 시기에 따른 당 함량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국

류, 찌개류, 탕류는 봄에 수거된 급식의 당 함량이 높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급식을 통한 당 섭취량(1)－급식메뉴별 섭취량

학교급식의 1인당 급식섭취량과 이들 급식을 통한 당 섭

취량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급식섭취량에 있어

주식류는 평균 130 g, 부식류는 35 g, 후식류는 61 g을 섭취

하였으며, 당 섭취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은 후식류(4.00± 
4.12)로 개별음식에서 1인당 평균 0.34 g, 0.55 g의 당을 섭취

하게 되는 주식류나 부식류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하

게 하였다. 후식류 중에서도 플럼주스, 감귤주스, 식혜 등이

포함된 음료 및 차류 섭취로 인한 당 섭취가 가장 높았으며,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류, 과일류의 순으로 당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었다.

일품식류는 급식섭취량이 203 g으로 섭취량이 가장 많은

메뉴이므로 평균 당 함량이 0.90 g/100 g으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식류 다음으로 당 섭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부식

류에서는 소스가 포함된 커틀릿 등의 튀김류(1.63 g)와 조림

류(1.37 g), 볶음류(1.28 g), 찜류(0.80 g) 순으로 당 섭취가

많은 메뉴였으며, 무침, 나물류는 당 함량(3.14 g/100 g)은

높지만 급식섭취량(13 g)이 낮아 당 섭취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학년별로 급식 및 당 섭취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급식섭

취량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처럼(p<0.001) 학년이 높아질수

록 당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1). 다만 조림

류와 구이류, 과일 이외의 후식류에서는 학년별 차이가 없었

다. 구이류와 조림류의 경우에는 급식섭취량에서도 학년별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평균 총 당 함량은 오히려 초등학교

메뉴에서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으므로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음료와 빵류에 속하는

음식 중 토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교별 차이를 유발

하지 않는 가공식품이며 섭취량 또한 포장된 양에 의해 결정

되므로 이들의 섭취로 인한 당 섭취량이 차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였다. 이 외에 튀김류와 부침류에서도 학년의 증가에

따라 당 섭취가 늘어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 메뉴

들에 대한 급식섭취량이 학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했음

에도 불구하고 구이류나 조림류처럼 초등학교 시료에서의

당 함량이 중학교 시료에서보다 높았던 음식군에 해당된다.

급식의 섭취량 자체가 당 섭취량을 좌우하는 큰 변수이지만,

이러한 경향으로 보았을 때 학교급식의 조리 시 당의 함량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인 당 섭취량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급식의 섭취량은 밥류의 경우에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p<0.01) 나머지 급식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각 급식메뉴를 통한 총 당 섭취량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수거시기별로는 Table 2에서와 같이 급식섭취량은 대체

로 봄에 여름보다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5). 특히 주식의 경우 봄(139±60 g)과 여름(122± 
50 g)에 먹는 양의 차이가 많았다(p<0.001). 당 섭취량은 메

뉴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수거시기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부식의 경우 봄(0.64±1.07 g)과 여름(0.46±0.92 g)의 섭취

량에 차이가 있었으며(p<0.001), 특히 급식 메뉴의 당 함량

과 급식 섭취량에서 모두 차이가 나는 높은 국류, 찌개류,

탕 및 전골류와 무침류에서의 당 섭취량 차이에 기인하였다.

급식을 통한 당 섭취량(2)－한 끼니의 섭취량

급식 한 끼니에 제공되는 평균 5.22가지 메뉴의 섭취량을

통합하여 급식 한 끼니의 섭취량 538건을 구하고 이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점심 급식 한 끼니에 섭취하는

급식의 양은 평균 292 g으로, 중학생이 401 g, 초등학생이

273 g을 섭취하였으며, 중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순

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먹는 급식의 양이 유의적으로 적게

나타났다(p<0.001). 급식을 통해 섭취하는 당의 양은 평균

4.22 g으로, 중학생은 5.31 g, 초등학생은 4.03 g이었으며,

역시 나이가 어릴수록 한 끼니에 섭취하는 당의 양도 적었으

나(p<0.01) 급식섭취량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았다. 이는 한

끼니 식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밥류와 국류에서 학년

별 급식섭취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해, 당 섭취량에 기

여하는 볶음류와 조림류, 과일류와 같은 부식과 후식이 중학

교보다 초등학교에 더 자주 제공되었고, 특히 조림류의 경우

에는 학년에 따른 급식섭취량의 차이도 없었으므로 당 섭취

량의 학년별 차이가 급식섭취량의 차이보다 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 끼니 급식의 섭취량과 당 섭취량은 조사 지역에 따라서

도 달리 나타났는데(Table 5), 초등학교 중 충청남도 지역

초등학생의 급식섭취량(234 g)이 대전(283 g)이나 충청북도

(302 g) 지역 초등학생의 급식섭취량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

다. 반면 한 끼니의 당 섭취량은 충청북도 초등학교에서 높

게 나타났는데(5.14 g), 이 지역 학생들의 급식섭취량이 중학

생만큼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의 한 끼니의 당 섭취

량 수준(5.31 g)이었다. 이는 해당지역 학교들에서 정책적으

로 과일을 자주 공급한 결과로, 조사기간 중 18.4%, 10.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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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od consumption and sugar intake from one-day school lunch according to school grade

School grade N Food consumption (g/meal)
***

Sugar intake (g/meal)
**

No. of dishes/meal

Middle school 78 401 (190～755)
a

5.31 (0.43～17.41)
a

5.05

Elementary school
5th grade
2nd grade

460
230
230

273
303
244

(99～551)
(143～551)

b

(99～551)
c

4.03
4.42
3.65

(0.05～21.55)
(0.10～20.89)

ab

(0.05～21.55)
b

5.24
5.24
5.24

Total 538 292 (99～755) 4.22 (0.05～21.55) 5.22

The values are mean (Min～Max).
Significantly different in food consumption or sugar intake between the school grades by ANOVA (

**
p<0.01,

***
p<0.001).

a-c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Regional difference of food and sugar intake from one-day school lunch according to the inclusion of fruit

Region N
Food Consumption (g/meal) Sugar Intake (g/meal) Fruit serving

day (%)Fruit-included
***
Fruit-excluded

***
Fruit-inclued

***
Fruit-excluded

***

Middle school
Daejeon 78 401

a
(190～755) 395

a
(190～755) 5.31

a
(0.43～17.41) 4.94

a
(0.43～17.41) 7.7

Elementary School
Daejeon
Chungcheongbuk-do
Chungchengnam-do

152
156
152

283
b
(133～551)

302b (156～551)
234

c
( 99～467)

273
b
(133～521)

271b (126～500)
229

c
( 99～449)

3.30
b
(0.14～18.76)

5.14a (0.41～18.67)
3.64

b
(0.05～21.55)

2.80
b
(0.02～18.76)

3.44b (0.13～18.67)
3.39

b
(0.02～21.55)

18.4
74.4
10.5

Total 538 292 ( 99～755) 277 ( 99～755) 4.22 (0.05～21.55) 3.46 (0.02～21.55) 30.9

The values are mean (Min～Max).
Significantly different in food consumption or sugar intake between the regions by ANOVA (

**
p<0.01,

***
p<0.001).

a-c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급식일에 과일을 공급한 다른 지역 초등학교와 달리 74.4%

의 급식일에 과일이 공급된 결과였다. 급식메뉴에서 과일을

제외하고 당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충청북도와 다른

지역의 당 섭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Chung(15)

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과일은 당류뿐 아니라 비타민과 무

기질 섭취량을 함께 높이는 후식이며, 과일 공급일의 당 섭

취가 매우 높은 것이 아니므로 과일 섭취로 인한 당의 과잉

섭취는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 끼니에 섭취하는 급식섭취량은 중학생의 경우에만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양의 급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p<0.05) 한 끼니에 섭취하는 당의 양은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한 끼니 급식섭취량은 1차

조사시기인 봄보다 2차 조사시기인 여름에 먹는 양이 더 적

었으나(p<0.01) 한 끼니의 당 섭취량은 계절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Table 2).

급식을 통한 당 섭취실태

학교급식을 통한 당 섭취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급식메

뉴의 당 함량과 해당 급식메뉴의 섭취량을 곱하여 당 섭취량

을 구하고, 음식군별, 학년별, 성별, 수거시기별로 비교분석

하였다. 급식의 당 함량과 급식섭취량 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으며, 조리방법 등이 유사한 음식군 별로 당 함량

과 급식섭취량의 차이로 인해 당 섭취량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랐다. 당 함량도 높고 1회 섭취량도 많은 후식류에서 평균

4 g 정도로 가장 많은 당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 함량이 높고 1회 섭취량이 적지 않은 부식류인 튀김류와

볶음류, 조림류에서도 1.0～1.5 g의 당을 섭취하였으며, 당

함량은 높지 않으나 1회 200 g 이상을 섭취하는 일품요리

한 그릇으로도 1.6 g의 당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함량이 높은 무침, 나물류는 1회 섭취량이 너무 낮아 당 섭취

량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반면 1회 섭취량이 높은

국, 찌개 등의 급식메뉴는 당 함량이 높지 않아 당 섭취량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성별의 차이는 당 함량이 매우 낮은 밥류 이외의 메뉴에

대해서는 급식섭취량에 차이를 주지 않았으므로 당 섭취량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거시기별로는 봄 메뉴에 당 함

량이 더 높고 봄에 급식섭취량도 더 높은 메뉴가 있었으나

대부분 당 함량이 낮은 급식메뉴들이므로 전반적인 당 섭취

량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학년별로 비교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이 될수록 급식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여 학년별 당 섭취량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밥류나 국류처럼 당 함

량이 낮은 음식군에서 급식섭취량 차이가 뚜렷하거나, 튀김

류나 부침류처럼 초등학교 메뉴의 당 함량이 높아 학년별

당 섭취량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지는 음식군이 있어, 전체

적으로는 학년에 따른 급식섭취량의 차이보다 당 섭취량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대전·충청지역 학교의 급식을 통한 한 끼니의 당 섭취량

은 평균 4.22 g이었다.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는 첨가당의 최대섭취수준(maximum intake level)

을 에너지섭취비율의 25%까지로 정하였으며, 한국인 총 당

류 섭취기준치 제정위원회에서 천연당과 첨가당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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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에너지 적정 비율로 에너지 섭취의 10～20%로 총

당류 섭취기준을 정하였다(1). 한국인영양섭취기준(16)에

설정된 에너지필요량을 고려하면 9～11세 남자(1,900 kcal)

는 47.5～95 g, 여자(1,700 kcal) 42.5～85 g, 15～19세 남자

(2,700 kcal)는 67.5～135 g, 여자(2,000 kcal)는 50～100 g의

당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한 끼니의 당 섭취량에 해

당하는 본 연구결과 4.22 g은 한국인 하루 당류 섭취기준치

의 10분의 1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양이며, Chung(15)이

2001년과 2002년의 한국인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

한 19세 이하 일일 당 섭취량인 56 g의 13분의 1 수준이었다.

또한 급식초등학교와 비급식 초등학교 학생들의 하루 설탕

섭취량이 각각 51.7 g, 73.1 g으로 조사된 1995년의 연구결과

(17)와 비교했을 때, 학교급식을 통한 당의 섭취량이 하루

당 섭취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끼니의 당 섭취량은 평균이 4.22 g이며 그 분포를 살펴

볼 때에도 조사대상일의 50%에는 한 끼니당 3.12 g 이하의

당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당 섭취 저감화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전체 조사일 중

3.9%에 해당되는 일부 급식일의 경우 한 끼니의 당 섭취량

이 15 g 이상이 되어 이들 급식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되었다. 한 끼니의 당 섭취량이 15 g 이상인 급식일에

는 요구르트 등의 가당 유제품과 과일주스나 식혜 등의 음료

가 후식으로 제공되고, 비빔밥과 덮밥, 자장면과 같은 일품

식이 함께 제공되는 메뉴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당의 섭취양상을 감안하여 급식

한 끼니를 통한 과도한 당의 섭취를 막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품식류나 소스가 포함된 커틀릿 등의

튀김류, 가공식품을 이용한 볶음류 등 급식섭취량이 높은

음식들은 당 함량이 조금만 달라져도 당 섭취량이 많이 달라

지므로, 조리법을 정할 때 당의 첨가량을 조금씩만 줄여 음

식맛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당 섭취량 감소에는 큰 효과를

얻도록 할 수 있다. 둘째, 당 함량이 높은 후식류, 조림류,

조미어채류를 이용한 음식의 경우에는 음식 자체의 섭취량

이 높지 않더라도 당 섭취량에 크게 기여하므로, 이러한 음

식들은 주간 혹은 월간 식단 계획 시 제공 빈도를 낮추고,

하루의 식단에 중복되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때, 급식섭취량이 많고 당 함량도 비

교적 높아 당 섭취에 큰 기여를 하는 일품식과의 중복 제공

도 피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서 지역별로 8개의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당 4주간의 급식을 수거하여 842개

메뉴의 당 함량을 분석하였고, 수거된 급식메뉴에 대해 초등

학교 2학년과 5학년,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의 급식섭취량

을 직접 측정하여 급식을 통한 2,806건의 당 섭취량을 산출

함으로써 해당학교 및 지역의 당 섭취 특성을 대표할 수 있

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의 함량 합으로 구한 총 당류의 함량은 가공식품에서

와 달리 학교별로 임의의 조리법에 의해 조리된 음식이므로

그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주식류의 당 함량은 급식 100 g당

평균 0.20 g, 부식류는 2.08 g, 후식류는 5.13 g으로 과일음료

와 유제품, 과일 등을 포함한 후식류의 당 함량이 다른 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식류 중에서는 소스류

와 조림류의 당 함량이 높았다. 급식메뉴 중 가장 많은 양을

섭취하는 음식은 일품식류, 음료 및 차류, 탕 및 전골류, 찌개

류 순이었으며, 주스나 식혜와 같은 음료는 정해진 규격이

있어 다른 부식류에 비해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다. 부식류

중에서는 국 종류를 제외하면 30～50 g 범위에서 찜류, 튀김

류, 볶음류, 부침류, 조림류, 구이류 순으로 많이 섭취하였으

나 무침․나물류와 김치류는 각각 13 g, 10 g만을 섭취하였

다. 급식메뉴 중 후식류, 특히 음료 및 차류, 유제품류섭취로

인한 당 섭취량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식품은 당 함량도 높

고 규격화된 중량으로 인해 섭취량도 많았기 때문이다. 일품

식류는 낮은 당 함량에 비해 급식섭취량이 많아 후식류 다음

으로 당 섭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부식류에서도 조림류에

비해 당 함량이 낮은 튀김류의 급식섭취량이 많으므로 튀김

류로 인한 당 섭취량이 조림류로 인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

다. 급식 한 끼니를 통한 당 섭취량은 평균 4.22 g으로, 학년

이 높을수록 급식섭취량과 함께 끼니당 당의 섭취량도 많아

중학생이 5.31 g, 초등학생이 4.03 g을 섭취하였으며, 성별이

나 수거시기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교급식을 통한

한 끼니의 당 섭취량은 열량섭취량을 기준으로 정한 한국인

총 당류 섭취기준이나 한국인영양조사 결과의 하루 총 당류

섭취량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한 끼니 해당량으로서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일주스, 식혜 등의 음료

나 요구르트 등의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이 제공되거나 이러한

후식류가 일품식류와 함께 제공되어 한 끼니당 당의 섭취량

이 높은 급식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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