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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sodium (Na) and potassium (K) content of school meals 
served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in Korea. In this study, 872 kinds of school meal dishes were collected 
from twelve elementary and twelve junior high schools located in four different cities in Korea (Daegu, Masan, Gwangju, 
and Jeju). The dish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staple dish, subsidiary dish, and dessert. Each main 
category was further sub-classified into 4 kinds of staple dishes, 15 kinds of subsidiary dishes, and 5 kinds of dessert 
dishes. The Na and K content of dishes were then analyzed by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The Na content of 
individual dishes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s, ranging from 9 to 2,717 mg/100 g. Among the staple dishes, cooked 
rice contained relatively less Na, but other staple dishes such as à la carte, noodle, and rice-gruel contained considerably 
high amounts of Na. Regarding the subsidiary dishes, the Na content of salad was low, but those of Jangachi, stir-fried 
dishes, and kimchi were considerably high. Among the dessert dishes, beverages, fruit, and milk/dairy products contained 
relatively low amount of Na, while rice cakes and baked goods, and snacks contained noticeably high amounts of 
Na. Unlike the Na content, the K content between the dishes did not show much variability. Cooked rice and rice 
cakes contained relatively low amounts of K, similar to other dishes, and ranged from 104 to 220 mg/100 g. The 
Na/K ratio was especially high in rice cakes and Jangachi, while of the ratio in beverages, milk/dairy products, salad, 
and fruit were pretty low. The total content of Na and K and the Na/K ratio of elementary school meals were 974 
mg, 378 mg and 2.7, respectively, and those in junior high school meals was 1,466 mg, 528 mg and 3.0. The results 
show that most school meals provide a significant amount of Na but significantly small amounts of K, as suggested 
by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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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은 국민건

강을 증진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1). 나트륨 섭취 제한은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심

근경색 또는 뇌졸중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요구되

는 치료적 생활습관수정(Therapeutic Life-style Changes: 

TLCs)의 핵심 내용이다(2).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면 고혈압

(3)이나 심뇌혈관 질환(4) 이외에 위암(5)이나 골다공증(6)

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7)에 따르면 6∼8세와 9∼11세 아

동의 나트륨 충분섭취량은 각각 1,200 mg과 1,300 mg이

며, 12∼14세는 나트륨 목표섭취량은 1,500 mg이다. 그런

데 우리나라의 경우 곡류와 채소류 섭취량이 많은 곡채식 

문화권의 특성으로 인해 장류, 김치류, 장아찌류, 젓갈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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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달되어 나트륨 섭취가 많은 편이다(8,9). 나트륨의 과

다 섭취 경향은 어린이에서도 증명되었다. 즉 학령기 아동(6

∼11세)의 나트륨 섭취량은 제3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4,069 mg으로 목표섭취량의 2배에 달했다(10). 제4차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는 3,230 mg으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목표섭취량을 상회하였다(11). 소규모로 수행된 연구에서

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나트륨 섭취량이 과다하다고 평

가되었는바, 소변 중 나트륨 배설량을 통해 추정한 나트륨 

섭취량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경우 서울과 농촌지역 각

각 3,184 mg과 3,381 mg이었고(12), 중학교 2년생의 경우

는 남녀 학생 각각 3,578 mg과 3,421 mg이었다(13).

짠맛에 대한 선호도는 짜게 먹을수록 증가하며(14) 또한 

어린 시절에 섭취한 염분량과 비례한다는 점(15) 등을 고려

할 때, 나트륨 섭취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짠맛에 대한 기

호도가 고착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학교급식의 나트륨 저감화가 필

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1). 최근에 여대생

에게 6개월간 저염식을 시행한 결과, 최적 염미도가 낮아졌

고 나트륨 섭취량과 소변 중 나트륨 배설량이 감소되었다

(16). DASH(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로 알려진 대규모 연구에서는 과일이나 채소 또는 곡류가 

풍부한 식사는 혈압을 낮춘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식사에 

나트륨까지 제한하면 혈압저하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이

끌어냈다(17).

한편 칼륨은 나트륨의 과잉 섭취로 유발되는 고혈압에 대

해 보호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트륨/칼륨(Na/K) 비

율을 1에 가깝게 낮추면 고혈압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

다는 점이 증명됨으로써 고혈압에 대한 칼륨의 긍정적인 역

할이 확인되었다(18). 이후 칼륨의 고혈압에 대한 보호기능

은 실험동물(19)에서는 물론 인체(20)에서도 확인되었다. 

지속적인 높은 칼륨 섭취가 나트륨에 의한 혈압상승을 둔화

시킨다는 점(21) 또는 칼륨을 하루에 4.7 g 섭취하면 혈압이 

저하된다는 점(22) 등도 확인되었다. 이는 칼륨이 나트륨의 

흡수를 억제하고 또한 배설을 촉진하는 생리기능에 따른 효

과라고 하겠다. 미국의 고혈압합동위원회는 고혈압 예방을 

위해 3.5 g의 칼륨 섭취를 제안하였다(23). Park 등(24)은 

나트륨 섭취를 감소시키기 위해 조리에 혼합염(0.24% NaCl 

+0.16% KCl)을 이용해 Na/K 비율을 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칼륨 섭취량은 나트륨과는 반대로 부족한 편이

다. 최근 실시된 제4차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칼

륨 섭취량은 전 연령층에서 부족했으며, 6∼11세 학령기 아

동의 경우도 2,237 mg으로 충분섭취량에 크게 못 미쳤다

(11). 한국인 영양섭취기준(7)에 의하면 6∼8세와 9∼11세

의 칼륨 충분섭취량은 각각 2,800 mg과 3,200 mg이고, 12

세 이상 인구집단은 3,500 mg이다. 칼륨의 충분섭취량은 

나트륨보다 높으나 이는 나트륨과 칼륨의 몰 비가 1:1인 수

준이다.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학교급식 현장에서 펼치려면 학교

급식의 나트륨, 칼륨 함량이나 제공량에 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만한 대규모 조사 결과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음식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을 알기 위해서는 식품에 천연으로 함유

된 양 이외에 가공 또는 조리과정에서 첨가된 양이 있으므로 

각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직접 분석해야 한다. 반면에 칼륨

은 식품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칼륨이 수세나 삶기 

등 조리과정에서 상당량 손실되므로 역시 음식에 함유된 칼

륨을 직접 분석해야 정확한 함량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에 관

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자 대구, 마산, 광주 및 제주지

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 

1,000여 종을 수거해 나트륨과 칼륨 함량을 분석하였고, 

Na/K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로부터 학교급식 점심 한 끼니

의 나트륨과 칼륨의 제공량 및 Na/K 비율을 구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학교급식을 통해 섭취하는 나트륨이나 칼륨의 양을 분석할 

수 있고, 나트륨 섭취 감소나 칼륨 섭취 증가를 위한 영양정

책 수립이나 나트륨 함량이 낮은 음식 또는 칼륨 함량이 높

은 음식을 개발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영양교육을 수행하

는데 있어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법에는 아직 나트륨이나 칼륨 제공

에 대한 규정이 없다(25). 앞으로 본 연구결과가 학교급식에

서 제공되는 한 끼니의 나트륨 상한선을 정하거나 학교급식

의 나트륨 또는 칼륨 제공량에 대한 정기적 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정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쓰이길 바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학교

연구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대

구, 마산, 광주 및 제주의 각 지역에서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

를 얻어 해당지역에 소재한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부터 

일주일간의 급식일지를 제공받아 나트륨의 주요 급원 조미

료의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나트륨 사용량이 많은 학교, 보통

인 학교 또는 적은 학교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고, 이들 세 

군으로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 한 학교씩 임의로 선정

하였다. 이러한 결과, 네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3개 학교씩 총 12개 초등학교와 12개 중학교를 연구대상 

학교로 선정하였다(Table 1). 

시료의 채취 및 수거

각각의 연구대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하

는 음식 40∼45 종류를 시료로 채취한 결과, 전체 24개 학교

로부터 872 종류의 음식이 수거되었다. 같은 시료가 반복 

채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일 학교에서 조리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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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the schools participated

Area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Na Medium-Na Low-Na Total High-Na Medium-Na Low-Na Total
Daegu
Masan
Gwangju
Jeju

1
1
1
1

1
1
1
1

1
1
1
1

3
3
3
3

1
1
1
1

1
1
1
1

1
1
1
1

3
3
3
3

Total 4 4 4 12 4 4 4 12
The grouping, which was high-, medium-, or low-Na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was based by the food diaries reported
the Na consumption. 

음식은 1종만 채취하였다. 음식 시료는 2009년 4∼5월에 

채취하였으며, 각 학교마다 제공되는 음식가짓수가 달라 채

취에 소요된 기간은 10일 전후였다. 

채취한 음식 시료는 무게를 측정한 후 난수표 라벨을 부착

한 냉동용 이중지퍼백에 담아 즉시 -20°C에 냉동‧보관하였

다. 채취한 음식 시료의 양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 50∼300 

g이었다. 여러 종류의 재료가 들어 있거나 건더기와 국물이 

혼합되어 있는 음식의 경우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건더기와 

국물의 비율대로 채취하였다. 

대구와 마산지역의 음식 시료는 연구대상 학교에서 시료 

채취가 완료된 시점에 냉동상태로 ice pack 포장을 해서 고

속버스택배로 (주)중앙생명과학원 서울연구원으로 배송하

였다. 제주지역의 음식 시료는 대상학교에서 시료 채취가 

완료된 시점에 동일한 방법으로 포장해 항공택배로 (주)다

산생명과학원으로 배송하였다. 단, 광주지역의 음식 시료는 

(주)다산생명과학원에서 매주 대상학교를 방문해 아이스박

스에 담아 시료수거용 차량을 이용해 직접 수거하였다. 

나트륨 및 칼륨 분석

음식 시료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 분석은 대구와 마산지역

의 시료를 (주)중앙생명과학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였고 

광주와 제주지역의 시료는 (주)다산생명과학원에서 수행하

였다.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였다. 동일 시료에 대

해 두 반복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료의 전처리: 시료의 전처리는 식품공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웨이브법으로 습식분해 하였다. 즉 시료 약 0.3 

g을 Microwave Digestion System(Micro Prep Q 2000, 

Questron Technologies Corp., Mississauga, Canada)에 

넣고 약 5 mL의 질산을 넣어 분해하여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증류수로 100 mL 정용하였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는 5% 

질산을 사용하였다. 모든 시료의 분석은 세 반복하였다.

원자흡광광도계 분석: 상동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계

(AAnalyst 400, Perkin Elmer, Waltham, MA, USA)에 주

입하여 Na과 K 함량을 분석하였다. 이때 flame type은 air- 

acetylene이었고, oxidant flow와 acetylene flow는 각각 

10.00 L/min과 2.50 L/min이었으며, wavelength는 Na와 

K 각각 589.0 nm와 766.49 nm이었다. Na과 K의 표준용액

(Kanto Chemical Co., Mobara, Japan)과 공시험용액(증류

수)에 대해서도 시험용액과 동일한 조작을 해서 검량선을 

작성해 시험용액의 농도를 구하였다.

음식군의 분류

학교급식에서 제공된 음식을 먼저 주식류와 부식류 및 후

식류의 세 가지 음식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을 다시 주식

류는 밥류, 일품요리류, 죽류 및 면류의 4종으로 구분했고, 

부식류는 국류, 찌개류, 탕/전골류, 볶음류, 튀김류, 전류, 구

이류, 조림류, 찜류, 숙채류, 장아찌류, 김치류, 소스류, 생채

류 및 샐러드류의 15종으로 분류했으며, 후식류는 과일류, 

빵/스낵류, 떡류, 음료류 및 우유와 유제품류의 5종으로 나

누었다.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항목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네 지역 간,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또는 남녀에 따른 급식음식 100 g당 Na, K 함량과 제공량 

및 Na/K 비율의 차이는 각각 독립표본의 T-검정(Inde-

pendent Samples of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al-

ysis of Variance: ANOVA)으로 분석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일부 음식군의 

경우 해당 음식이 한 가지밖에 없어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판정

하였다.

한편 광주와 제주의 시료는 (주)다산생명과학원에서 분석

하였고 대구와 마산의 시료는 (주)중앙생명과학원에서 분석

하였으므로 두 분석기관 간의 분석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5

개의 시료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에 대해 교차분석을 수행하

였다. 교차분석 자료의 일치성을 윌콕슨쌍부호순위검정

(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시행한 결과 P<0.05 수준

에서 두 기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과 및 고찰

음식의 종류

대구, 마산, 광주 및 제주의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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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the school meal dishes by food category 

Food category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Main
dish

Cooked rice 
À la carte
Porridge
Noodle

 67
 12
  2
  6

 64
 15
  4
  5

Side 
dish

Soup
Stew
Tang/Jeongol
Stir-fried dish
Fried dish 
Pan-fried dish
Grilled dish
Boiled dish 
Steamed dish
Seasoned vegetable
Jangachi 
Kimchi
Sauce
Raw vegetable
Salad

 56
 12
 17
 42
 18
  3
  9
 30
 13
 63
  2
 22
  6
  4
  3

 62
 16
 11
 44
 21
  6
 25
 29
 11
 68
  1
 18
  4
  6
  4

Dessert

Fruit
Bakery/Snack
Rice cake
Beverage
Milk/Dairy product

 15
  9
  4
  4
  7

 14
  7
  2
  2
  7

Total 426 446
Values are numbers.

학교급식에서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음식의 종류는 Table 

2와 같았다. 주식류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지역에 

차이 없이 밥류의 제공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품

요리류였다. 죽류와 면류의 제공빈도는 매우 낮았으며, 대구

와 제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죽류를 제공하지 않

았다. 제공된 밥류는 쌀밥을 비롯해 각종 잡곡을 혼용한 밥

은 물론 곤드레나 녹차를 첨가한 밥 등 매우 다양했다. 제공

된 일품요리류는 비빔밥이나 김치볶음밥, 카레라이스 등 대

부분 밥을 기본 재료로 하는 음식이었다.

부식류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전 지역에서 숙채

류의 제공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류가 높았는데, 

국물이 있는 습식음식인 찌개류와 탕/전골류의 제공빈도를 

함께 고려하면, 국류와 찌개류 및 탕/전골류의 제공빈도가 

숙채류를 상회하였다. 다음으로 볶음류, 조림류, 김치류, 튀

김류, 찜류 순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구이류보다 찜류의 제

공빈도가 높았는데, 중학교에서는 볶음류와 조림류 다음으

로 구이류의 제공빈도가 높아,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전류, 장아찌류, 생채류, 소스류 및 샐러드류

의 제공빈도는 높지 않았다. 장아찌류는 대구, 마산 및 광주

의 초등학교에서만 제공되었으며, 소스류는 제주와 마산의 

초등학교에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생채류와 샐러드류는 제

주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부식의 재료로 육류, 어류 또는 

채소류 등 각종 식품이 활용되었고, 지역마다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다. 

후식류의 제공빈도는 주식류나 부식류에 비해 낮았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전 지역에서 과일류의 제공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빵/스낵류와 우유/유제품류의 제공

빈도가 동일했으며, 그 다음으로 떡류와 음료류의 제공빈도

가 동일했다. 떡류는 광주와 마산에서만 제공되었고, 음료류

는 마산과 제주에서만 제공되었다. 떡류와 음료류의 제공빈

도는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았다. 

음식군별 나트륨 함량

대구, 마산, 광주 및 제주의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

급식에서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음식의 나트륨 함량은 Table 

3과 같았다. 주식류에서는 밥류의 나트륨 함량이 초등학교

와 중학교 각각 32 mg과 40 mg으로 주식류 중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밥류의 나트륨 함량이 지역 간에 7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대구와 마산이 광주나 

제주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았으며, 중학교에서는 대구가 높

았고 광주가 낮았다. 이는 흰쌀밥은 나트륨 함량이 낮았으나 

유부초밥이나 완두콩보리밥 등은 높았기 때문이며, 지역에 

따라 제공된 밥의 종류가 다른 것이 원인이었다. 일품요리류

의 나트륨 함량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45 mg과 278 

mg이었고, 죽류는 각각 435 mg과 262 mg이었으며, 면류

는 각각 319 mg과 291 mg이었다. 즉 일품요리류, 죽류 및 

면류는 모두 밥류에 비해 8∼13배까지 높아 유의차를 보였

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죽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면류와 

일품요리류이었으며 밥류가 가장 낮았고, 중학교에서는 면

류, 일품요리류, 죽류 모두 밥류보다 높았다. 일품요리류는 

함께 제공되는 부식의 가짓수가 적으므로 이에 준하는 나트

륨을 함유하고 있는 셈이었고, 죽류나 면류는 국류나 찌개류 

또는 탕/전골류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역시 이들 습식음식의 나트륨 함량과 비슷한 간을 함유하는 

셈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들 주식류 음식군 간 나트륨 

함량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나 중학교의 경우는 일품

요리류가 지역 간에 유의차를 보였는데 마산이 높았고 광주

가 낮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주식류 음식군 사이에 나

트륨 함량의 차이는 없었다.

부식류 중에서 습식음식인 국류, 찌개류 및 탕/전골류의 

나트륨 함량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282∼326 mg으로 

비슷하였으며, 지역별 차이도 없었고 앞서 언급한 바대로 죽

류나 면류의 나트륨 함량과 근사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국

류와 찌개류의 나트륨 함량이 지역 간에 유의차를 보였는데 

두 음식군 모두 광주지역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부식류 중 

습식음식군 사이에 나트륨 함량은 국류만 유의차가 있었는

데 초등학교에서 제공된 국류가 중학교의 국류보다 높았다. 

부식류 중 건식음식 중에서는 장아찌류의 나트륨 함량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717 mg과 708 mg이었고, 소스

류는 1,306 mg과 2,684 mg으로 이들 두 음식군의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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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특별하게 높았다. 장아찌로는 콩잎지, 단무지, 오이

피클 등이 제공되었는데 동일한 종류라도 학교에 따라 나트

륨 함량에 큰 차이를 보였다. 장아찌의 제공빈도는 높지 않

았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장아찌 간에 나트륨 함량의 차

이가 6.5배 정도이었으므로, 저염 장아찌를 선택하거나 이

들을 제공하기 전에 물에 담그기를 하는 등 과잉의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소스류의 

경우도 쌈장, 양념장, 돈가스소스 등의 나트륨 함량이 종류

에 따라 다르기보다는 학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장아찌류

와 소스류 다음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부식은 볶음류, 김

치류, 조림류, 구이류, 찜류, 숙채류, 생채류, 전류, 샐러드류 

순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640 mg과 671 mg, 622 

mg과 629 mg, 478 mg과 628 mg, 479 mg과 578 mg, 498 

mg과 336 mg, 333 mg과 377 mg, 500 mg과 546 mg, 258 

mg과 410 mg 및 155 mg과 297 mg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

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장아찌류가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소스류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볶음류와 김치류이었고 

샐러드류가 가장 낮았으며, 다른 음식들은 볶음류나 김치류

와 샐러드류 사이였다. 중학교의 경우는 장아찌류를 제공한 

경우가 한 사례밖에 없어 통계처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소스류가 가장 높았고 샐러드류가 가장 낮았으며, 다른 음식

들은 두 음식군 사이였다. 볶음류는 제공빈도가 비교적 높은 

음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염 볶음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김치류를 제외하면 볶음류 다음으로 조림

류, 구이류, 찜류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었고 숙채류와 

생채류가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류였다. 이러한 결과는 

채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의 나트륨 함량이 육류 등 

기타 재료를 이용하는 음식에 비해 낮다는 점과 함께 전류의 

나트륨 함량은 이들보다 더 낮다는 점을 알려준다. 양념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저염양념장을 이용한다면 전류는 나트륨 

섭취 저감화에 이상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식류 

중에서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음식군은 샐러드류였으며, 

숙채류나 생채류보다 나트륨 함량이 크게 낮았다. 그러나 

샐러드류는 제공빈도가 매우 낮아 지역 간 유의차를 통계처

리를 할 수 없었으며, 샐러드류 간에도 나트륨 함량이 33배

나 달랐다. 이는 샐러드드레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

각된다. 초등학교에서는 튀김류, 숙채류 및 김치류의 나트륨 

함량이 지역 간에 유의차를 보였는데, 국류나 찌개류와 마찬

가지로 모두 광주지역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전류와 조림류만 지역 간 차이를 보였는 바, 전자는 마산이 

후자는 대구가 가장 높아 초등학교와는 다른 성향을 보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부식류 건식음식군 사이에 나트륨 함

량은 전류와 찜류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류는 중학교

가 높았고 반면에 찜류는 초등학교가 높았다.

후식류의 나트륨 함량도 음식군에 따라 상당히 달라 유의

차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빵/스낵류와 떡류가 각각 

418 mg과 287 mg으로 우유/유제품류의 32 mg, 과일류의 

23 mg 및 음료류의 19 mg보다 높았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빵/스낵류가 405 mg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50 mg의 

떡류였으며, 39 mg의 우유/유제품류, 16 mg의 과일류 및 

9 mg의 음료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후식으

로 빵/스낵류 또는 떡류보다는 우유나 유제품류, 과일류 또

는 음료류를 계획하는 것이 나트륨 제공량을 낮추는 방안임

을 알 수 있었다. 후식류의 나트륨 함량은 초등학교와 중학

교 모두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후식류 음식군 사이에 나트륨 함량의 차이도 없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몇 편의 선행연구는 학교급식에서 소스

류와 볶음류(26)가, 소스류와 절임류(27)가 또는 일품요리

류(28)가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또

한 이들 세 편의 선행연구가 밝힌 음식군별 나트륨 함량은 

대체로 본 연구결과와 근사하다. 나트륨의 위해 기준을 식품 

100 g당 120 mg 미만을 “저(low)”, 120∼500 mg을 “중

(medium)”, 500 mg 이상을 “고(high) 나트륨”으로 구분하

면(29), 본 연구에서 구분한 총 24개 식품군 중에서 초등학

교와 중학교 모두 음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 및 밥류만 

“저나트륨” 식품에 해당하였고, “고나트륨” 식품에는 장아

찌류, 소스류, 볶음류, 김치류 및 생채류가 들었으며, 중학교

의 경우는 이들 음식군 외에도 찜류와 구이류도 해당하였다. 

나머지 음식군은 모두 “중나트륨”이었다. 어린이 간식의 나

트륨 함량을 직접 분석한 결과, 과일류와 우유/유제품 및 

찐고구마, 초콜릿류, 캔디류가 “저나트륨” 식품이었고, 버

거, 도넛 및 너겟은 “고나트륨” 식품이었으며, 이들을 제외

한 대부분은 “중나트륨” 식품임이 밝혀졌고(30), 서울의 일

부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짜장면이나 김밥은 “중나트륨” 식

품이었다(31).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

의 대상 학교에서 제공된 학교급식에 오히려 “고나트륨” 음

식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동일 음식군 내에서 음식의 종류마다 나트륨 

함량에 큰 차이를 보인 결과는 음식의 나트륨 함량이 식품 

재료 자체에 함유된 나트륨보다는 조리과정에서 첨가되는 

소금이나 장 또는 소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알려준

다. 몇몇 부식류 음식군 사이에 나트륨 함량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지역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이

는 동일 음식군 내 음식 종류 간에 보인 차이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예를 들면, 샐러드류 또는 생채류에 속한 각 음식 

사이에 나트륨 함량의 차이가 백 배 내지 수십 배로 나타났

는데, 이는 조리과정에서 짠맛이 통제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해준다. 학교급식의 조리종사원에 비해 학생들이 학교급식

이 가정식에 비해 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최근

의 한 연구결과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지지한다(26). 음식에 

나트륨 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재료의 양에 비례해 소

금이나 장류 또는 소스류 등의 사용량이 조리법에 제시되어

야 하고 조리과정에서 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미

국의 경우 음식의 간을 맞추는데 사용하는, 즉 조정-가능한 

나트륨(discretionary Na)이 총 나트륨 섭취량의 35∼40%

인데(32)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73%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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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한국인 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자보다 김치와 숙채를 많

이 섭취하며, 채소 섭취량과 혈압 사이에 정의 상관이 있다

는 점(34) 및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에 채소 음식의 기여도가 

35.5%라는 연구결과(35)는 채소 음식의 나트륨 함량에 관

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령전 아동에서도 채소

의 섭취빈도가 높은 경우에 나트륨 섭취가 많았다(36). 이러

한 연구결과들은 채소 섭취량과 혈압이 부의 상관관계(37)

를 보인 지중해 인구집단의 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서구에서

는 채소를 주로 샐러드 형태로 섭취하므로 채소 섭취의 증가

가 나트륨보다는 칼륨 섭취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한국에서

는 채소를 나물로 조리하거나 김치로 이용하므로 칼륨은 손

실되고 나트륨은 첨가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 

나트륨 섭취에 김치류의 기여도가 27∼30%로 가장 높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며(9,33,38), 또한 김치나 고

추장 등 전통음식이나 국이나 반찬을 통해 섭취하는 나트륨

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38,39).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조

리과정에 첨가하는 나트륨을 줄여야 나트륨 저감화가 가능

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점차 가공․저장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점(40)과 본 연구결과 제조원에 따라 가공식

품의 나트륨 함량이 크게 달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제품

을 선택할 때 반드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나트륨 섭취를 낮추기 위해서는 염장류, 

김치류, 가공식품 및 조미료의 사용을 줄여야 하고, 국이나 

찌개 등 습식음식의 국물을 적게 섭취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제안된 바 있다(41). 나트륨 섭취를 증가시키는 한국 성인의 

식행동으로 생채소보다 김치를 좋아하는 점, 국이나 찌개 

또는 국수의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 점, 자반이나 젓갈류를 

즐기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42). 이들 선행연구의 제안을 

학교급식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트륨 제한식사가 처방된 환자를 위해 식초와 설탕으로 맛

을 낸 나박지가 개발되었는데(43), 학교급식에서도 저염 김

치류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음식군별 칼륨 함량

대구와 마산, 광주 및 제주의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급식에서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음식의 칼륨 함량은 

Table 4와 같았다. 일품요리류, 죽류 및 면류의 칼륨 함량은 

밥류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3∼4배 정도 높아 주

식류의 음식군 간에 칼륨 함량이 유의하게 달랐다. 즉 초등

학교에서는 밥류의 칼륨 함량이 31 mg으로 죽류의 117 mg, 

일품요리류의 108 mg 및 면류의 90 mg에 비해 낮았으며, 

중학교에서는 29 mg의 밥류가 가장 낮았고 59 mg의 죽류

가 다음으로 낮았으며, 87 mg의 일품요리류와 95 mg의 면

류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밥 종류 간에도 칼륨 함량이 3배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찰흑미밥, 곤드레밥 등은 칼륨 함량

이 높았고 차조밥, 보리완두콩밥 등은 낮았다. 이는 밥에 첨

가하는 잡곡이나 채소의 칼륨 함량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

다. 이는 일품요리나 죽 또는 면에는 쌀 이외에 칼륨 함량이 

높은 재료가 첨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들 음식 간

에도 칼륨 함량의 차이가 3배 정도 난 것은 칼륨 함량이 각기 

다른 재료의 혼합 비율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주식

류의 네 가지 음식군 중에서 밥류는 지역 간에 칼륨 함량에 

유의차를 보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대구와 마산이 광주와 

제주에 비해 높았으며, 중학교는 대구가 기타 세 지역에 비

해 높았고 마산은 광주에 비해 높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주식류 음식군 사이에 칼륨 함량의 차이는 없었다.

부식류 중에서 습식음식인 국류, 찌개류 및 탕/전골류의 

칼륨 함량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94 mg과 91 mg, 131 

mg과 96 mg 및 99 mg과 103 mg으로 대체로 100 mg 전후

이었으며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음식의 칼륨 함량은 

건식음식에 비해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는 칼륨을 

함유한 건더기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습식음식이 나트륨 함량은 높고 칼륨 함량은 낮다는 

점을 알려준다. 부식류의 세 가지 습식음식군 간에 국류가 

지역별로 칼륨 함량에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만 

광주가 제주보다 높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부식류의 

습식음식군 사이에 칼륨 함량의 차이는 찌개류의 경우만 있

었는데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았다.

부식류 중에서 건식음식군도 칼륨 함량이 유의하게 달랐

다. 즉 초등학교는 생채류, 조림류 및 김치류의 칼륨 함량이 

247∼216 mg으로 높은 편이었고 전류는 83 mg으로 낮았

으며, 소스류, 구이류, 볶음류, 튀김류, 찜류, 장아찌류, 숙채

류 및 샐러드류는 중간이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소스류가 

387 mg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이류가 271 mg으로 

높았으며, 장아찌류와 샐러드류는 85 mg으로 가장 낮았고 

다른 음식군들은 중간이었다. 따라서 음식군 간 칼륨 함량의 

차이는 나트륨처럼 크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 제공된 전류

의 83 mg과 중학교에서 제공된 소스류의 387 mg을 제외하

면 대부분 부식류의 칼륨 함량은 160∼271 mg으로 대체로 

200 mg 전후이었다. 부식류의 열두 가지 건식음식군 간에 

지역별로 칼륨 함량에 차이를 보인 것은 초등학교는 볶음류, 

튀김류, 숙채류 및 김치류이었는데 볶음류는 대구가 광주나 

제주보다 높았고 튀김류는 마산이 광주나 제주보다 높았으

며, 숙채류는 대구와 마산이 광주나 제주보다 높았고 김치류

는 대구가 기타 세 지역보다 높았으며, 마산은 광주나 제주

보다 높았다. 한편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지역 간 차이를 

보인 네 음식군과 찜류가 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볶음류

는 대구와 마산이 광주나 제주보다 높았고 튀김류는 대구가 

광주보다 높았으며, 찜류는 대구가 기타 세 지역보다 높았고 

숙채류는 대구가 광주와 제주보다 높았으며 또한 마산은 광

주보다 높았고, 김치류는 대구와 마산이 광주나 제주보다 

높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부식류 건식음식군 사이에 

칼륨 함량은 숙채류에서만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중학교보

다 높았다.

후식류의 칼륨 함량은 과일류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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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mg과 157 mg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다음으로 우유/

유제품류가 각각 133 mg과 135 mg이었으며, 빵/스낵류가 

132 mg과 99 mg, 음료류가 각각 81 mg과 62 mg, 떡류가 

각각 44 mg과 37 mg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초등학교는 

후식류 음식군 간에 칼륨 함량에 유의차가 없었으나, 중학교

의 경우는 과일류가 가장 높았고 떡류가 가장 낮았다. 나트

륨 함량이 높은 후식류는 칼륨 함량이 낮았고 반대로 나트륨 

함량이 낮은 후식류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었으므로 후식

을 선택하는데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

된다. 후식류의 다섯 가지 음식군 중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과일류와 빵/스낵류이었는데 과일류

는 마산이 제주보다 높았고, 빵/스낵류는 마산이 광주나 제

주보다 높았다. 중학교는 과일류만 차이를 보였는데, 대구가 

광주보다 높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후식류 음식군 사이

에 나트륨 함량의 차이는 없었다. 

나트륨 함량과는 달리 각 음식군 내 음식의 종류 간에 칼

륨 함량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은 칼륨은 수세와 조리과정

에서 손실되기는 하지만 조리과정에서 첨가되지 않으므로 

식품 재료의 칼륨 함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칼륨은 거의 모든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나 과일류, 채소류, 

콩류나 우유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함량이 높다. 가공과

정에서 칼륨 함량이 감소한다는 점은 Meneely와 Battarbee 

(44)가 일찍이 주장하였다. 학령전 아동에서 과일군과 유제

품군을 섭취하지 않으면 칼륨 섭취량과 칼륨 밀도가 유의성 

있게 낮았다는 연구결과(36)도 있고, 역시 학령전 아동에서 

칼륨 섭취는 채소류와 과일류로부터 가장 많이 공급되었고 

다음으로 우유 및 유제품이었다는 보고도 있다(45). 따라서 

학교급식에 칼륨 함량이 높은 가공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 

및 우유와 유제품을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때 채소의 

경우는 조리과정에서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차 국민건강영양조사(10) 자료를 이용해 고

혈압과 정상 혈압 성인의 나트륨, 칼륨 및 칼슘 섭취를 분석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과 칼륨 

섭취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0). 우유와 유제품

을 적극 활용한다면 칼륨은 물론 칼슘 섭취도 확보하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음식군별 나트륨/칼륨 비율

대구와 마산, 광주 및 제주의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

교급식에서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음식의 Na/K 비율은 

Table 5와 같았다. 주식류에서는 밥류의 Na/K 비율이 초등

학교와 중학교 각각 1.5와 1.6으로 가장 낮았으나, 첨가한 

잡곡의 종류에 따라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일품요리류, 

죽류 및 면류의 Na/K 비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6과 

3.4, 4.0과 4.9 및 5.2와 3.5로 모두 밥류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면류가 높았다. 초등학교에서는 면류의 Na/K 비율이 

밥류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중학교의 경우는 죽류가 밥류보

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 일품요리류나 죽류 또는 면류는 밥

류에 비해 칼륨 함량이 많은 편이었으나 나트륨 함량이 상대

적으로 더 많았기에 Na/K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일수록 간을 맞추기 위해 첨가한 나트륨이 

많으므로 Na/K 비가 높았다고 판단된다. 밥류와 일품요리

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초등학교는 제주지역이 여타 세 지역에 비해 높았고, 

중학교는 대구와 광주지역이 제주보다 높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주식류 음식군 사이에 Na/K 비율의 차이는 없었

다.

부식류 중에서 국류나 찌개류 또는 탕/전골류 등 습식음

식의 Na/K 비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4.0과 3.8, 2.6

과 3.1 및 3.5와 3.7로 국류가 찌개류보다 높은 편이었고 

탕/전골류는 중간이었으며, 세 음식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들 세 가지 습식음식 중에서 국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지역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

교에서는 제주가 대구보다 높았으며, 중학교에서는 광주가 

대구나 마산보다 높았고 제주도 대구보다 높았다. 초등학교

와 중학교 간 부식류 습식음식군 사이에 Na/K 비율의 차이

는 없었다.

부식류 중 건식음식 중에서는 장아찌류의 Na/K 비가 초

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11.9와 8.4로 특별히 높았고, 다음으

로 소스류, 볶음류와 숙채류가 각각 5.0과 7.7, 3.8과 5.0 

및 4.5와 3.9로 높은 편이었으며, 반대로 샐러드와 생채류가 

낮은 편이었다. 즉 샐러드의 Na/K 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0.6과 3.8이었고, 생채류의 Na/K 비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1.3과 2.2이었다. 기타 음식군의 Na/K 비율은 

2.4∼3.8 범위 내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건식음식 간에 Na/K 비율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다

만 중학교에서는 21.8의 샐러드류가 유의하게 높았고, 다음

으로 7.7의 소스류가 높았다. 장아찌류의 Na/K 비율은 높은 

편이었으나 초등학교에서는 편차가 커서 유의성이 나오지 

않았고 중학교의 경우는 사례가 적어 통계처리가 불가능했

다. 초등학교에서는 김치류의 Na/K 비율만 지역 간에 차이

를 보였는데 광주가 여타 세 지역보다 높았으며 두 배 이상

이었다. 한편 중학교에서는 볶음류, 튀김류, 전류 및 김치류

의 Na/K 비율이 지역에 따라 달랐는데 볶음류는 광주와 제

주가 대구보다 높았고 튀김류는 광주가 여타 세 지역보다 

높았으며, 전류도 광주가 마산이나 제주보다 높았고 김치류

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광주가 다른 세 지역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부식류 건식음식군 사이

에 Na/K 비율의 차이는 없었다.

후식류의 Na/K 비율은 음식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떡류가 13.5와 6.7로 가장 높았

고, 중학교의 경우는 다음으로 빵/스낵류가 4.5로 높았다. 

과일류, 음료류 및 우유/유제품류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각 0.7과 0.1, 0.2와 0.2 및 0.2와 0.3으로 낮았다. Na/K 

비율 역시 후식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다. 후식류 중에서 

지역별 차이를 보인 음식군은 빵/스낵류뿐이었는데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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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dium and potassium contents of 
the top 10 school meal dishes frequently 
provided in the elementary schools. Val-
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of sodium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10 
school meal dishes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of 
potassium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10 
school meal dishes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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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dium and potassium contents of 
the top 10 school meal dishes frequently 
provided in the junior high schools. Val-
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of sodium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10 
school meal dishes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of 
potassium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10 
school meal dishes at P<0.05 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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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만 광주가 마산보다 높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후식류 음식군 사이에 Na/K 비율의 차이는 없었다.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이 섭취하는 음식의 평균 Na/K 

비율이 남자와 여자 각각 2.4와 2.5로 조사되었다(46).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학교음식의 Na/K 비율을 상동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밥류, 생채류, 샐러드류, 과일류, 음료류 및 우

유/유제품류는 낮았으나 기타 주식류와 부식류 대부분은 높

았다. 음식의 Na/K 비율은 조리과정에서 첨가되는 나트륨 

함량과 손실되는 칼륨에 의해 수십 배에서 수천 배까지 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배추의 Na/K 비율은 1/46이나 배추김

치는 3.8/1이며, 시금치는 1/9.3이나 시금치나물은 1.4/1이

다(34). 이러한 점은 음식의 Na/K 비율을 증가시키지 않으

려면 조리과정에 첨가하는 나트륨 함량을 줄여야 하고 또한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을 적극 활용하되 조리과정에서 칼륨

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제공빈도가 높은 음식군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 및 Na/K 

비율

전체 24개 음식군 중에서 제공빈도가 높은 10개 음식군

은 초등학교는 밥류, 무침류, 국류, 볶음류, 조림류, 김치류, 

탕/전골류, 과일류, 과일류와 찜류 순이었고, 중학교는 무침

류, 밥류, 국류, 볶음류, 조림류, 구이류, 튀김류, 김치류, 찌

개류와 일품요리류 순이었다. 이들 제공빈도가 높은 10대 

음식군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Fig. 1 및 Fig. 2와 같았고, Na/K 비율은 Fig. 3와 같았다. 

음식군의 나트륨 함량은 제공빈도가 높은 음식군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바, 초등학교에서는 볶음류와 김치류

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아 다른 모든 음식군과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반면에 밥류와 과일류는 가장 낮아 역시 다

른 모든 음식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볶음류, 김치류, 조림류와 구이류 네 음식군의 나트

륨 함량이 가장 높아 타 음식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밥류가 가장 낮아 역시 다른 모든 음식군과 유의성 있는 차

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제공빈도가 높은 음식군 간에 칼륨 

함량은 나트륨과는 달리 크게 다르지 않았는바, 초등학교에

서는 찜류와 김치류가 볶음류, 튀김류 및 찜류를 제외한 다

른 식품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밥류는 유의성 있게 다른 

모든 음식군보다 낮았다. 중학교의 경우는 구이류가 가장 

높아 찜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음식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 반면에 밥류가 가장 낮았으며 밥류 다음으로는 일품요리

류, 국류 및 찌개류가 다른 음식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Na/K 비율은 초등학교에서는 무침류가 가장 높았으나 가장 

낮은 과일류와 밥류하고만 유의성 있게 달랐다. 중학교의 

경우는 밥류만 다른 모든 음식군보다 유의성 있게 낮을 뿐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제공빈도

가 높은 음식군의 Na/K 비율은 유의성 있게 다르지 않았다

는 점을 알려준다. 

점심 한 끼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 및 Na/K 비율

대구와 마산, 광주 및 제주의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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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dium/potassium (Na/K) ratio of the top 10 school meal
dishes frequently provided in the elementary or junior high 
school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with dif-
ferent small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10
school meal dishes from the elementary schools at P<0.05 ac-
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10 school
meal dishes from the junior high schools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교급식에서 조사기간 동안 점심으로 제공된 총 음식, 즉 점

심 한 끼의 분량과 한 끼에 포함된 나트륨과 칼륨 함량 및 

Na/K 비율은 Table 6과 같았다. 남녀 학생 간 serving size

는 초등학교에서는 밥류, 중학교에서는 밥류와 김치류를 제

외하고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평균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제공된 점심 한 끼의 분량은 405 g이었으

며, 제주지역이 다른 세 지역에 비해 유의성 있게 많았다. 

점심 한 끼에 함유된 나트륨은 974 mg이었고 칼륨은 378 

mg이었으며, Na/K 비율은 2.7이었다. 나트륨 함량은 지역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반해 칼륨 함량은 대구가 

광주나 제주보다 높았고 또한 마산이 제주보다 높았다. 이러

한 결과로 인해 Na/K 비율은 대구가 기타 세 지역보다 낮았

고 또한 마산과 광주는 제주보다 낮았다. 중학교의 경우 점

심 한 끼의 분량은 560 g으로 초등학교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제주지역이 가장 많아 대구나 마산지역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고, 광주가 다음으로 많았는데 대구지역과

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점심 한 끼에 함유된 나트륨

은 1,466 mg이었고 칼륨은 528 mg이었으며, Na/K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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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었다. 중학교는 세 항목 모두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나트륨 함량은 대구가 기타 제 지역보다 낮았으

며, 칼륨 함량은 대구와 마산이 제주나 광주보다 높았고 또

한 제주는 광주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 Na/K 비율은 대

구, 마산, 제주, 광주 순으로 유의성 있게 낮았다. 한편 초등

학교와 중학교 간에 점심 한 끼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은 모

두 중학교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Na/K 비율은 다르지 않았

다.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나트륨과 칼륨 함량이 높은 결과

는 점심 한 끼의 분량이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많았기 때문

이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초등학

교 5학년 연령층인 9∼11세의 나트륨 충분섭취량은 1,300 

mg이고 칼륨의 충분섭취량은 3,200 mg이며(7), 이에 근거

한 Na/K 비율은 0.41이다. 이들 나트륨과 칼륨의 충분섭취

량을 세 끼로 나누면 각각 433 mg과 1,067 mg이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점심 한 끼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을 상동 한 끼 분량과 비교하면, 나트륨은 225%를 그리

고 칼륨은 35%를 제공한 셈이다. 본 연구로 확인된 Na/K 

비율인 2.7은 상동 비율에 비해 6.6배나 높다. 한편 중학교

의 경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중학교 2학년 연령층인 12

∼14세의 나트륨과 칼륨의 충분섭취량은 각각 1,500 mg과 

3,500 mg이며, 이에 근거한 Na/K 비율은 0.43이다. 이들 

나트륨과 칼륨의 충분섭취량을 역시 세 끼로 나누면 각각 

500 mg과 1,167 mg이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중학

교 점심 한 끼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을 상동 한 끼 분량과 

비교하면, 나트륨은 293%를 그리고 칼륨은 45%를 제공한 

셈이다. 본 연구결과로 얻은 Na/K 비율인 3.0은 상동 비율

에 비해 7.0배나 높다. 

최근에 조사된 두 선행연구는 부산과 경북지역 초, 중학

생이 급식메뉴를 통해 섭취한 나트륨(27)은 물론 경기도 지

역의 초, 중, 고등학생이 학교급식을 통해 섭취한 나트륨

(26)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학교급식의 나트륨 저감화가 필요하

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결과는 학교급식에

서 칼륨을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점심으로 제공되는 학교

급식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자 수행되었다. 대구, 마산, 광주 및 제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12개교와 중학교 12개교에서 대략 열흘 동안 제공

된 872 종의 음식을 수거하였으며, 이들 음식을 4종의 주식

류, 15종의 부식류 및 5종의 후식류로 구분하였다. 각 음식

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을 원자흡광광도계로 분석하였고 

Na/K 비율을 산출하였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된 총 24종의 

음식군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음료류, 과일류, 우

유/유제품류 및 밥류의 네 음식군만 나트륨의 위해 기준이 

낮은 “저(low) 나트륨(<120 mg/100 g)” 범위에 속하였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장아찌류, 소스류, 볶음류, 김치류 및 생

채류 등 5종의 음식군과 중학교의 경우는 이들 외에 찜류와 

구이류를 포함한 7종의 음식군이 “고(high) 나트륨(≥500 

mg/100 g)” 범위에 해당하였으며, 나머지 음식군은 “중 나

트륨(120∼500 mg/100 g)” 범위에 들었다. “중 나트륨” 범

위에 속한 음식군 중에서도 주식류의 일품요리류, 죽류, 특

히 습식음식인 면류와 후식류에서 떡류와 빵/스낵류는 나트

륨 함량이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결과, 점심 한 끼로 제공된 

음식의 나트륨 함량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974 mg과 

1,466 mg으로 해당 연령대의 충분섭취량의 1/3 분량에 비

해 각각 225%와 293%로 높았다. 이와 함께 동일한 음식의 

나트륨 함량이 학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본 

연구결과는 학교급식에서 조정 가능한 나트륨 함량이 통제

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었다. 나트륨 위해기준이 높은 음식

군을 비롯해 각 음식의 레시피에 나트륨을 함유하는 소금이

나 간장 등 장류나 소스류의 적정 사용량을 명시하고 이의 

사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거나, 저염 음식을 개발하거나, 나트

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의 사용을 줄이거나 또는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후식류의 경우는 학교에서 조리하지 않으므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트륨 

저감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급식에서 제공된 

음식군의 칼륨 함량은 나트륨에 비해 큰 변이를 보이지 않았

다. 주식류에서는 밥류의 칼륨 함량은 낮은 편이었고 일품요

리류, 죽류 및 면류는 높았는바, 이들 음식군의 나트륨 함량

이 높은 점을 상쇄하였다. 그러나 부식류 중에서 습식음식군

의 칼륨 함량이 건식음식군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은 편이었

다. 후식류에서는 과일류가 높았던 반면에 떡류가 낮은 편이

어서 떡류는 나트륨 함량은 높고 칼륨 함량은 낮은 바람직하

지 않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점심 한 끼로 제공된 

음식의 칼륨 함량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378 mg과 528 

mg으로 해당 연령대의 충분섭취량의 1/3에 비해 각각 35%

와 45%로 낮았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급식에서 칼륨 함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국류, 찌개류 

및 탕/전골류 등 습식음식에 칼륨 함량이 높은 재료를 많이 

사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또한 후식으로 떡류 사용을 억

제하고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류나 우유/유제품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 각 음식군의 Na/K 비

율은 칼륨 함량보다는 나트륨 함량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이

었다. 즉 주식류에서는 일품요리류와 죽류, 특히 면류가 밥

류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고, 부식류 중에서는 장아찌류, 

소스류, 볶음류 등이 높은 반면에 샐러드류와 생채류가 낮았

으며, 후식류에서는 떡류와 빵/스낵류가 높았고 음료류, 과

일류 및 우유/유제품류가 낮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

교급식의 Na/K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나트륨 함량을 줄

이는 동시에 칼륨 함량을 높이려는 시도가 필요함을 보여준

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마산, 광주와 제주 등 네 지역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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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몇몇 음식의 나트륨이나 칼륨 함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즉 나트륨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에서 광주지역 학교

의 여러 음식군이 타 지역에 비해 대체로 높았으며, 칼륨의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모두에서 대구나 마산지역 학교

의 몇몇 음식군이 광주나 제주지역보다 높은 편이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나트륨이나 칼륨 함량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편이었다. 다만 나트륨의 경우 초등학교의 

국류와 찜류가 중학교보다 높았고, 반대로 중학교의 전류는 

초등학교보다 높았다. 칼륨의 경우는 숙채류와 찌개류에서

만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역 간에 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나트륨이나 칼륨 함량에 차이를 

보인 것은 동일한 음식에서 나타난 나트륨이나 칼륨 함량의 

차이에 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트륨 섭취량은 짠맛

에 대한 민감성과 선호도에 영향을 받으며, 나트륨을 과다하

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어린시절에 형성되어 나이가 들수록 

강화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의 학교급식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식사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영양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회이다. 본 연구

결과가 학교급식의 나트륨 저감화와 칼륨의 충분 섭취에 기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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