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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이란?

소금과 나트륨

소금은 나트륨(Na, 40%)과 염소(Cl, 60%)로 이루어진 염화나트륨입니다.
소금의 나트륨 비율을 토대로, 식품 내 나트륨 함량을 알면 소금함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그릇에 나트륨이 2g(2,000mg)들어 있다면 이것을 소금양으로 

환산하면 2×2.5=5g입니다.

나트륨이 g이 아닌 mg으로 되어있다면 g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000mg = 1g)

염소(Cl), 60%

나트륨(Na), 40%

소금
NaCl

나트륨이 하는 일

+ 삼투압, 신체 평형 유지

세포 내외의 물질 농도 차에 따른 물의 이동을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세포밖에는 나트륨이, 세포내에는 칼륨이 주로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즉, 나트륨은 삼투압 조절을 통해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하고 
신체평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 신경자극의 전달 및 근육 운동

나트륨은 근육에 신경자극을 전달함으로써 정상적인 근육운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 영양소 흡수와 수송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나트륨 펌프가 필요합니다.
나트륨 펌프는 세포 안밖의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에 의해 그 작용이 유지되므로 
몸속에 나트륨양이 부족하게 되면 나트륨 펌프의 작용이 활발하지 않아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 영양소의 흡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나트륨은 필수성분이지만, 매우 적은 양으로도 

체내작용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니 나트륨 부족을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 섭취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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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섭취현황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현황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은 WHO 섭취 권고량(2,000 mg)의 2배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인 나트륨 섭취량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

우리나라의 경우

국, 찌개, 면류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음

외국의 경우

가공식품, 곡류, 빵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음

김치류 23%간식류 등 14.4%

밥, 일품식류 6%

국, 찌개, 면류 
30.7% 부식류 25.9%

23%
14.4%

6%

30.7%

25.9%

단위: mg

4,878

3,890

2010년 2014년

4,280

3,440

일본

[WHO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

2,000mg

3,436

영국 미국

우리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 현황 외국의 나트륨 섭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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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나트륨 섭취로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건강
과다한 나트륨 섭취!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트륨 줄인 건강 요리법
많은 국민들이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건강에 나쁘고 나트륨을 적게 섭취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학생 저염레시피 발굴단이 삼삼해서 더 맛있는 건강요리법을 개발하여 소금·조미료의 
양을 줄이고 음식재료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초래하는 질병

하나 더! 꼭 알아두기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나트륨 관련 질환 예방 및 의료비 절감, 수명 연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3,000mg 으로 낮출 경우 사회적 편익은 의료비용 절감 등으로 3조원, 

    사망 감소에 따른 편익 10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정 (식약처, 2012)

+ 65세 이상 하루 소금 섭취 1~3g을 줄이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7%~4.4% 감소 (미국, 2010)

+ 1일 소금 섭취 4.6g을 줄이면 고혈압을 30%예방하고 고혈압 약보다 2배의 효과 (캐나다, 2007)

+ 나트륨 섭취량 15%감소가 흡연인구 20% 감소보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비용적으로 효과적 (Lancet, 2007)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으로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서 심장,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

심장병
뇌졸중

만성
신부전

고혈압

골다공증

위암

만성 신부전
고혈압으로 신장의

모세혈관이
망가지면서 신장기능 쇠퇴

고혈압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세포에서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나옴
> 혈액량 증가 > 혈압상승

골다공증
체내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갈때
칼슘이 함께 빠져 나가기도 함

위암
염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을
일으켜 만성위염이 위암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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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김치찌개
차별화된 김치찌개를 드시고 싶으면  

                      맑은김치찌개로!!

저염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발굴단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 김도완, 박주현, 배채희, 김태억, 박진경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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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2인분)
백김치 100g, 돼지고기목살 100g, 두부 50g, 바지락 25g, 청양고추 10g, 홍고추 10g, 파 2g, 

육수(물 3컵, 다시마 5g, 멸치 10g),  양념 : 다진마늘 15g, 후추 2.5g, 참기름 5g

+ 요리 Tip
1. 묵은 김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씻어서 물에 담구었다가 사용하면 된다.

2. 백김치를 사용하면 더욱 더 개운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3. 육수와 바지락으로 국물을 내어 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소금을 첨가하지 않아도 된다.

+ 만드는 법

찬물 3컵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15분정도 끓인 다음 거른다. 

바지락은 해감을 하고, 두부는 1cm

두께로 썰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썰기한다.  

도톰하게 썬 목살은 다진 마늘, 

백후추, 참기름으로 밑간을 한 다음 

볶는다.

1 2 3

대파, 두부,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끓인다. 

목살이 어느 정도 익으면 김치를 

넣어서 같이 볶는다. 

육수를 2컵과 바지락을 넣어서 

국물이 우러나오도록 중불에서 

끓인다.

456

+ 영양성분 (1인분, 중량 167g)

        열량(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나트륨(mg)        

          177.7                      7.3                        17.2                       9.2                      436.3        

             8.9                        2.2                        34.4                     16.7                       21.8        

영양소

DV(%)

*DV : Daily value(%), 일일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 : 2,000mg       



저염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발굴단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 이강휘, 정현지, 윤지영, 정유빈, 조규완, 황건우 학생 +

토마토 닭갈비볶음
강력추천! 먹는 순간 모든 식구들이  

            행복해지는 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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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2인분)
닭고기 200g, 양파 100g, 당근 30g, 양배추 100g, 단호박 80g, 방울토마토 70g, 깻잎 10g, 카레가루 2g

양념 : 고추장 10g, 고춧가루 5g, 다진 마늘 5g, 꿀 5g, 토마토소스 20g, 굴소스 5g, 후추 2.5g  

+ 요리 Tip
1. 고추장 대신 닭고기의 밑간을 카레가루를 사용하고 고추장의 양을 줄이는 대신에 토마토소스와 

     고춧가루를 사용함으로써 염농도를 낮출 수 있다.

2. 토마토와 깻잎, 양배추는 칼륨의 함량이 높아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야채이다. 

+ 만드는 법

닭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후추, 청주, 카레가루로 밑간한다.

양파, 양배추, 호박은 1cm크기로 

자르고 당근은 반달모양, 깻잎은 

1cm 두께로 자른다. 

방울토마토는 잘게 썰어서 준비한다. 

소스 재료의 분량대로 섞어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고, 밑간한 닭고기에 

소스 1/2로 양념을 한다.

1 2 3

야채들이 익으면 깻잎과 참기름을 

넣고 한소끔 볶은 다음 완성한다.

팬을 달구어 기름을 두르고 미리 

양념에 절인 닭고기와 호박을 넣어 

볶는다.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남은 

소스와 야채들을 넣고 중불에서 

볶는다.

456

+ 영양성분 (1인분, 중량 322g)

        열량(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나트륨(mg)        

            223                       26.2                     27.6                        2.2                       408.8        

           11.2                        8.1                       55.2                         4                          20.4        

영양소

DV(%)

*DV : Daily value(%), 일일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 : 2,000mg       



단호박 훈제오리찜
멋진 모양, 훌륭한 맛!  

           건강까지 잡은 일품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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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발굴단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 박성재, 김근형, 이승재, 김진녕, 한수연, 류재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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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단호박 1개기준, 4인분)

단호박 850g, 훈제오리고기250g, 양파 110g, 파프리카(빨강, 초록) 각각 30g씩, 마늘 20g, 

굴소스 5g, 베이킹소다(호박 세척용) 3g

+ 만드는 법

훈제오리는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낸다. 

단호박은 뚜껑을 칼로 도려내고 

속안을 숟가락으로 긁어낸다.

양파와 파프리카는 깍둑썰기한다.

팬에 양파, 파프리카, 마늘, 데친 

오리고기를 넣고 볶은 다음 굴소스를 

넣는다. 

다 쪄진 단호박 훈제오리찜을 칼로 

자르고 접시에 담아내어 완성한다.  

단호박 안에 볶은 고기와 야채를 

가득 채워주고, 단호박 뚜껑을 덮는다. 

찜기에 넣어 20-30분간 쪄준다.

(전자레인지에서도 이용 가능함)

+ 요리 Tip
    훈제오리는 간이 되어 있으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냄으로써 소금의 함량을 줄일수 있다. 

1 2 3

456

+ 영양성분 (1인분, 중량 324g)

        열량(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나트륨(mg)        

          374.3                     42.9                      15.7                      18.3                        97        

            18.7                     13.2                       31.4                      33.3                       4.9        

영양소

DV(%)

*DV : Daily value(%), 일일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 : 2,000mg       



포테이토 콘파스타
나트륨 줄인 신선하고 고소한!  

          파스타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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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발굴단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 신재훈, 남주원, 김현지, 권지원, 김영찬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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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Tip
1. 염도가 높은 소금 대신 치킨스톡 육수를 이용하면 식염 섭취를 줄일 수 있다.

2. 감자와 양파를 사용할 경우 소금이 없어도 소스에 고소함과 풍미를 낼 수 있다.

+ 재료 (2인분)
파스타면 160g, 옥수수통조림 60g, 감자100g, 양파80g, 버터 5g, 밀가루20g, 마늘 10g, 치킨스톡 200ml, 

우유100ml, 생크림25ml, 베이비채소 5g,  양념 : 후추 2.5g, 파슬리 2.5g

+ 만드는 법

감자와 양파는 작은 네모썰기하고, 

옥수수는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마늘은 다져준다.

버터에 마늘, 감자, 양파를 충분히 

볶아준 후 밀가루를 넣어 한번 더 

볶는다.

치킨스톡육수 100ml, 우유 100ml, 

생크림 50ml를 넣은 후 끓여준다.

1 2 3

준비한 소스에 면을 넣고 살짝 볶아

주면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접시에 담아 파슬리 가루를 뿌리고 

완성한다.

위의 재료들을 믹서에 곱게 갈아준다.파스타면은 소금, 올리브오일 조금 

넣은 물에 8분 정도 삶는다. 

456

+ 영양성분 (1인분, 중량 385g)

        열량(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나트륨(mg)        

          524.3                     89.2                      16.4                      10.2                     163.7        

            26.2                      27.4                      32.8                      18.5                        8.2        

영양소

DV(%)

*DV : Daily value(%), 일일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 : 2,000mg       



고기 본연의 맛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안심스테이크 필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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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발굴단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 김상현, 곽유진, 고하영, 박건우, 전병준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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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2인분)
안심 150g, 밥 300g, 양파 50g, 피망(홍,적) 각 50g, 베이비 채소 50g, 

청양고추 15g, 마늘 10g, XO소스 5g, 굴소스 2g 

+ 요리 Tip
1. 안심의 간을 소금 대신에 후추, 허브가루,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면 고기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2. 밥을 넣어 볶을 때 소금 대신에 굴소스와 XO소스를 사용하여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다.

+ 만드는 법

안심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후추, 

허브가루, 올리브오일로 재워둔다.

양파, 청,홍피망은 1cm 크기로 자르

고, 마늘과 청양고추는 슬라이스

한다.   안심은 적당한 크기로 썬다.

베이비 채소는 물에 잠시 담구었다가 

건져서 물기를 뺀다.

1 2 3

접시에 음식을 올리고 베이비채소로 

장식하고 완성한다. 

팬을 달구어 마늘과 청양고추를 넣어 

볶다가, 안심을 넣는다. 

야채를 넣고 볶다가 어느 정도 익으

면 밥과 굴소스와 XO소스를 넣고 

볶는다.

456

+ 영양성분 (1인분, 중량 341g)

        열량(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나트륨(mg)        

          353.7                     57.8                        22                         5.2                      433.9        

            17.7                     17.8                        44                          9.5                       21.7        

영양소

DV(%)

*DV : Daily value(%), 일일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 : 2,000mg       



바나나팬케이크 & 샐러드
건강한 팬케이크로  

          아침식사 꼭 챙기세요!!

- 16 -

저염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발굴단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 유승현, 이건호, 허동희, 최경민, 한이삭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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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가슴살은 삶아내어 결대로 찢고, 

샐러드 야채들은 물에 담구었다가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샐러드에 들어갈 바나나, 방울토마

토, 키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한다. 

바나나 1개를 으깨고, 달걀2개와 

팬케이크가루를 넣고 잘 섞어준다.  

생크림을 만든다.

 

1 2 3

+ 재료(2인분)
바나나2개, 박력분 200g, 핫케익가루 20g, 닭가슴살 100g, 양상추 100g, 비타민 10g, 키위 1개, 달걀 2개, 

방울토마토 5개, 생크림 100ml , 우유 100ml   

발사믹드레싱 : 발사믹 식초 15g, 올리브유 15g, 올리고당 15g, 레몬즙 7g, 다진마늘 3g, 다진양파 6g

+ 요리 Tip
1. 시판용 팬케이크 가루의 양을 줄이고 바나나를 첨가하여 반죽함으로써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줄 수 있다.

2. 시판용 발사믹드레싱은 나트륨의 함량이 많으므로 나트륨 함량이 낮은 발사믹 드레싱을 구매하거나, 

     발사믹식초로 직접 드레싱을 만들어 사용하면 나트륨의 함량을 줄일수 있다.

+ 만드는 법

팬케이크를 자르고, 야채와 과일들을 

혼합하여 드레싱을 뿌려서 완성한다.

팬을 달구어 팬케이크를 얇게 여러장

을 구워내고 식힌 다음, 미리 만든 

생크림을 바른다. 

발사믹드레싱 재료를 냄비에 넣고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식혀둔다.

456

+ 영양성분 (1인분, 중량 596g)

        열량(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나트륨(mg)        

            984                       130                       33.6                     18.2                      295.2        

            49.2                       40                         67.2                     33.1                      14.8        

영양소

DV(%)

*DV : Daily value(%), 일일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 : 2,000mg       



음에는 어떤 저염요리를 만들지 많이 고민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설명과 팀원

들과의 몇 번의 토의 끝에 메뉴를 결정하게 되

었습니다. 항상 정해진 대로만 수업하다가 스스

로 메뉴를 정하고 준비하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만든 요리가 나왔을 때는 행복하고 보람

되었습니다. 

또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

게 되어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저염레시피를 이용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

우리는 “대학생 저염레시피 발굴단” 입니다 

+ 바른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북구네트워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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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저염레시피 발굴단 참여 학생들

고하영, 곽유진, 권지원, 김근형, 김도완, 김상현, 김영찬, 김진녕, 김태억, 김현지, 남주원, 

류재범, 박건우, 박성재, 박주현, 박진경, 배채희, 신재훈, 유승현, 윤지영, 이강휘, 이건호, 

이승재, 전병준, 정유빈, 정현지, 조규완, 최경민, 한수연, 한이삭, 허동희, 황건우

+ 도움을 주신 분들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김정미 교수님, 이미희 교수님, 이종숙 교수님



우리는 “대학생 저염레시피 발굴단” 입니다 

"식생활교육북구네트워크"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국민운동체로서, 

  북구 주민들에게 다양한 바른 식생활 교육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바른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북구네트워크가 함께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스쿨) 
  
  “싱가포르 조리전문가 취업과정“ 운영기관 선정

▶︎교육부 재정지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특성화 참여 학과

▶︎교육부 주관 실험 / 실습 교육 개선 최우수 선정 학과

▶︎교육부 재정지원 학교기업 선정 학과

▶︎정규교육과정 중 아동요리지도자 / 커피바리스타 / 떡 한과 / 
    
    외식경영관리사 / 홈베이킹 / 식생활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

▶︎1인 실습 및 수업 행동분석 솔루션 장비 구축 완비

▶︎학교기업 레꼴, 베이커리 카페 운영으로 현장 적합형 인재 양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북구 강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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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적체험활동 또는 방과후교실 식생활교육

2. 농업농촌체험과 연계한 바른식생활교육

3. 텃밭식생활교육

4. 고령자 건강밥상 교실

5. 바른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

6. 생애주기별 바른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북구네트워크
Tel: 053)311-1662   E-mail: dgbkfoodnet @ naver.com

http://greentable.or.kr/daegu/mainpage.do

카카오플러스친구에서 "식생활교육북구네트워크"를 검색하세요!



나트륨은 더 줄이고 

             건강은 함께 나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