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영양

나트륨 줄이기
1.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는 이유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패턴
Na(mg)/1,000(kcal)
남-Na(mg)/ 1,000(kcal) 여
-Na(mg)/ 1,000(kcal)

미국

Strategies to Reduce Sodium Intake
in the United States(2010)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2013)

나트륨 밀도란, 열랑 1,000kcal 당 나트륨 함량을 말한다. 미국은 연령별 나트륨 밀도가 비
슷하나 한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나트륨 밀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식
을 짜게 먹는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학교
급식은 싱겁게 먹는 식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강 길잡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과다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질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증
골다공증
위암
만성 신부전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세포에서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
혈액량 증가 → 혈압 상승
고혈압으로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서 심장,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
체내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 칼슘이 함께 빠져나가기도 함
염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을 일으키고 만성적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
고혈압으로 신장의 모세혈관이 망가지면서 신장의 기능 쇠퇴

2. 학교급식의 나트륨 줄이기
조리 시 조미료류 (소금, 간장, 고추장, 된장) 계량 실천
저염(0.6% 내외)의 국 조리 및 염도계 측정
나트륨 함량이 높은 어육가공식품 사용 줄이기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조리법 사용
▪ 소금보다는 다시마, 멸치, 건새우 등으로 만든 육수를 사용하어 감칠맛 부여하기
▪ 식품자체가 지니는 향과 맛을 이용하여 쑥갓, 깻잎, 미나리, 고추 등 향을 내는 채소
를 사용
▪ 고기 밑간에 소금 대신 깨소금, 과일, 양파 즙을 활용하고 다양한 채소를 함께 조리
▪ 생선을 구울 때 소금 대신 카레가루와 같은 향신료, 나트륨을 줄인 양념을 첨가하여
굽기
▪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들기름, 들깨가루, 깨소금, 견과류 등을 활용하여 고소한 맛
첨가
▪ 가공식품은 끓는 물에 데친 후 조리하는 것 권장

4. 생활 속의 나트륨 줄이기
가공식품은 자연식품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가공식품, 통조림, 반조리식품 보다는
자연식품으로 요리해 먹기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식품

☞

가공식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체크한 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영양성분 표시를 읽고 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표시 제목,
표시기준분량, % 영양소 기준치, 표시영양소의 종류,
영양소 함량 등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나트륨의 경우 목표섭취량을 영양소기준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100%를 채워서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 적게 먹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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