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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 개선을 위한 음식 짠맛센서 개발

양길모 서인호 김기영 이강진 손재룡 모창연 김용훈 박샛별

Development of a Salt Taste Sensor for Improvement on Meal HabitDirection Method 

G. Yang I. Seo G. Kim K. Lee J. Son C. Mo Y. Kim S. Park

The amount of salt intake of Korean people is 11.4 grams per a day, which is 2.3 times of the recommended daily salt 
intake by WHO - 5 grams of salt a day.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alt consumption and increased risk of high blood 
pressure, observed not only in hypertensive but also in normotensive patients. High salt intake is also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heart attack, cerebral ischemia and osteoporosis. Therefore, this research is for developing a salt taste 
sensor to reduce sodium consumption and improve meal habits for the perception of a more bland taste of most foods. 
When the sensor was put into food sample, current intensity achieved with distribution cables. Current intensity was 
correlate with a simple equivalent of salt taste stimulus intensity. The salt taste sensor consists of salinity & temperature 
measuring probe, signal processing circuit and LCD display & LED warning light. When salinity is going over a set point, 
LCD displayer indicate salt taste on LCD panel by percent value (%), and at the same time, blue LED light change to 
red LED light. So we could know the grade of salt taste in soup before meals conveniently and obj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operating range of 10 to 80℃ and accuracy of ±0.1% were achieved with an analysis time of about 2 or 3 sec. 
Moderate reductions in salt intake can help to avert adult diseases and lead a healthy life. 

Keywords : Taste sensor, Salt taste, Meal habit, Salinometer, Low salt diet

1. 서 론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 소금섭취량을 5 g(나트륨 2,000 
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성인의 하루 나트륨 최소 필요량은 500 mg에 불과하

다(Choi, 2000; Park, 2008). 이에 각국에서는 성인의 1일 권

장 소금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6 g(나트륨 

2,300 mg), 일본 10 g(나트륨 3,900 mg), 한국 5.1 g(나트륨 

2,000 mg)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

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1일 소금 섭취량은 11.4 g으로 2001년 

12.5 g, 2005년 13.5 g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세계보건

기구 권장량의 2.3배로 매우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그 나라의 식문화와 관련이 깊다. 한국

인이 맛있게 느끼는 국물의 염도는 1% (1 g 소금/100 mL 
물) 정도라고 한다. 국물 한 그릇이 300 mL라고 한다면 한 

끼 식사로 3 g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루 

3번의 식사를 한다면 하루 9 g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므로 1
일 권장 소금 섭취량을 초과하게 된다. 또한 국외에도 반찬, 
찌게, 각종 인스턴트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소금의 양까지 고

려한다면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한식은 김치

와 장류, 젓갈 등 식염 함량이 높은 음식이 많고 실제 많이 

즐긴다. 하루 중 나트륨 섭취량을 100%로 가정하면 배추김

치 20.3%, 소금 20.1%, 간장 8.7%, 된장 6.4%, 라면 4.4%, 
고추장 4.1%, 총각김치 3.7%, 백미 2.9%, 국수 1.9%, 기타 

패스트푸드, 스낵 등의 가공식품에서 공급된다고 분석되었다

(KNHAN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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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나트륨)은 공기, 물과 함께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물질로서 신진 사 촉진, 해독과 살균작용, 해열과 

지열작용, 세포생산 등의 역할을 하지만 과잉섭취 할 경우 고

혈압, 위암, 뇌졸중, 뇌혈관질환,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oossens and Gebores, 1987; 
Blaustein and Hamlyn, 1983). 혈관에 나트륨이 많으면 지나

친 수분 흡수로 혈관이 팽창하고 압력을 상승시켜 고혈압의 

진행을 촉진시키고(Blaustein and Hamlyn, 1983) 위점막에 

상처가 생겨서 출혈이 일어나며 이로 인하여 세포가 죽고 다

시 재생하는 과정에서 암의 싹이 자라 위암의 발생에도 관여

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설할 때 칼슘과 결

합하여 배설함으로 혈중칼슘레벨을 떨어뜨리며 칼슘의 흡수

를 방해함으로써 골다공증도 초래하게 된다(Antonios and 
MacGregor, 1995).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음식을 조금이라도 싱겁게 먹을 수 

있도록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실

생활에서 음식의 짠 정도를 손쉽게 알려주는 지표나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음식을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짠맛을 측정하는 기술로는 나트륨 이온성분에 한 맥동 

전류를 증폭하여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센싱 방법 (Khireddine 
et al., 1997), 미세전극봉에 기질과 폴리머 막을 형성하여 이

온들을 측정하는 전기화학센싱방법 (Robert et al., 2009), 광
섬유를 이용 빛의 굴절율 변화를 이용하여 나트륨 이온을 측

정하는 방법 (Yong and Yanbiao, 2002) 등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이 실험실 수준에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일부 상용화된 제품의 경우 정밀도와 사용의 

편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짠맛센서 개발 

이전에 사용된 염도계를 응용한 연구로는 식습관에 따른 소

금섭취량 모니터링 연구 (Park, 2008), 환경모니터링 연구

(Yong and Yanbiao, 2002) 등이 수행되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이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을 때 얼

마나 짠지를 먹어보지 않고 손쉽게 알려주는 음식 짠맛센서

를 개발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휴 형 센서를 

개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짠맛측정 원리

음식 짠맛센서는 국물류의 음식에 녹아있는 염분농도를 전

기전도도와 주파수 변환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그림 1의 센

서 회로도에서처럼, 용액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은 염분농

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류의 변화량은 염분농도에 비례

한다. 즉, 음식에 녹아있는 소금 특히 나트륨 농도의 높고 낮

음에 따라 전류의 변화량을 단위시간당 진동횟수로 계산하여 

염분농도로 환산하였다. 그림 2는 1%의 염분을 갖는 시료를 

측정한 전위차 신호로 그림 2(b)의 파형으로 전원을 인가하

여 그림 2(a) 파형의 전기전도도 출력값을 얻게 된다. 짠맛센

서가 국물에 닿게 되면 나트륨 이온 농도에 따라 저항 R1이 

변하게 되고 이어서 시간상수의 변화에 따라 주파수의 변화

를 가져오게 된다. 즉, 짠맛센서를 통해 흐르는 맥동 전류를 

증폭하여 적분 콘덴서에 충전하고, 적분된 콘덴서의 전류를 

비교기의 일측 단자에 일정한 시간동안 인가한다. 비교기의 

타측 단자에는 증폭시킨 온도센서의 검출 전류를 인가하여, 
비교기의 출력단에서 온도 보상 짠맛 전류를 얻게된다. 최종

적으로 비교기 출력을 버퍼를 통해 A/D변환기에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고, 디지털 값을 LCD모듈에 디지트(digit) 값
으로 표시하게 된다. 

Fig. 1  Circuit diagram for salt taste sensor measuring current change 
of food sample.

Fig. 2  Sample plots of (a) capacitor voltage vs. time and (b) 
applied voltage vs. time using oscilloscop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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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짠맛을 측정하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설명한 그

림이다. 먼저 전극을 이용하여 용액의 전도도를 측정하고 이

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킨다. 변환된 디지털 신호는 다시 주

파수로 변환되고 동시에 국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그림 2의 

예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기준 테이블과의 비교연산 후 염분

농도를 보정해 주었다. 국물의 온도에 따라 염분농도 측정값

에 미미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물은 기준온도 23℃로 

설정하여 온도에 따른 염분농도 오차를 보정해 주는 기준 테

이블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비교연산부는 설정값에 한 측

정값을 서로 비교하여 서로 다른 색깔의 LED 광으로 사용자

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준다. 최종적으로 국물의 짠맛정도는 

100ml물에 녹아있는 나트륨량(g)을 퍼센트(%)값으로 보여주

고 온도는 섭씨(℃)로 LCD 모니터에 나타내 준다.

Fig. 3  Block diagram.

나. 짠맛센서 설계

짠맛센서는 그림 4(a), 그림 4(b)에서처럼 짠맛측정부, 온
도측정부, LCD 패널, 설정부, LED 광 그리고 전원스위치로 

구성이 되어있다. 짠맛측정부는 측정감도와 식품에 한 안

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으로 도금이 되어있으며 온도측정부는 

백금센서를 적용하였다. LCD 패널에는 국물의 짠맛정도와 

온도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짠맛 설정값을 입력할 수 있다. 
이때 그림 4(c)에서처럼 염분농도 설정값이 측정값보다 클 

경우에는 파란색 LED가 발광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빨간

색 LED가 발광을 하도록 설계를 하여 사용자에게 경고신호

를 보내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센서는 염분농도 0~2.5%
까지 측정할 수 있다. 전원은 센서 커버를 LED 광 쪽에 끼우

면 켜지며 커버를 제거하면 꺼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밧데리 

소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짠맛센서의 전체적인 크기

는 길이 12 cm, 폭 2.2 cm, 두께 1.2 cm로 휴 하기 간편한 

포켓형으로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체온계 정도의 

크기이다.

다. 성능실험

짠맛센서의 성능실험을 위해 0～2.5% 범위의 염화나트륨

에 한 주파수 변화와 염도(%)를 5회 반복 실험하여 측정정

확도와 재현성을 각각 실험하였다. 온도에 한 짠맛측정값 

보정을 위해 5～90℃ 범위의 나트륨 용액에서 짠맛센서의 

성능을 실험하였다. 짠맛센서가 나트륨(Na)  이온이외에 칼

슘(Ca), 칼륨(K), 마그네슘(Mg)이 혼합되어 있을 때 어떤 간

섭반응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농도별로 혼합하여 비교 

실험하였다. 각 이온물질은 Sigma(USA)에서 구입하였다. 시
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역국, 북어국, 곰탕, 육개장, 라면에 

한 짠맛정도를 이온크레마토그래피(IC, ion chromatography,
DIONEX 500)의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 분석 결과값

과 서로 비교하여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이 즐겨먹는 된장과 고추장을 상으로 농도별 염분변화를 

측정하여 그 실용성을 실험하였다.

(a) The outside view

(b) The inside view

(c) The general view 

Fig. 4  Images of developed salt taste sensor.

라. 시료 전처리

짠맛센서의 성능실험을 위해 이온크레마토그래피(IC)와 

비교 평가를 하였다. 이온크레마코그래피에는 미역국, 북어

국, 곰탕, 육개장, 라면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성분을 측정



J. of Biosystems Eng. Vol. 35, No. 5.

313

하기 위해 우선 0.45 ㎛의 셀롤로우즈 멤브레인 필터(celluose 
membrane filter)를 이용하여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0.5 g을 

각각 채수하여 분석시 1,000배씩 희석하여 측정하였다. 전처

리는 식품공전 2008의 프로토콜을 따라 진행하였다. 환경조

건은 온도 22~23℃, 습도 55~59% 이었으며 분석칼럼은 이

온팩(IonPac ICE-AS1)을 유속은 2.0 mL/min, 시료 주입량

은 10 ㎕를 각각 적용하였다. 이온교환수지를 채운 칼럼에서 

음이온 또는 양이온을 분리하고 컬럼을 통과한 시료는 전도

도측정기로 정량화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가. 염화나트륨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량 측정

염화나트륨(NaCl, Sigma #S7653, USA)을 0에서 5%(w/w) 
까지 희석을 하여 주파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5차 다항식에 결정계수(R2)가 1로 나타났다. 그림 

6은 주파수 변화를 다시 % 염분농도로 측정값을 환산하여 

선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기전도도는 물에 녹아있는 이

온들의 농도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소금의 주성분이며 이온

성분의 부분을 차지하는 나트륨이온의 농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때 전기전도도 값을 주파수 값으로 

변환하여 나타내었으며 고농도로 갈수록 수렴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으며 평균오차는 ±0.01%를 보였다. 

Fig. 5  Changes of frequency by salinities.

Fig. 6  Changes of measurement by salinities.

 

나. 온도에 따른 성능시험

그림 7은 5℃에서 90℃ 까지 염화나트륨 농도별로 염분농

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결과 그림 7(a)에서처럼 10℃에

서 80℃ 범위에서 측정 정확도가 결정계수(R2) 0.9945로 양

호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림 7(b)에서처럼 10℃이하 

저온에서는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나트륨 이온들의 활성이 매

우 낮아 측정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이때 염화나트륨 농도에 

한 오차는 염분농도 2.%와 2.5% 고농도에서 0.9%로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오차는 -0.61% 이었다. 반 로 80℃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아있는 나트륨 이온들은 매우 활발하게 운동

을 하는 관계로 역시 정확한 염분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이때 염분농도에 한 평균오차는 0.26%로 

나타났다. 따라서 짠맛센서의 적용온도는 10~80 ℃ 범위로 

설정하였다.

(a) Temperature range from 10℃ to 80℃

(b) Temperature 5℃ and 90℃ 
Fig. 7  Measurement changes by salinities and temperatures.

다. 이온성분에 따른 간섭반응 실험

짠맛센서로 국물음식에 녹아있는 나트륨이온을 측정할 경

우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미량 이온에 의해 간섭현상

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8에서 처럼 나

트륨이온만 녹아있을 경우, 칼슙, 칼륨, 마그네슘 4가지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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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혼합되어 있을 경우로 나누어서 이온 간섭반응 실험

을 실시하였다. 이때 이온 농도는 0.5%(w/w), 1.0%(w/w), 
1.5%(w/w), 2.0%(w/w) 그리고 2.5%(w/w), 5수준으로 나누

어서 적용하였다. 실험결과 나트륨 이온만 있을 경우 각각의 

농도에서 정확한 측정치를 보였으나 4가지 이온이 모두 농도

별로 혼합되어 있을 경우 ±0.1%의 측정오차를 가지고 간섭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Interference reactions among Na, Ca, K and Mg ions using 
salt taste sensor.

라. 국물을 이용한 짠맛측정 시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역국, 북어국, 곰탕, 육개장, 라
면을 상으로 그림 9에서처럼 짠맛센서와 이온크레마토그

래피(IC)의 성능을 서로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짠맛센서와 

이온크레마토그래피의 오차범위는 ±0.1%로 나타났다. 조리

하는 사람에 따라 조리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매뉴얼에 따라 

조리를 했을 경우 실험에 사용된 식품의 경우 짠맛정도는 곰

탕을 제외하고 1.0~1.3% 염분농도를 가지고 있었다. 실험은 

짠맛센서 탐침부를 국물에 직접 담가서 각각 측정하였다. 라
면의 경우 컵라면을 상으로 실험하였으며 물 400 ml에 염

분농도는 1.0%로 소금의 총량은 4 g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라면을 국물까지 모두 섭취 할 경우 WHO 1일 권장 소금섭

취량 5 g에 근접하는 양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라면 등 국

물류 음식을 먹을 경우 국물은 남기고 가급적 건더기 위주로 

먹는 식습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9  Comparison between salt taste sensor and IC on soup kinds.

마. 된장과 고추장을 이용한 염분 농도 측정

그림 10와 그림 11은 한국인이 즐겨먹는 된장과 고추장을 

이용하여 짠맛센서를 이온크레마토그래피와 성능을 비교하

였다. 된장과 고추장을 24℃ 100 mL 3차 증류수에 4 g, 8 g, 
1 2g, 16 g, 20 g 씩 5수준으로 희석을 한 후에 이온크레마토

그래피 측정값에 해 짠맛센서의 측정값을 각각 3반복 비교

한 결과 된장의 경우 1.2%이하 염분농도에서 모두 일치한 반

면 그 외 고농축에서는 염분농도 ±0.1%의 오차를 보였다. 고
추장의 경우 부분의 농도에서는 모두 일치한 반면 1% 이
상의 염분농도에서는 +0.1%의 오차를 보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국물과 이온크레마토그래피와의 비교실험에서 짠맛센

서의 측정오차는 ±0.1%로 나타났다.

Fig. 10  Salinity of Dhenjang compared between salt taste sensor 
and IC.

Fig. 11  Salinity of Gochujang compared between salt taste sensor 
and IC.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 개선을 위한 음식 짠맛센서를 개발

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성능실험 결과 음식 짠맛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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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는 10℃에서 80℃로 국물류 음식의 짠맛정도를 ±0.1%
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었다. 측정시간은 2~3초 정도로 빠른 

동특성을 보였으며 포켓에 쉽게 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

여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겸비하였다. 금후

에는 고혈압과 메니에르씨병 환자를 상으로 음식 짠맛센서

의 이용효과 실험을 통하여 짠맛센서의 효용성과 성능개선, 
보급증진을 위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의 침구사협회에서는 10년을 더 젊게 살기 위해 소염

다초(少鹽多醋)의 식습관을 권하고 있다. 소금은 적게 먹고 

식초는 많이 섭취하라는 이야기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짠맛

센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음식을 짜게 먹는 잘못된 식

습관을 개선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처음부터 소금의 

양을 폭적으로 줄이게 되면 음식의 맛이 떨어져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짠맛 센서로 음식의 소금량을 측정하

여 조금씩 줄여간다면 소금의 과잉 섭취에 따른 질병을 예방

할 수 있어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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