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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stimate dietary sodium exposure and to determine the sodium contents
of school lunches in Incheon and Gangwon. In this study, we collected 1,334 samples from 8 elementary schools and 8
middle schools for 15 days. The average lunch intakes a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381.2±73.8 g and
460.4±81.5 g, respectively. The sodium contents of main dishes, side dishes, and desserts were 49.7±105.6 mg/100 g,
517.2±409.2 mg/100 g, and 135.4±195.5 mg/100 g, respectively. The average sodium intakes through lunch a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863.0±291.1 mg and 1,052.1±323.4 mg, and average potassium intakes were 571.1±
193.0 mg and 655.8±198.4 mg,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odium intake from school lunches is
about 47% of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RDI, 2,000 mg per day) established by the WHO.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sodium exposure be continuously moni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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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인의 식생활은 지난 수 십 년간 식단의 서구화와 함께 많

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식생활 형태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의 영

양부족 문제에서 벗어나 식량의 풍요, 과잉 영양공급 및 활동량

의 감소로 인한 비만과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비만 유병율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

m2)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BMI 25 이상인 분율을

볼 때 ’98년 26.0%, ’01년 29.2%, ’05년 31.3%, ’07년 31.7%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30-50대의 비만율이 높은 반면

에 여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

률이 1976-1980년 5.5%, 1999-2000년 13.9%, 2003-2004년 17.1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추세이다(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가 국가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비만과 영양불균형의 주

요 원인인 당, 트랜스지방, 나트륨과 같은 영양 유해성분의 집중

관리 및 영양교육 등을 통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실현하고

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체발달과 활동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고, 건전한

식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서 학

교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하루에 한끼 이상은 급

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므로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영양 관리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영양상태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고찰해

보면 과거의 영양결핍과 영양실조의 문제에서 영양과잉 및 이로

인한 비만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에 따르면 20세까지 소아 및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998년

6.8%에서 2005년 12.0%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3). 특히 비만이 고혈압이나 관상동맥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아동기의 영양관리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식염섭취량이 높은 우리나라는 다량의 식염을

섭취하는 식습관이 어릴 때 형성된다는 보고가 있다(4). 어린 시

절에 짠맛에 익숙해지면 평생 동안 짠맛을 좋아하게 되고 나트

륨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으로 사료된다. 고

혈압은 어릴 때부터 유전적인 소인을 나타내며, 고염식에 대한

기호도 어릴 때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혈압의 이환율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의 식습관과

나트륨의 섭취실태를 평가하여 영양교육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

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81%가 나트륨

섭취비율은 영양소 섭취기준의 200% 이상을 섭취하고, 반면에

칼륨은 영양소 섭취기준의 25-75% 섭취자가 70%로 나타났다(1).

따라서 초·중학교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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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이나 주요 급원식품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식품별,

음식별 나트륨 함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국지적이면서 주로 한

정된 연령층의 여성을 중심으로 24시간 회상법, 음식섭취 빈도법

등을 이용하여 소금의 섭취량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일반

적으로 초·중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제공되는 최종 섭취식품에 대

한 나트륨 함량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칼륨은 나트륨의 과잉섭취로 유발된 고혈압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트륨과 더불어 중요성이 증가

되었다(5-7). 칼륨/나트륨의 섭취비율이 높아지면 고혈압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크며, 고혈압의 예방적 차원에서 칼륨/나트륨의 섭

취비율을 1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따라서 나트륨 함량 데이터베이스와 더불어 칼륨 함량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 및 시행하였으며, 2010년까지 총 10개의 핵심과제

로 나누어 수행을 하고 있다. 각 핵심과제는 ‘1) 식품안전보호구

역 지정관리’, ‘2)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등 규제 강화’, ‘3)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위해 성분 저감화’, ‘4) 어린이 기호

식품의 첨가물 사용 규제 강화’, ‘5) 영양강화 및 영유아용 식품

의 안전관리’, ‘6)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 구축’, ‘7) 식품안전

영양 교육 및 홍보 강화’, ‘8) 우수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

성 제고’, ‘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마련’, ‘10) 어린이 먹

거리 안전·영양수준 평가·관리’로 나누어져 있다. 2008년 3월

에는 ‘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 핵심과제 중 하나인 ‘어린이 식

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2009년 3월부터 시행되

었다. 이 특별법에는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25조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 법안과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종합대책’ 중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위해 성

분 저감화’ 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단체급식 중 나트륨 실태조

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8년부터 서울,

경상, 충청지역 초·중학교 및 경기도 어린이집 급식 실태조사

를 실시해오고 있다(9,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 강원(춘천) 지역의 초·중학교 단체

급식을 통하여 지역별, 학년별 나트륨, 칼륨의 음식군별 함량 및

일일 섭취량을 산출하고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수준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저감화 정

책자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춘천시) 교육청의 협조 하에 인천, 강원

(춘천) 지역의 지역분포,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각 8개교씩 총 16개 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2009년 4월 6

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학교별로 15일간 방문하여 사전에 입수

한 식단표를 기준으로 각각의 메뉴를 약 300 g씩, 총 1,334건의

시료를 수거하였다. 수거된 시료는 보냉용기를 이용해 냉장상태

로 운반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수거 즉시 균질화하여 분석하기 전

까지 −20oC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급식수거시

조사일의 식단에 해당하는 학교급식일지를 제공받아 1인당 나트

륨 섭취량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상학년은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에 맞게 초등학교 5학년, 중

학교 2학년을 선정하였다(9,10). 선정된 대상학교의 학생들의 키

와 몸무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키, 몸무게가 142.9 cm, 39.3

kg이고, 중학생은 키, 몸무게가 160.9 cm, 54.9 kg으로 동일학년의

통계치인 초등학생 키, 몸무게가 143.8 cm, 40.2 kg, 중학생 키, 몸

무게 160.2 cm, 52.4 kg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음을 알 수 있

었다.

조사내용 및 방법

식약청에서 작성한 2008년도 학교급식 중 당, 나트륨 함량 모

니터링 결과보고서(9,10)와 일치하게 음식군을 분류하였으며, 이

는 국내 전문 학술기관(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영양사회), 단체급

식 전문서적(11) 및 국민건강영양조사(3)를 참고하여 21개 음식

군으로 분류하였다. 수거된 급식메뉴 중 주식류는 268건, 부식류

는 943건, 후식류는 123건을 수거하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우

유를 제공하여서 나트륨 섭취량 계산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음식군별로 수거건수는 주식에서는 밥류, 일품식밥류 순으로 많

았고, 부식에서는 김치류, 국류, 볶음류, 나물무침류 순으로 많았

으며, 후식은 빵·과자류, 과일류 순으로 많았다.

각 메뉴별 1인당 1회 섭취량은 각 메뉴별 배식 전 무게에서

배식 후 남은 무게와 잔반량을　뺀 후 배식인원으로 나누어 계

산하였고, 점심으로 제공되는 단체급식 한 끼에 대한 총 섭취량

은 각각의 메뉴별 섭취량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나트륨, 칼륨 분석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든 시료 전처리는 식품공전 별책 제7.

일반시험법 6. 유해성금속시험법 2) 측정 (1) 원자흡광광도법(12)

에 따라 마이크로웨이브 분해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AAS(AA

280FS, Varian Austraria Pty Ltd., Mulgrave, Austraria)로 측정하

였다. 균질화된 시료 약 0.9-1.0 g을 마이크로웨이브 vessel에 취

하여 질산 7 mL와 과산화수소 1 mL를 첨가하여 마이크로웨이브

(ETHOS 1, Milestone Srl, Sorisole(BG), Italy)을 이용하여 Fig. 1

의 조건으로 시료를 42분간 분해 후 시험용액을 나트륨 1.0 µg/

mL, 칼륨 2.0 µg/mL 이하가 되도록 3차 증류수로 희석하여 Table

1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표준용액은 건조된 염화나트륨(Sigma-

Aldrich Inc, St. Louis, MO, USA) 및 염화칼륨(Sigma-Aldrich

Inc)을 정확히 칭량하여 3차 증류수로 용해하여 1 L가 되도록 제

조한 후 이를 3차 증류수로 희석하여 나트륨은 0.2, 0.4, 0.6, 0.8,

1.0 µg/mL, 칼륨은 0.4, 0.8, 1.2, 1.6, 2.0 µg/mL이 되도록 각각 조

제하여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데이터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rogram(v.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하였고, 각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었다. 평균값의 유의차 검증

Fig. 1. Operational conditions of the Microwa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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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험법 검증

마이크로파 분해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회수율을 측정하였

다. 회수율 측정을 위한 시료는 흰쌀밥, 콩나물국, 김치를 사용하

였고, 각 시료는 최종 농도가 나트륨 및 칼륨으로써 0.5-1.0 mg/

kg이 되도록 염화나트륨 및 염화칼륨 표준액을 첨가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모든 시료에서 99-111% 범위의 회수율을 나타

내어 시료 전처리에 있어서 적절하였음을 나타내었다(13).

AAS의 나트륨과 칼륨 검출한계(LOD)는 공시험의 표준편차×

3.3/검량곡선의 기울기, 정량한계(LOQ)는 공시험의 표준편차×10/

검량곡선의 기울기로 하여 각각 구하였다. 검량곡선 작성 시 사

용한 농도의 측정범위는 나트륨이 0.2-1.0 µg/mL(r2>0.999), 칼륨

이 0.4-2.0 µg/mL(r2>0.999)이었다. 측정된 나트륨과 칼륨의 직선

성은 모두 r2>0.999이었고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각 2.9 µg/L

과 3.2 µg/L, 8.9 µg/L과 9.7 µg/L로 나타났다(Table 2). 나트륨 및

칼륨의 측정범위에 비해 보다 낮은 검출한계를 보여 검출에 적

합하였다.

급식섭취량

학교급식 섭취량은 중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에 비해서

약 77 g/일 더 섭취하였고(Table 3), 지역별로 섭취량을 비교한 결

과 초등학생은 강원(춘천) 지역이 인천지역보다 높고, 중학생은

인천지역이 강원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차는 없었다.

메뉴별 나트륨 칼륨 함량

인천, 강원(춘천) 각 지역별로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4개교,

총 16개교로부터 수거한 1334건의 단체급식 검체(인천 692건, 강

원(춘천) 642건)을 대상으로 한 음식군별 나트륨, 칼륨 함량 분석

결과를 Table 4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인천, 강원(춘천)지역 초·중학교 단체급식 주식, 부식 및 후

식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각각 49.7±105.6, 517.2±409.2, 135.4±

195.5 mg/100 g로 부식, 후식, 주식 순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았으

며, 나트륨 함량에 대한 지역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칼륨은

주식 57.3±54.1 mg/100 g, 부식 287.3±250.0 mg/100 g, 후식 135.4

±195.5 mg/100 g으로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부식, 후식, 주식 순으

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부식류의 나트륨 함량이 중학교보다 높

은 반면에 주식류와 후식류의 나트륨 함량은 낮았다.

음식군에 따른 나트륨 함량은 주식류 중에는 죽 및 스프류

(257.0±97.4 mg/100 g), 면류(233.6±86.4 mg/100 g), 일품식밥류

(167.7±141.0 mg/100 g)가 밥류(1.7±4.3 mg/100 g)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식에 비해 부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나트륨 함량을 보였다. 부식 중에는 소스류(1314.9±812.4 mg/100

g)와 구이류(802.0±724.0 mg/100 g)가 다른 부식 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고, 볶음류(638.1±556.1 mg/100 g), 김치류(611.9±200.6 mg/

100 g), 조림류(601.4±356.4 mg/100 g), 무침·나물류(428.4±229.6

mg/100 g) 순으로 높은 나트륨 함량을 나타냈다. 국류(252.9±74.8

mg/100 g), 찌개류(257.4±65.1 mg/100 g), 탕전골류(258.6±67.5 mg/

100 g)가 부식류 중에서는 낮은 값을 보였다. 후식류는 주식류 및

부식류 보다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는데, 빵 및 과자류(358.1±

171.0 mg/100 g), 유제품 및 빙과류(30.5±12.5 mg/100 g), 음료 및

차류(6.8±6.6 mg/100 g), 과일류(2.5±3.7 mg/100 g) 순으로 나트륨

함량을 보였다(Table 4).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식품성분분석표에서는 배추김치의 나트

륨 함량이 각각 1232 mg/100 g, 1146 mg/100 g이라고 제시하고 있

으나, 본 실험에서의 김치류의 측정값은 다소 낮은 값인 611.9

mg/100 g으로 나타났다(3,14). 이는 부산경북지역 초·중학교 급

식메뉴의 나트륨 함량 모니터링의 김치류 737±220 mg/100 g 보

다도 조금 낮았다(10). 부식류 중 소스류는 식품 섭취 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싱거운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 특

성상 과다한 식염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음식군에 따른 칼륨 함량은 주식류에서는 죽 및 스프류(133.2±

90.5 mg/100 g), 일품식밥류(120.1±59.1 mg/100 g), 면류(114.0±88.4

Table 1. Conditions for AAS analysis of sodium and potassium

Parameters Operational conditions

Type Flame

Fuel/Oxidant Acetylene/Air

Lamp current (mA) 10.0

Measurement time (sec) 9.0

Delay time (sec) 7.0

Wavelength (nm) Na: 589.0, K: 766.5

Table 2. Recovery (%) of Sodium and Potassium in samples by microwave digestion (n=5)

Ingredients
LOD
(µg/L)

LOQ
(µg/L)

RSD
(%)

Recovery (%)

Cooked rice Kimchi Bean sprouts soup

Sodium (r2>0.999) 2.9 8.9 0.98 104.0 099.0 109.0

Potassium (r2>0.999) 3.2 9.7 4.78 111.0 103.0 108.0

Table 3. Food intakes from one-day school lunch according to region and school grades (Unit: g/person)

School (N1)) Incheon Gangwon (Chuncheon) Total

Elementary schools (227) 0363.3±61.32) (251.1-520.5) 381.9±80.4 (223.2-539.1) 372.6±72.1 (223.2-539.1)

Middle schools (337) 459.4±82.5 (304.8-642.6) 0.439±78.4 (316.5-650.0) 449.2±81.1 (304.8-650.0)

Total (564) 411.4±87.1 (251.1-642.6) 410.5±84.4 (223.2-650.0) 410.9±85.8 (223.2-650.0)

1)The number of students
2)Mean±SD (Min-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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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100 g), 밥류(37.1±20.9 mg/100 g) 순으로 나타났고, 부식류가 주

식, 후식에 비해서 높은 칼륨함량을 나타냈고, 구이류(678.4 ±810.3

mg/100 g)가 가장 높은 칼륨함량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김치류

(335.9±69.4 mg/100 g), 조림류(315.8±183.4 mg/100 g), 소스류(315.3±

215.5 mg/100 g), 볶음류(308.0±188.6 mg/100 g) 순이었고, 나트륨과

동일하게 국류(123.8±60.8 mg/100 g), 찌개류(157.8±48.9 mg/100 g),

탕전골류(139.0±66.0 mg/100 g)의 칼륨함량이 낮았다. 후식류에서는

과일류(274.5±144.5 mg/100 g)의 칼륨 함량이 가장 높았고, 빵 및

과자류(148.2±111.9 mg/100 g), 유제품 및 빙과류(98.5±59.4 mg/100

g), 음료 및 차류(58.3±29.6 mg/100 g) 순이었다(Table 5).

메뉴별 나트륨 칼륨 섭취량

인천, 강원(춘천) 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음식군별 급식섭

취량과 나트륨 및 칼륨 섭취량을 Table 6과 Table 7에 나타내었

다. 주식 중 일품식밥류는 일반 밥류와 비교하였을 때 나트륨 함

량이 높은 반면 섭취량도 일반 밥류의 151% 정도로 많으므로,

학교급식 중 나트륨 섭취량을 측정할 경우 일품식밥류는 390.0±

340.6 mg/인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므로 일반 밥류의 2.5±6.4

mg/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섭취량을 나타내었다. 부식 중 섭취량

이 가장 많은 음식군은 탕· 전골류(104.4±49.6 g/인), 찌개류(97.8

±33.4 g), 국류(92.1±34.5 g)으로 나트륨 함량이 다른 부식류의 나

트륨 함량보다 높지 않아 나트륨 섭취량이 262.9±119.9, 248.7

±96.9, 229.8±103.5 mg으로 나타났으며, 복음류, 조림류, 튀김류가

학생들의 섭취량 및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나트륨 섭취량이

280.1±179.7, 279.0±171.4, 265.0±163.8 mg으로 가장 많았다. 후식

류는 빵 및 과자류의 나트륨 섭취량이 155.9±116.5 mg으로 가장

높았고, 유제품 및 빙과류, 음료 및 차류, 과일류 순으로 나타났다.

칼륨의 경우 일품식밥류, 찜류, 튀김류, 볶음류, 과일류, 죽 및

스프류, 면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함량은 270.7±150.7, 189.4±

140.6, 183.6±129.3, 160.3±115.1, 156.6±140.8, 152.0±91.1, 156.5

±105.8 mg이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05)의 음식군별 국민 1인 1일 나트륨 섭취량

에서는 김치류를 통해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보

고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사업에 참여한 초·중학생들의 김치

를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다른 식품군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 상

황을 비교해 볼 때, 초·중학생들의 김치 섭취량이 성인들에 비

해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3).

음식군별 나트륨, 칼륨 섭취량과 제공횟수를 고려할 경우, 음

식군별 나트륨 섭취량은 볶음류, 김치류, 국류, 조림류, 튀김류,

일품식밥류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군별 칼륨 섭취량은 볶음류, 김

치류, 국류, 밥류, 튀김류, 일품식밥류 순으로 나타났다. 국물이

있는 국류, 찌개류, 탕전골류는 조사일수 240일 중에 210회를 제

공하고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서 나트륨 섭취 저감화를 위해서 주

요관리 음식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급식 중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류 등의 건더기 위주의 식사 및 국물남기기

등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의 음식

선호도가 높은 일품식밥류의 경우는 섭취량이 높은 경향을 나타

Table 4. The contents of sodium in collected foods from school foodservices in Incheon, Gangwon (Chuncheon) by food class

(Unit: mg/100 g meal)

Food class (N)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Total

Main dishes (268) 040.0±89.01) (0.3-474.5) 059.2±119 (0.5-500.2) 049.7±105.6 (0.3-500.2)

Cooked rice (203) 001.7±4.51) (0.3-42.1) 001.6±4.0 (0.5-40.9) 001.7±4.3e 2) (0.3-42.1)

Cooked rice with seasoning (37) 116.6±109.0 (0.6-474.5) 221.6±150.6 (8.8-500.2) 167.7±141.0d (0.6-500.2)

Noodles (18) 220.6±102.7 (67.1-435.9) 244.1±68.9 (135.8-369.3) 233.6±86.4d (67.1-435.9)

Cooked gruels (10) 234.7±80.9 (137.4-368.6) 279.3±107.0 (152.4-469.8) 257.0±97.4d (137.4-469.8)

Side dishes (943) 534.6±461.3 (2.5-3087.9) 499.2±346 (19.6-2935.5) 517.2±409.2 (2.5-3087.9)

Side dishes soups (137) 245.2±80.9 (105.1-631.1) 259.6±68.4 (116.0-499.5) 252.9±74.8d (105.1-631.1)

Stew (39) 241.8±57.6 (142.3-353.7) 279.8±68.6 (158.2-396.3) 257.4±65.1d (142.3-396.3)

Tangs and chon-gol (34) 246.8±63.1 (128.0-404.9) 271.9±69.9 (177.5-423.5) 258.6±67.5d (128-423.5)

Stir-fried foods (125) 662.6±587.7 (159.3-3087.9) 603.6±506.6 (246.2-2935.5) 638.1±556.1bc (159.3-3087.9)

Fried foods (55) 375.9±197.4 (2.5-846.2) 462.5±274.4 (28.7-1708.8) 424.7±247.6d (2.5-1708.8)

Pan-fired foods (26) 312.2±122.4 (104.5-524.9) 434.9±285.6 (189.5-1180.0) 354.7±203.6d (104.5-1180)

Preserved foods (57) 693.8±458.8 (264.5-2084.1) 518.3±193.3 (196.1-1213.1) 601.4±356.4c (196.1-2084.1)

Roasted foods (48) 864.9±719.4 (162.1-2858.7) 727.8±722.4 (19.6-2921.5) 802.0±724.0b (19.6-2921.5)

Steamed foods (33) 454.0±342.0 (77.0-1390.9) 349.5±144.6 (62.2-795.7) 0.397±259.4d (62.2-1390.9)

Seasoned vegetables (117) 394.7±173.1 (3.1-939.5) 459.4±267.6 (105.0-2123.1) 428.4±229.6d (3.1-2123.1)

Salted foods (4) 242.4±135.9 (67.6-399.2) 796.3±0.0 (796.3-796.3) 380.9±267.2d (67.6-796.3)

Kimchies (239) 598.7±155.4 (173.0-975.2) 624.3±234.8 (84.1-1973.6) 611.9±200.6c (84.1-1973.6)

Sauces (29) 1549.7±891.4 (231.3-2942.8) 930.7±449.3 (376.1-1607.2) 1314.9±812.4a (231.3-2942.8)

Desserts (123) 118.5±204 (0.2-904.6) 150.9±186 (0.1-775.3) 135.4±195.5 (0.1-904.6)

Fruits (43) 003.2±4.4 (0.2-21.3) 001.2±1.2 (0.1-3.6) 002.5±3.7e (0.1-21.3)

Breads and confectionery (44) 405.5±199.6 (178.8-904.6) 331.1±145.5 (4.7-775.3) 358.1±171.0d (4.7-904.6)

Drinks (13) 004.4±0.4 (4.0-4.8) 007.2±7.1 (1.3-28.4) 006.8±6.6e (1.3-28.4)

Dairy products (23) 029.4±15.1 (16.9-80.5) 032.3±6.6 (26.2-45.7) 030.5±12.5e (16.9-80.5)

Total 400.2±450.3 (0.2-3087.9) 375.8±354.8 (0.1-2935.5) 388.1±405.9 (0.1-3087.9)

1)Mean±SD (Min-Max)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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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나트륨 함량도 높아서 제공횟수가 240일 중에 37회를 제

공했지만 나트륨 섭취량은 높게 나타나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단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트륨, 칼륨 일일 섭취량

한국영양학회(15)에서 제시한 나트륨 1일 상한섭취량(Tolerable

Upper Intake Level)은 2000 mg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루 3

끼를 거르지 않고 그 양을 고르게 나누어 섭취한다고 가정해보

면, 1끼에 대한 학생 1인 나트륨 상한섭취량은 667 mg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값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중학생, 초등학생 모두 나

트륨 667 mg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인천, 강원(춘천) 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급식에서 초등

학교의 경우 끼니당 나트륨 섭취량 평균은 802.2 mg/meal로 RDI

(2,000 mg)의 40.1%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05)의 7-12

세 1인 1일 나트륨 평균섭취량은 4,086.8 mg로 1일 식사에서 섭

취하는 나트륨의 19.6%를 급식에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며, 80% 이상을 가정식과 간식에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3). 중학생의 경우 1회 식사 분량의 나트륨 섭취량 평균

은 1,055.9 mg/meal로 RDI(2,000 mg)의 52.8%를 섭취하고 있으며

13-19세의 평균 섭취량 4938.7 mg의 21.4%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 간 식사량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평균 섭취량이 낮은 경

우에도 식사량이 많을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높을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식습관에 의해 음식별 식사량이 다르므로 부식중의 국이

나 찌개 국물을 적게 먹거나 조림, 김치 등의 반찬을 적게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Chang 등(16)

은 충남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연구에서 선호

하는 맛은 전체적으로 매운맛, 단맛, 짠맛, 신맛 순이었으며, 급

식유형별, 성별, 학년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학년간 유

의적이지는 않으나 매운맛은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단맛은 고학

년이 저학년보다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음식의 짠맛에 대

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다른 맛에 비해 낮으므로 급식을 조리하

는 과정에서 매운 맛과 단맛이 많이 날 수 있는 음식의 경우 식

염의 함량을 약간 낮추어서 조리를 하면 학생들의 나트륨 섭취

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Park 등(17)은 성인을 대상

으로 한 나트륨 섭취량과 관련된 식행동의 성별 및 연령별 비교

한 연구에서 나트륨 섭취를 감소시키는 식행동에서 나트륨 섭취

량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국이나 찌개국물

을 남긴다’와 ‘라면국물은 남긴다’, ‘젓갈, 장아찌를 잘 먹지 않

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학생들의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시

키는 방법으로 급식을 조리할 때나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 국이

나 찌개류는 국물보다 건더기의 양을 충분하게 하거나 국물을 남

기도록 교육을 하고 식염을 많이 함유하는 음식은 식단에 가급

적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인천, 강원(춘천) 지역별 나트륨 섭취량

은 9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었고, 칼륨 섭취량은 초등학생은

지역별 유의차가 없으나 중학교는 강원지역의 학생이 인천지역

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95% 유의수준에서 칼륨섭취량 차이

가 인정되었다(Table 8).

Table 5. The contents of potassium in collected foods from school foodservices in Incheon, Gangwon (Chuncheon) by food class

(Unit: mg/100 g meal)

Food class (N)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Total

Main dishes (268) 055.7±46.71) (3.5-284.6) 058.9±60.5 (9.6-348.7) 057.3±54.1 (3.5-348.7)

Cooked rice (203) 038.7±20.6 (3.5-152.1) 035.5±21.0 (9.8-193.6) 037.1±20.9c 2) (3.5-193.6)

Cooked rice with seasoning (37) 103.6±46.6 (29.1-189.3) 137.5±65.4 (9.6-257.7) 120.1±59.1c (9.6-257.7)

Noodles (18) 123.0±94.4 (4.2-284.6) 106.8±82.5 (30.4-258.7) 114.0±88.4c (4.2-284.6)

Cooked gruels (10) 109.8±46.5 (69.0-192.9) 156.6±114.6 (46.2-348.7) 133.2±90.5c (46.2-348.7)

Side dishes (943) 311.7±307.3 (14.8-3759.6) 262.0±167.8 (26.8-1938.8) 287.3±250.0 (14.8-3759.6)

Side dishes soups (137) 116.7±62.2 (14.8-344.7) 130.0±59.0 (26.8-271.7) 123.8±60.8c (14.8-344.7)

Stew (39) 157.6±50.5 (59.9-317.3) 158.0±46.5 (82.3-226.3) 157.8±48.9c (59.9-317.3)

Tangs and chon-gol (34) 149.6±60.2 (64.9-253.8) 127.2±70.2 (36.7-278.8) 139.0±66.0b (36.7-278.8)

Stir-fried foods (125) 321.2±208.8 (64.8-1525.5) 289.4±154.1 (75.7-1091.3) 308.0±188.6b (64.8-1525.5)

Fried foods (55) 323.5±155.5 (37.5-702.6) 266.9±137.5 (45.1-510.2) 291.6±148.3b (37.5-702.6)

Pan-fired foods (26) 257.6±94.9 (130.8-469.9) 276.6±127.1 (79.2-465.1) 264.2±107.5b (79.2-469.9)

Preserved foods (57) 381.1±190.9 (127.9-931.8) 257.0±154.4 (38.1-865.6) 315.8±183.4b (38.1-931.8)

Roasted foods (48) 853.2±991.2 (58.2-3759.6) 471.9±438.7 (182.3-1938.8) 678.4±810.3a (58.2-3759.6)

Steamed foods (33) 334.3±115.9 (183.1-593.5) 244.6±86.7 (90.2-414.2) 285.3±110.5b (90.2-593.5)

Seasoned vegetables (117) 301.9±168.6 (74.5-1083) 245.4±124.7 (53.7-563.2) 272.4±150.0b (53.7-1083.0)

Salted foods (4) 111.3±29.7 (76.4-149.1) 056.5±0.0 (56.5-56.5) 097.6±35.0c (56.5-149.1)

Kimchies (239) 340.6±70.6 (148.0-655.3) 331.6±68.0 (29.7-560.4) 335.9±69.4b (29.7-655.3)

Sauces (29) 334.8±189.1 (52.0-768.8) 283.5±249.6 (37.2-819.1) 315.3±215.5b (37.2-819.1)

Desserts (123) 197.2±140.8 (25.3-699.0) 151.8±129.7 (10.7-628.9) 173.6±137.0 (10.7-699.0)

Fruits (43) 278.5±131.8 (109.2-699.0) 267.8±163.6 (18.6-628.9) 274.5±144.5 (18.6-699.0)b

Breads and confectionery (44) 166.3±131.2 (25.3-594.4) 137.9±97.6 (26.4-509.7) 148.2±111.9c (25.3-594.4)

Drinks (13) 062.9±21.8 (41.1-84.7) 057.4±30.7 (14.8-99.5) 058.3±29.6c (14.8-99.5)

Dairy products (23) 094.9±58.5 (58.4-268.6) 104.2±60.4 (10.7-224.6) 098.5±59.4c (10.7-268.6)

Total 0.251±283 (3.5-3759.6) 209.9±170.1 (9.6-1938.8) 230.6±234.8 (3.5-3759.6)

1)Mean±SD (Min-Max)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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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odium intakes from school foodservices in Incheon, Gangwon (Chuncheon) by food class (Unit: mg/dish)

Food class(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Total

Main dishes
(268)

 Cooked rice (203) 002.2±5.81) (0.3-55.9) 002.7±7.0 (0.5-70.9) 002.5±6.4k 2) (0.3-70.9)

 Cooked rice with seasoning (37) 254.5±253.9 (1-979) 533.1±361.3 (22.5-1256.1) 390.0±340.6a (1.0-1256.1)

 Noodles (18) 344.6±143.1 (120.3-561.7) 0.383±211.6 (204.7-951.2) 365.9±185.3ab (120.3-951.2)

 Cooked gruels (10) 259.1±98.8 (145.3-439.9) 341.6±151.8 (41.6-456.1) 300.4±134.6bc (41.6-456.1)

Side dishes
(943)

 Side dishes soups (137) 247.8±114.6 (25.3-692.5) 214.1±89.8 (59.8-497.2) 229.8±103.5cdefg (25.3-692.5)

 Stew (39) 237.4±90.4 (94.5-385.2) 265.0±103.3 (84.4-484.9) 248.7±96.9cdef (84.4-484.9)

 Tangs and chon-gol (34) 246.4±95.7 (79.1-521.7) 281.4±140.0 (73.1-549.6) 262.9±119.9cde (73.1-549.6)

 Stir-fried foods (125) 221.8±130.2 (9.7-674.9) 362.0±205.8 (43.1-879) 280.1±179.7cd (9.7-879)

 Fried foods (55) 207.7±136.7 (1.3-526.6) 309.3±169.1 (20.1-673.9) 265.0±163.8cde (1.3-673.9)

 Pan-fired foods (26) 152.2±78.9 (54.2-325) 207.4±151.6 (69.0-554.3) 171.3±112.7fghi (54.2-554.3)

 Preserved foods (57) 197.9±90.3 (43.3-399.9) 352.0±192.9 (63.0-1109.6) 279.0±171.4cd (43.3-1109.6)

 Roasted foods (48) 179.5±127.7 (17.4-431.6) 254.3±167.7 (17.4-744.8) 213.8±152.0defgh (17.4-744.8)

 Steamed foods (33) 200.5±120.5 (26.4-493.5) 305.1±211.8 (19.8-990.8) 257.6±183.8cde (19.8-990.8)

 Seasoned vegetables (117) 086.1±71.9 (0.7-278.9) 143.5±140.7 (9.6-898.2) 116.0±116.7ij (0.7-898.2)

 Salted foods (4) 026.1±15.9 (13.9-48.6) 243.6±0.0 080.5±95.2jk (13.9-243.6)

 Kimchies (239) 120.4±78.7 (4.9-452.1) 152.5±76.4 (13.9-539.1) 137.0±79.1hij (4.9-539.1)

 Sauces (29) 144.4±98.9 (9.6-440.4) 245.4±226.1 (22.7-823.6) 182.7±166.9efghi (9.6-823.6)

Desserts
(123)

 Fruits (43) 001.4±1.8 (0.1-7.7) 000.6±0.6 (0.1-2.0) 001.1±1.5k (0.1-7.7)

 Breads and confectionery (44) 173.5±132.3 (28.8-561.3) 145.8±105.2 (0.1-491.6) 155.9±116.5ghij (0.1-561.3)

 Drinks (13) 005.8±0.2 (5.6-6) 007.4±7.1 (1.3-28.4) 007.2±6.5k (1.3-28.4)

 Dairy products (23) 022.9±15.1 (11.0-74.2) 041.1±27.3 (18.5-91.3) 030.0±22.6k (11.0-91.3)

Total 143.2±135.2 (0.1-979) 191.4±189.3 (0.1-1256.1) 167.1±166.0 (0.1-1256.1)

1)Mean±SD (Min-Max)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7. Potassium intakes from school foodservices in Incheon, Gangwon (Chuncheon) by food class (Unit: mg/dish)

Food class (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Total

Main dishes
(268)

 Cooked rice (203) 050.1±28.41) (3.7-216.3) 057.6±32.4 (19.8-272.5) 053.9±30.7fgh 2) (3.7-272.5)

 Cooked rice with seasoning (37) 213.3±116.3 (45.5-451.1) 331.3±158.9 (24.5-636.8) 270.7±150.7a (24.5-636.8)

 Noodles (18) 169.9±102.0 (7.4-362.2) 137.8±78.5 (45.8-323.2) 152.0±91.1bc (7.4-362.2)

 Cooked gruels (10) 126.7±61.2 (43.4-232.9) 186.2±130.0 (17.3-338.5) 156.5±105.8bc (17.3-338.5)

Side dishes
(943)

 Side dishes soups (137) 120.1±85.3 (10.7-410.5) 103.6±53.1 (18.4-287.7) 111.3±70.5cde (10.7-410.5)

 Stew (39) 150.3±54.2 (56.4-247.3) 150.4±61.9 (62.5-226) 150.4±57.5bc (56.4-247.3)

 Tangs and chon-gol (34) 155.0±107.7 (62.8-514.7) 144.5±121.5 (12.1-496.5) 150.0±114.5bc (12.1-514.7)

 Stir-fried foods (125) 131.8±96.2 (7.9-417.5) 200.4±126.9 (7.6-466.2) 160.3±115.1bc (7.6-466.2)

 Fried foods (55) 166.9±100.0 (10.9-380.3) 196.6±146.8 (25.6-570.7) 183.6±129.3b (10.9-570.7)

 Pan-fired foods (26) 127.7±63.8 (50.0-266.6) 116.5±45.4 (53.3-180.4) 123.8±58.3cd (50.0-266.6)

 Preserved foods (57) 119.9±66.8 (10.8-344.2) 0.174±113.5 (19.5-489.1) 148.4±98.1bc (10.8-489.1)

 Roasted foods (48) 123.6±72.1 (4.4-269.5) 184.2±114.6 (55-494.3) 151.3±98.8bc (4.4-494.3)

 Steamed foods (33) 169.6±87 (35.4-346.5) 205.8±171.2 (77.6-824.7) 189.4±140.6b (35.4-824.7)

 Seasoned vegetables (117) 067.8±88.9 (9.5-646.6) 069.8±50.5 (4.2-219.6) 068.8±71.5efgh (4.2-646.6)

 Salted foods (4) 016.2±10.8 (4.7-30.6) 017.3±0.0 016.4±9.4h (4.7-30.6)

 Kimchies (239) 069.1±43.4 (1.8-215) 082.9±37.7 (8.1-216.8) 076.2±41.2defg (1.8-216.8)

 Sauces (29) 031.4±21.9 (4.3-98.6) 068.7±67.1 (6.1-245.2) 045.5±48.3gh (4.3-245.2)

Desserts
(123)

 Fruits (43) 141.6±123.7 (25.0-605.2) 181.9±162.5 (9.9-487.8) 156.6±140.8bc (9.9-605.2)

 Breads and confectionery (44) 073.1±79.1 (9.5-335.7) 058.0±50.6 (1.4-213.4) 063.5±62.9efgh (1.4-335.7)

 Drinks (13) 081.7±24.2 (57.6-105.9) 061.0±36.9 (14.8-137.7) 064.2±36.0efgh (14.8-137.7)

 Dairy products (23) 080.3±88.1 (37.9-392.9) 142.9±148.0 (16.1-449.2) 104.8±119.3efgh (16.1-449.2)

Total 102.0±87.4 (1.8-646.6) 118.9±107.8 (1.4-824.7) 110.4±98.5 (1.4-824.7)

1)Mean±SD (Min-Max)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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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학교별로 급식 및 끼니별 나트륨, 칼륨

의 섭취량을 비교하면 Table 9와 같다. 나트륨 섭취량은 대체로 비

슷하였으나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나트륨 섭취가 많았으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한 끼니에 1,000 mg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나 나트륨 섭취 저감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초등학교 급식의 메뉴별 나트륨 함량이 중학교 급식의 나트륨

함량보다 높았으나 음식 섭취량이 중학생이 많아서 나트륨 섭취

량은 중학생이 초등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했다(p<0.05).

비빔밥, 덮밥 등 간장이나 고추장을 기본으로 한 소스류 첨가

가 많은 일품식류는 급식 자체의 섭취량 또한 높아서 다른 음식

군과 확연히 구분될 만큼 나트륨 섭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나트륨 함량이 높은 구이류 메뉴는 김구이처럼 섭취중량이 매우

작은 경우가 있어서 나트륨섭취에 기여하는 수준은 크게 높지 않

았으며 김치류와 무침나물류 또한 해당 음식의 섭취량이 낮아서

나트륨 섭취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다.

초등학생의 끼니당 나트륨 섭취량 평균은 802.2 mg/인으로 WHO

일일섭취권고량(2,000 mg)의 40.1%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1

회 점심식사 분량의 나트륨 섭취량 평균은 1,055.9 mg/인으로

WHO 일일섭취권고량(2,000 mg)의 52.8%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후식이 높은 칼륨/나트륨 비율을 나타냈는데 과일류가 112.0로

가장 높았으며 음료 및 차류 8.6, 유제품이 3.2로 높은 비율을 나

타냈다. 주식류에서는 밥류가 칼륨/나트륨 비율이 22.3으로 칼륨

/나트륨 비율이 1이상을 나타내고 그 외의 주식류 및 부식류 전

항목은 1이하로 나트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급식

(0.66)이 중학교 급식(0.62) 보다 높은 칼륨/나트륨 비율을 보였는

데, 이는 초등학교에서 후식으로 과일을 제공한 횟수가 많아 나

트륨에 대한 칼륨의 비율을 더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한끼 나트륨섭취권장량인 1/3 RDI(WHO,

2000 mg)인 667 mg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학교급식

에서 나트륨 섭취량을 권장섭취량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레시

피 개선, 학생영양(교)사 교육 및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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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sodium, potassium intakes in main dish, side dish and dessert by school grade

School Regions Sodium intake (mg) Potassium intake (mg) K/Na

Elementary school
Incheon 0820.7±229.71) (302.3-1426.2) 549.4±165.5 (244.8-976.3) 0.67 

Gangwon (Chuncheon) 0783.6±245.7 (302-1649.9) 592.8±214.8 (255.8-1338.9) 0.76 

Middle school
Incheon 1044.8±322.7 (382.7-2350.4) 608.8±201.7*2) (226.6-1306.5) 0.58

Gangwon (Chuncheon) 1066.9±305.6 (572.9-2245.8) 702.8±183.3* (378.3-1224.1) 0.66 

Total 0929.0±306.6 (302-2350.4) 613.5±200.2 (226.6-1338.9) 0.66 

1)Mean±SD (Min-Max)
2)Significant difference of potassium intake between middle school of Incheon and Gangwon (Chuncheon) 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p<0.05)

Table 9. Food consumption and intakes of sodium and potassium from one-day school lunch according to subject school

School Regions School name No. of students Food1) consumption (g) Sodium intake (mg) Potassium intake (mg)

Elementary
school

Incheon

A 36 370.1±63.0bc2) 867.4±176.7ab 567.6±131.2bc

B 25 346.7±36.5c 739.5±189.1bc 487.6±110.2cd

C 30 361.5±61.8bc 700.9±189.3c 464.1±162.8cd

D 30 374.9±73.8bc 975.1±247.6a 678.2±160.5ab

Gangwon
(Chuncheon)

J 27 402.1±52.0ab 869.5±149.6ab 680.6±133.9ab

K 23 282.5±47.1d 536.6±159.3d 372.9±88.3d

L 28 437.6±71.0a 823.4±162.8abc 757.7±257.4a

M 28 405.5±44.0ab 904.6±287.5ab 560.1±90.7bc

Middle
school

Incheon

E 76 616.3±99.9bc 896.0±293.0c 635.7±260.0abc

F 39 483.6±69.3ab 1051.2±290.3ab 586.2±167.2bc

G 41 423.6±46.0bc 1073.7±249.5ab 533.9±142.1c

H 40 514.2±60.0a 1148.2±389.8ab 682.9±193.0abc

Gangwon
(Chuncheon)

N 34 466.4±60.7abc 1181.6±360.2a 721.9±176.9ab

O 35 365.1±32.6d 923.9±268.5c 615.8±134.3abc

P 36 508.5±73.8a 1146.8±248.5ab 762.4±222.4a

Q 36 416.1±53.5c 1015.3±259.4ab 711.0±155.1ab

Total 564 410.9±85.8 929.0±306.6 613.5±200.2

1)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the same column for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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