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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lt and sodium content of lunch meals served at 
middle schools in Gyeongsangbuk-do. Four middle schools were investigated for their salt and sodium content and 
salt content contributing rate per meal. Average salt content of every lunch meal was 4.41 g, and average sodium 
content was 1,736.02 mg.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the lowest sodium content was 943.19 mg while the highest 
was 2,827.56 mg. Samples were classified into 16 food items and investigated for salt and sodium content. Total 
average salinity was 1.06%. Kimchi was the saltiest, followed by fresh-vegetables, boiled-vegetables, stir-fried foods, 
pan-fried foods, and hard-boiled foods. Total average salt content was 0.74 g, and most salty dishes were single dish 
rice･noodles, followed by stews, steamed foods, broths, soups, kimchies, stir-fried foods, roasted foods, and hard-boiled 
foods. Samples were classified into seven menu groups, including cooked rice, single dish rice･noodles, soup･stew, 
main dish, side dish, kimchi, and desserts. Contributing rate of total average salt content was high in single dish 
rice･noodles (40.56%), soup･stew (23.23%), kimchies (20.30%), and main dish (18.13%). These results can be useful 
for establishing a database for sodium contents of meals in middle schools. ‘SamSam foodservice’ should be initiated 
in school foodservice to reduce sodium intake.

Key words: school foodservice, salt content, total sodium content, contributing rate, SamSam foodservice

Received 18 January 2016; Accepted 19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Kyung-A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buk 38430, Korea 
E-mail: yika0108@cu.ac.kr, Phone: +82-53-850-3522

서   론

나트륨은 체내 세포외액의 대표적인 양이온으로서 삼투

압과 수분 함량 조절, 정상 근육의 자극반응 조절, 산･염기 

평형유지, 신경자극 전달 등의 역할을 하는 무기질이다(1).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인의 나트륨 최소 필요량은 

일일 500 mg으로 매우 소량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KDRIs)에서는 나트륨 하루 목표 섭취

량을 2,000 mg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도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84.3 mg으로 나타나 나트륨 하루 목표 

섭취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과량의 나트륨은 부종, 고혈압 등

의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3). 하루에 소금을 6 g 섭취하는 

집단은 그 이하로 섭취하는 집단에 비해 수축기 혈압에 의한 

고혈압 발생률이 2.5배 더 높게 나타났고, 짠맛을 좋아할수

록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증가하는 반면, 6개월

간 저염식을 실천한 경우 일반식을 섭취한 대조군보다 수축

기와 이완기 혈압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5). 고혈압은 2013년 한국인 사망원인 중 10위에 해

당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졌으므로(6),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10~18세 청소년들의 일일 나트륨 섭취

량은 남자 4,639.6 mg, 여자 3,739.8 mg으로 나타나 나트

륨 과다섭취가 심각한 실정이다(2). 이는 청소년들이 고열

량･고나트륨･고지방의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즐겨 섭취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7-10). 청소년기

의 나트륨 과잉 섭취는 소변 중 칼슘 배설량을 증가시켜 체

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골칼슘침착을 감소시켜 골격 형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 따라서 청소년기에 나트

륨 섭취 감소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심신의 완전한 발육뿐 아니라 평생 

동안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12).

최근 중학교 급식의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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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tuation of selected classes for estimation of meal intake

School Feeding 
number

Class type
(boys and 

girls)

Frequency 
of meal 
service/d

Menu charge
(unit: won)

Type of 
serving

Place for 
meal service Menu combination Collecting period

A 627 Combined 1 times 2,600 Tray-service Restaurant Cooked rice+soup+
3 side dish+kimchi  2013.12.2∼2013.12.13

B 477 Combined 1 times 2,600 Tray-service Restaurant Cooked rice+soup+
3 side dish+kimchi  2013.12.2∼2013.12.13

C 430 Combined 1 times 2,600 Tray-service Restaurant Cooked rice+soup+
3 side dish+kimchi 2013.10.11∼2013.10.24

D 472 Combined 1 times 2,600 Tray-service Restaurant Cooked rice+soup+
3 side dish+kimchi 2013.10.14∼2013.10.24

에 따르면 부산･경북지역 남학생의 경우 1,423 mg, 여학생

의 경우 1,063 mg(13), 대전･충청지역은 1,068 mg(14), 춘

천지역은 1,066.9 mg, 인천지역은 1,044.8 mg(15)의 나트

륨을 점심급식 한 끼에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학교급식 나트륨 줄이기 가이드」를 발간하

여 배포하였으며(16),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2014년도부

터 학교급식에서의 당･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추진하여 각 

학교에서 당･나트륨 저감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있다(17). 또한 식약처에서는 국 염도 권고기

준을 0.8%로 설정하였으며, 교육부 조사 결과 학교급식의 

국 평균 염도는 0.6%인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에 일선 학

교에서는 국 염도를 측정하여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국 없는 

날’ 등 이벤트 실시, 짠맛 미각테스트 등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 염도 관리에 

그치고 있으며 급식 시 제공되는 전 메뉴의 염도관리는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

의 62.7%가 국이나 찌개류의 염도 확인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김치류의 염도 측정 경험이 없는 비율이 89.9%였으

며, 반찬류의 염도 확인은 조리종사원의 미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78.8%로 매우 높게 나타나(18)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나트륨 함량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영양(교)

사들이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반찬류의 염도 측정에 대한 관련 매뉴얼이 없고 국 이외의 

고형물의 경우 분쇄기로 갈고 물에 희석하여 염도 측정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부터 집단급식소 중에서 주 

5회 이상 점심급식의 나트륨 함량이 1,300 mg 정도로 제공

하는 급식소를 ‘건강삼삼급식소’로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하

였다. 21개 삼삼급식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한 끼 나트륨 

제공량이 기존 1,542 mg에서 982 mg까지 36.3%(560 mg) 

줄었으며, 제공하는 국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672 mg에서 

300 mg으로 감소하였고, 김치의 경우 나트륨 함량은 560 

mg에서 280 mg으로 줄었다고 보고하였다(19,20). 따라서 

학교급식에서도 나트륨 저감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한 

끼에 제공하는 메뉴의 총 소금과 나트륨 함량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체계적인 나트륨 저감화 급식 시스템 마련이 요구

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북 일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

교에서 제공된 점심급식 메뉴를 전량 수거하여 실제 제공하

는 점심급식 한 끼당 함유된 소금 및 나트륨 함량을 조사함

으로써 학교급식에서의 나트륨 저감화 실천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북 칠곡지역 중에서 학교급식 운영형태, 식단

가, 배식장소, 지리적 요건이 유사한 중학교 4개를 선정하여 

2013년 10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학교에서 점심급

식으로 제공된 메뉴를 수거하여 분석･조사하였다(Table 1).

연구내용 및 방법

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급식의 염도 및 소금 함량 측정을 

위해 조사자가 각 학교 급식소를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수거

하였다. 학교에서 한 끼당 제공된 메뉴를 일인분량씩 지퍼백

(Ziploc)에 담아 분석하기 전까지 -18°C 이하 냉동고에 보

관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냉동된 시료는 실온에서 자연해

동한 후 전자저울(KC-200, AND 전자저울, Seoul, Korea)

로 시료의 중량을 측정하였다. 중량을 측정한 시료는 3~10

배의 증류수로 희석한 후 믹서(MX-2000, Braun, Seoul, 

Korea)에 1분 정도 갈아서 염도계(DMT-20, 나트륨 케어, 

Seoul, Korea)로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시료

의 염도(%) 측정은 희석배수를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소금 

함량(g)은 시료의 무게(g)에 염도(%)와 희석배수를 곱한 후 

100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한 끼 식단의 총 소금 함량 중 

각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 끼 소금 함량 기여도”로 제

시하였다. 한 끼 소금 함량 기여도(%) 측정은 제공한 메뉴의 

소금 함량을 한 끼 식단의 총 소금 함량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국, 탕, 찌개류의 경우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믹서에 갈아 측정하였고, 뼈 등의 이

물질이 있는 시료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한 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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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unch menus served in school foodservice
Dish groups (n=238) Menu

Cooked rice (30)
Cooked turmeric rice, cooked millet rice, cooked green tea rice, cooked barley rice, cooked vitamin 
miscellaneous cereals rice, cooked corn rice, cooked glutinous millet rice, cooked whole grain rice, 
cooked red bean rice, cooked brown rice, nutritious grain rice, cooked black rice, cooked rice

One-dish meals (10) Oyster sauce and vegetable fried rice, noodle soup with chicken, bibimbap, rice party noodle, rice 
jajangmyeon, omelet rice, jajang fried rice, japchae with rice

Soups (25)

Dry shrimp and curled mallow soup, seasoned thistle and soybean paste soup, kimchi and soybean 
sprouts soup, champon soup, spicy chicken soup, perilla seeds and brown seaweed soup, dumpling 
soup, radish and perilla seeds soup, miso soup, Chinese cabbage soybean paste soup, leek and egg 
soup, dried pollack and soybean sprouts soup, beef and radish soup, beef and brown seaweed soup, 
dried radish leaves soup, spicy Korean pasta soup, squid soup, spicy beef soup, soybean sprouts and 
littleneck clam soup, winter mushroom soybean paste soup, dried pollack soup

Brothes (8) Spicy blue crab broth, codfish broth, spicy pollack broth, pork on the bone soup with potatoes, crab 
flavored broth, duck broth, gom tang

Stews (5) Blue crab soybean paste stew, pork and kimchi stew, boiled fish paste kochujang stew, boiled fish 
paste and kimchi stew, boiled fish paste stew

Steamed foods (5) Steam spicy pork ribs, steam egg and soft soybean curd, steam squid and warty sea squirt, steam sweet 
potato

Roasted foods (12)
Roasted mackerel and soy sauce, roasted chicken and teriyaki, chicken bulgogi, chicken skewers, roasted 
tofu and soybean paste sauce, roasted tofu, spicy smoked duck bulgogi, roasted spanish mackerel and 
soy sauce, beef bulgogi, roasted atka mackerel

Pan-fried foods (7) Egg fry, rolled omelette, pan-fried sausage, pan-fried shrimp and rhizome, pan-fried kimchi and cheese, 
pan-fried mushroom

Stir-fried foods (30)

Royal stir-fried rice cake, stir-fried pork and kimchi, spaghetti alla carbonara, stir-fried pork, stir-fried 
rice cake, mapodoufu, stir-fried anchovy, barbecued pork rib, stir-fried sausage and broccoli, stir-fried 
sausage and vegetable, stir-fried Korean sausage, stir-fried udong, stir-fried ddok ribs, stir-fried duck 
and mung bean sprouts, stir-fried squid, japchae, stir-fried pork and mushroom, stir-fried ham and shred-
ded potato, stir-fried sweet potato stem, stir-fried seasoned thistle, stir-fried brown seaweed stem, stir-fri-
ed zucchini and mushroom 

Hard-boiled foods (10)
Hard-boiled saury and seasoned thistle, hard-boiled spicy fish paste spicy, quail egg and pork chop, 
hard-boiled pork ribs and soy sauce, hard-boiled tofu, hard-boiled chicken, hard-boiled dried Stephanole-
pis cirrhifer, hard-boiled spicy potato, hard-boiled rhizome

Fried foods (9) Chicken fry, fish paste fry, fish cutlet and pineapple sauce, fish cutlet, squid fry and chili sauce, pork 
cutlet, sweet potato fry and sugar glazed, sweet potato croquette

Fresh-vegetables (16)

Fresh pepper soybean paste, seasoned pickled radish, seasoned fresh radish and bellflower, seasoned 
fresh acron starch jelly and Pimpinella brachycarpa, seasoned fresh radish and pear, seasoned fresh 
Chinese cabbage, seasoned fresh rape namul, seasoned fresh lettuce, seasoned fresh Korean cabbage, 
seasoned fresh yeolmu, seasoned fresh cucumber and leek,

Boiled-vegetables (11)
Seasoned sea lettuce, seasoned laver, boiled cabbage, boiled radish, boiled Chinese cabbage soybean 
paste, three colored namul, boiled mungbean sprouts and dropwort, seasoned common squid roasted 
and vegetable with vinegar, mung bean jelly mixed with vegetables and beef

Kimchies (40) Mustard leaf kimchi, radish kimchi, sesame leaf kimchi, radish water kimchi, Chinese cabbage kimchi

Fruits･beverages (12) Tangerine drink, fruits pudding, tangerine, sweet persimmon, ddok ribs tortilla, mango drink, melon, 
banana, yogurt, grape

Breads･rice cakes (8) Baramtteok, cherry tomato, butter toast, rice skewers and spaghetti sauce, injeolmi, steamed bun, hot 
dog, small walnut flavored cake

조사대상 중학교 급식소 음식의 소금･나트륨 함량 측정을 

위한 음식은 점심급식에 제공된 음식 238가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음식군별 분류는 한국영양학회의 음식분류 기

준(Computer Aided Nutrition Analysis Program, CAN- 

Pro)(21)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였으며, 밥류, 일품밥･면류, 

국류, 탕류, 찌개류, 찜류, 구이류, 전류, 볶음류, 조림류, 튀김

류, 생채류, 숙채류, 김치류, 과일･음료류, 빵･떡류의 총 16

가지 음식군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음식 메뉴별 영문표

기는 관련 전문기관(22) 및 선행연구자료(23)를 참고하였

다. 메뉴 유형별 소금･나트륨 함량과 한 끼 소금 함량 기여도

는 16가지 음식군을 밥, 일품밥･면류, 국･탕･찌개류, 주찬

(고기, 달걀, 생선, 콩류 등이 주재료로 이루어진 단백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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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total amount of salt and sodium content in one meal from school foodservice
School

F-value TotalA B C D
Salt content
(g/one meal)    4.77±1.161)    4.64±0.45    4.12±0.90    4.11±0.66 1.653    4.41±0.86

Sodium content 
(mg/one meal) 1,876.55±459.50 1,824.41±179.25 1,624.14±356.34 1,618.97±260.78 1.636 1,736.02±339.01

1)Mean±SD.

Table 4. The total amount of sodium content in one meal from
school foodservice                                 (mg)

School
A B C D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day
8 day
9 day

10 day

1,303.60
1,506.14
2,025.09
2,152.75
1,480.01
2,827.56
1,892.33
1,975.81
2,157.05
1,445.22

1,789.65
1,880.23
2,213.25
1,710.64
1,696.78
1,899.80
1,545.98
1,719.64
1,910.47
1,877.69

2,178.82
1,710.66
1,944.48
1,795.84
1,787.75
 943.19
1,753.82
1,347.89
1,359.23
1,419.73

1,791.55
1,472.08
1,457.26
1,540.67
1,938.79
1,338.53
1,912.34
1,770.04
1,166.19
1,802.27

찬), 부찬, 김치, 후식 등 총 7개 메뉴유형별로 대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Win(Ver 18.0, SPSS Inc., Chi-

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각 변수는 빈도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학교별 한 끼당 

소금 및 나트륨 함량, 메뉴 유형별 소금 함량 기여도, 학교별 

국･탕･찌개류의 염도는 one-way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를 사용하여 각 집단 간의 유

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 학교의 전체 평균 소금 및 나트륨 함량

조사대상 학교에서 제공된 점심급식의 소금 및 나트륨 함

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한 끼당 소금 

함량은 전체 평균 4.41±0.86 g이었으며, 한 끼당 나트륨 

함량은 전체 평균 1,736.02±339.01 mg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하는 나트륨 하루 목표 

섭취량인 2,000 mg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한 끼당 총나트륨 함량

조사기간 동안 학교별 점심급식으로 제공된 나트륨 함량

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나트륨 함량이 가

장 낮은 식단은 C학교에서 제공된 기장밥, 돼지등뼈감자탕, 

곤드레나물볶음, 두부양념구이, 과일푸딩, 깍두기 등의 메뉴

로 943.19 mg의 나트륨 함량을 나타냈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A학교에서 제공된 현미밥, 어묵전

골, 닭가슴살데리야끼구이, 고구마줄기볶음, 오징어미더덕

찜, 갓김치 등의 메뉴(2,827.56 mg)다. 조사 기간에 제공된 

점심급식은 모두 나트륨 한 끼 목표 섭취량 667 mg을 초과

하였으며, 최대 4배가량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식

에서 제공되는 점심급식의 총나트륨 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공된 음식군별 염도 및 소금 함량

점심급식에서 제공된 메뉴를 총 16개 군으로 분류하여 

음식군별 제공량, 염도, 소금 및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 염도는 1.06%였으며, 

전체 평균 소금 함량은 0.74 g이었다. 음식군별로 살펴본 

염도는 김치류(1.91%)> 생채류(1.68%)> 숙채류(1.54%)> 

볶음류(1.31%)> 전류, 조림류(1.23%)> 구이류(1.16%) 순

으로 전체 평균 염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금 함량은 일

품밥･면류(1.96 g)> 찌개류(1.38 g)> 찜류(1.13 g)> 탕류, 

국류(1.05 g)> 김치류(0.88 g)> 볶음류(0.87 g)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치류, 생채류, 숙채류 등 부찬의 음식의 염도는 1.54~ 

1.91%로 높은 반면 제공하는 양이 39.05~47.20 g으로 일

인분량이 적기 때문에 음식에 함유된 소금 함량은 숙채류 

0.48 g, 생채류 0.64 g, 김치류 0.88 g으로 낮게 나타났고, 

탕류, 국류, 찌개류 등의 국물 위주의 음식군은 염도가 0.68 

~0.87%로 낮은 반면 제공하는 일인 분량이 140.06~157.84 

g으로 많기 때문에 함유된 소금 함량은 국류와 탕류 1.05 

g, 찌개류 1.38 g으로 높게 나타났다.

메뉴 유형별 한 끼 소금 함량 기여도

조사대상 학교에서 점심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밥류, 일

품밥･면류, 국･탕･찌개류, 주찬, 부찬, 김치류, 후식류 등의 

7개 메뉴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메뉴의 제공량, 염도, 소금 

함량 및 한 끼 소금 함량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점심급식 한 끼에서 제공된 소금 함량 전체 평균은 4.41 

g으로 나타났다. 메뉴 유형별 소금 함량은 일품밥･면류(1.96 

g), 국･탕･찌개류(1.09 g), 김치류(0.88 g)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점심급식 한 끼에 대한 각 메뉴 유형별 

소금 함량 기여도는 일품밥･면류(40.56%)가 가장 높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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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salinity of soup･broth･stew from school foodservice
(%)

School
A B C D Total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day
8 day
9 day

10 day

0.45
0.66
0.85
0.79
0.44
0.88
0.65
－

0.81
0.68

0.83
0.72
0.84
0.68
0.66
1.05
0.66
0.58
0.80
1.04

0.92
0.75
0.48
0.85
0.86
0.76
0.75
0.75
0.63
0.76

1.06
0.90
0.75
0.69
0.80
0.78
0.96
－

0.63
0.62

0.75±
0.14

Total 0.69±0.161) 0.79±0.16 0.75±0.12 0.80±0.15
F-value 0.974

1)Mean±SD.

Table 5. The salinity and salt, sodium content of dish groups served from school foodservice
      Dish groups Amount of food (g) Salinity (%) Salt content (g) Sodium content (mg)
Cooked rice (30)1)

One-dish rice･noodles (10)
Soups (25)
Broths (8)
Stews (5)
Steamed foods (5)
Roasted foods (12)
Pan-fried foods (7)
Stir-fried foods (30)
Hard-boiled foods (10)
Fried foods (9)
Fresh-vegetables (16)
Boiled-vegetables (11)
Kimchies (40)
Fruits･beverages (12)
Breads･rice cakes (8)

142.84±28.472)

288.12±52.77
140.06±31.77
149.30±33.94
157.84±31.23
104.82±57.50
 71.13±14.56
 49.91±15.96
 76.28±32.45
 71.61±24.14
 70.48±16.85
 40.18±16.21
 39.05±19.30
 47.20±10.57
 81.30±39.26
 43.43±8.77

0.00±0.00
0.69±0.20
0.75±0.15
0.68±0.12
0.87±0.11
0.93±0.36
1.16±0.36
1.23±0.70
1.31±0.78
1.23±0.38
0.85±0.33
1.68±0.67
1.54±0.94
1.91±0.43
0.30±0.32
0.68±0.37

0.00±0.01
1.96±0.51
1.05±0.30
1.05±0.36
1.38±0.34
1.13±1.04
0.79±0.26
0.59±0.38
0.87±0.33
0.79±0.23
0.63±0.34
0.64±0.26
0.48±0.18
0.88±0.21
0.35±0.47
0.29±0.17

  1.15±3.63
771.26±207.87
415.32±118.51
412.49±413.12
543.83±138.24
444.38±409.42
313.77±101.35
212.42±113.46
343.93±129.94
310.92±91.32
250.30±135.36
251.38±104.03
190.21±73.52
348.38±84.44
 96.94±142.02
115.47±67.55

Total (238)  93.70±63.14 1.06±0.76 0.74±0.52 291.76±206.99
1)Serving number. 2)Mean±SD.

Table 6. The salt content and salinity of menu groups from school foodservice
Classification of menu Salt content (g) Contributing rate (%)1) Total content of salt (g)
Cooked rice (30)2)

One-dish rice･noodles (10)
Soup･broth･stew (38)
Main dish (63)
Side dish (37)
Kimchies (40)
Desserts (20)

0.00±0.00a3)4)

1.96±0.51f

1.09±0.33e

0.86±0.39d

0.54±0.24c

0.88±0.21d

0.32±0.38b

 0.05±0.20a

40.56±6.15f

23.23±7.38e

18.13±6.95d

11.36±4.72c

20.30±5.32de

 5.98±7.41b

4.41±0.86

F-value 71.464*** 90.147***

1)Salt content of each dish group divided by total salt content of the meal×100 (%).
2)Serving number.
3)Mean±SD.
4)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탕･찌개류(23.23%), 김치류(20.30%), 주찬(18.13%), 부찬

(1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후식류(5.98%)와 밥류

(0.05%)가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

다.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학교별 국･탕･찌개류의 염도

현재 학교급식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대

상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통해 제공된 소금 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탕･찌개류의 염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학교별 국･탕･찌개류의 염도는 D학교(0.80%) 

> B학교(0.79%)> C학교(0.75%)> A학교(0.69%)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중학교 급식 국 권고염도 0.6%

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6). 특히 닭개장(1.06 

%), 어묵고추장찌개(1.05%), 시락국(1.04%) 등의 메뉴는 

염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곰탕(0.44%)은 염도가 낮게 나타

났다. 학교별 국 염도는 A학교의 경우 0.44~0.88%, B학교

는 0.58~1.05%, C학교는 0.48~0.92%, D학교는 0.62~1.06 

%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학교급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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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e-dish rice･noodles

744.46

791.00

821.33

976.48

1056.49

0.0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
0

1,200.0
0

Bibimbap

Oyster sauce and 
vegetable fried rice

Omelet rice

Tcha jang fried rice

Rice party noodle

Sodium (mg)
1,000.00 1,200.00

(B) Main dish

497.45

498.01

563.28

626.84

1120.88

0.0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Stir-fried rice cake

Hard-boiled spicy fish
paste spicy

Stir-fried pork and
kimchi

Stir-fried pork and
mushroom

Steam squid and
warty sea squirt 

Sodium (mg)

Fig. 1. The high sodium of menu groups.

에서 국･탕･찌개류의 염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나트륨 함량 메뉴 조사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음식 중 한 끼 소금 함량 기여도와 

음식 제공량이 많은 일품밥･면류, 주찬류 등의 메뉴에서 고

나트륨 함량 메뉴를 조사한 결과 Fig. 1에 제시하였다. 일품

밥･면류의 경우 쌀잔치국수(1,056.49 mg)> 자장볶음밥

(976.48 mg)> 오므라이스(821.33 mg)> 굴소스야채볶음밥 

(791.00 mg)> 비빔밥(744.46 mg)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주찬류의 경우 오징어미더덕찜(1,120.88 mg)> 돈육

버섯볶음(626.84 mg)> 김치돈육볶음(563.28 mg)> 매운어

묵조림(498.01 mg)> 떡볶이(497.45 mg) 등의 순으로 나트

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찰

본 연구는 경북 칠곡지역 중학교에서 제공된 점심급식의 

소금 및 나트륨 함량을 조사하여 학교급식 나트륨 저감화 

실천을 위한 올바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북 일부지역 4개 중학교에

서 제공된 점심급식의 한 끼당 소금 함량은 전체 평균 4.41 

g이었으며, 나트륨 함량은 전체 평균 1,736 mg으로 나타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나트륨 하루 목표 섭취량인 2,000 mg

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산･
경북지역 중학생들의 한 끼당 섭취하는 나트륨 함량이 1,063 

mg으로 보고되었고(13), 인천지역은 1,044.8 mg, 춘천지

역은 1,066.9 mg(15), 대전･충청지역은 1,068 mg(14)을 섭

취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대상 학교 점

심급식의 나트륨 함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2020년까지 우리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500 

mg 수준으로 현 수준에서 1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 단체급식 이용자의 중식을 통

한 나트륨 섭취량 감소를 위해 1,300 mg 이하의 급식을 제

공하는 삼삼급식소의 운영을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중학교 급식소의 경우 1,000 mg 이하의 급

식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4). 본 연구 결과 4개 학교

에서 제공한 총 40개의 식단 중 1개 식단을 제외한 39개

(97.5%) 식단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중학교 ‘삼삼급식소’ 

나트륨 함량 기준(1,000 m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점심급식 중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식단은 2,827.56 mg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많은 양념

과 걸쭉한 소스의 오징어미더덕찜(1,120.88 mg)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심급식에서 제공된 메뉴 총 238개를 16개 음식군으로 

나누어 제공량, 염도 및 소금 함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염도는 1.06%이며, 전체 평균 염도보다 높은 염도를 나타낸 

음식군은 김치류(1.91%), 생채류(1.68%), 숙채류(1.54%), 

볶음류(1.31%), 전류, 조림류(1.23%), 구이류(1.16%)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23)의 연구에서 김치류와 채소･
반찬류, 조림류 등의 염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된 것과 유사

한 결과였다. 전체 평균 소금 함량은 0.74 g이며, 음식군별

로 살펴보면 일품밥･면류(1.96 g), 찌개류(1.38 g), 찜류

(1.13 g), 탕류, 국류(1.05 g), 김치류(0.88 g), 볶음류(0.87 

g), 구이류, 조림류(0.79 g) 등의 9개 음식군이 전체 평균 

소금 함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Lee 등(13)의 연구에서 

면류와 일품식으로부터 섭취하는 소금 함량이 다른 메뉴들

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지역(23)과 서울지

역(25) 사업체 급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찌개 등 국물류

의 소금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였다. 

본 조사대상 학교에서 점심급식으로 제공된 전체 소금 함

량 중 각 음식군별 한 끼 소금 함량의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일품밥･면류가 40.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탕･찌
개류(23.23%), 김치류(20.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26)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국류

의 기여도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였

다. 본 연구 결과 염도가 가장 높은 김치류는 제공량이 적어 

한 끼 소금 함량 기여도는 낮지만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므로 

짠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염도를 낮춘 저염 김치를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국･탕･찌개류의 경우는 음식 자체의 염도

는 낮지만 실제 제공되는 음식량이 많아 소금 함량이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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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작은 국그릇을 사용하여 국물 제공량을 줄이고, 건더

기 위주로 배식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23). 

학교급식에서는 국･찌개류에 대한 염도관리가 중점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8), 조사대상 4개 학교에서 점심급

식을 통해 제공된 국･찌개류의 염도는 전체평균 0.75%로 

식약처 염도 권고기준인 0.8%의 범위 안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부의 학교급식 국 평균염도인 0.6%

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6). 특히 조사기간 동

안 4개 학교에서 제공된 38개의 국･찌개 중 13개(34.2%)가 

식약처 염도 권고기준인 0.8%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학교별 국 염도는 0.44~1.06%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이가 0.62%로 나타나 더욱 세심한 염도관리가 필요한 것으

로 여겨진다. Cho 등(27)은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국 염도

(0.82%)가 초등학생(0.74%)과 성인(0.67%)이 선호하는 국 

염도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이 하루 세끼를 

외식이나 급식에 의존하여 강한 맛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라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중학생들의 기

호도에 맞춘 학교급식을 제공한 결과 자극적인 소스와 함께 

일품요리를 제공하고 높은 염도의 국･찌개류를 제공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음식 중 한 끼 소금 함량 기여도와 

음식 제공량이 많은 일품밥･면류, 주찬류 등의 메뉴에서 나

트륨 함량이 높은 5가지 메뉴를 조사한 결과 일품밥･면류의 

경우 쌀잔치국수(1,056.49 mg), 자장볶음밥(976.48 mg), 

오므라이스(821.33 mg), 굴소스야채볶음밥(791.00 mg), 

비빔밥(744.46 mg)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찬류의 

경우 오징어미더덕찜(1,120.88 mg), 돈육버섯볶음(626.84 

mg), 김치돈육볶음(563.28 mg), 매운어묵조림(498.01 mg), 

떡볶이(497.45 mg) 등의 순으로 양념이 많이 첨가되는 찜

류, 볶음류, 조림류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중학교 급식의 나트륨 섭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소스류, 볶음류의 나트륨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

다(13,15). 따라서 이와 같은 음식은 조리 시 사용하는 소스

와 양념류 사용을 조절하고, 조사된 고염도 메뉴에 대해 먼저 

저염 레시피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

진다. 

본 연구 결과는 경북 칠곡지역 중학교 급식소에서 제공된 

배식량을 수거하여 소금과 나트륨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조

사지역이 경북 칠곡지역으로 한정되고 학생들의 실제 섭취

량이 반영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결과 값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앞으로 제공량과 실제 섭취량을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 급식에서 제공되는 한 끼 총나트륨 

함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식약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

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삼삼급식소’를 학교급식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국의 염도 측정에서 나아가 중학교 급식이 1,000 mg 

이하의 나트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영양(교)사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

각한다.

요   약

본 연구는 경북지역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제공된 점심급식

의 소금 및 나트륨 함량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칠곡지역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끼당 총 소금 및 나트륨 함량과 한 

끼 소금 함량 기여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조사대상 학교의 한 끼당 전체 평균 소금 함량은 4.41 

g이며, 전체 평균 나트륨 함량은 1,736.02 mg이다. 4개 학

교에서 제공한 총 40개의 식단 중 1개 식단을 제외한 39개

(97.5%) 식단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중학교 ‘삼삼급식소’ 

나트륨 함량 기준(1,000 m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점심급식 중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식단은 2,827.56 mg으로 나타났다. 점심급식에서 제

공된 메뉴를 총 16개 군으로 분류하여 음식군별로 제공량, 

염도, 소금 및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염도는 

1.06%이며, 전체 평균 소금 함량은 0.74 g이다. 조사대상 

학교에서 점심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밥류, 일품밥･면류, 

국･탕･찌개류, 주찬, 부찬, 김치류, 후식류 등의 7개 메뉴 

유형별로 구분하여 한 끼 소금 함량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일품밥･면류(40.56%), 국･찌개류(23.23%), 김치류(20.30%), 

주찬류(18.13%), 부찬류(1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학교별 국･탕･찌개류의 염도는 전체 

평균 0.75%이며, 38개 국･탕･찌개 중 12개(32.0%)가 식약

처 국염도 권고기준 0.8%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품밥･면류와 주찬류 중 나트륨 함량이 높은 메뉴를 살펴본 

결과 일품밥･면류는 쌀잔치국수(1,056.49 mg), 자장볶음밥

(976.48 mg), 오므라이스(821.33 mg), 굴소스야채볶음밥

(791.00 mg), 비빔밥(744.46 mg)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주찬류는 오징어미더덕찜(1,120.88 mg), 돈육버섯볶

음(626.84 mg), 김치돈육볶음(563.28 mg), 매운어묵조림(4

98.01 mg), 떡볶이(497.45 mg)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중학교 급식 이용자의 중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 감소를 위해서는 한 끼 총나트륨 함량을 1,00

0 mg 이하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삼급식

소’ 사업에 학교급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급식에 나

트륨 저감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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