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는 눈으로만 맛을 내야 합니다.

치료후기
저는 금년 64세인 OOO 이란 사람입니다.
10년 전 저는 신장에 이상이 생겨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을 신뢰하며 주치의 선생님의 지시 하시는 대로 따랐고
한발 더 나아가 더 강하게 소금,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식단내용
국 : 주로 콩나물, 무국을 많이 먹었습니다.
무국 : 생 명태, 무, 마른 고추가루 *모든 국에 마른 고추가루를 넣고 먹었습니다.
김국 : 마른 김을 부셔 넣고 계란을 풀어 넣고 끓임
나물무침 : 그 때 그 때 계절 채소 (시금치 등등) 양념은 참기름, 들기름을 사용, 양배추를 삶아서 식초나 고추냉이에 찍어
먹으면 개운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땐 꼭 물에 담그어 간끼를 제거하고 여름엔 식초를 넣고 촛국을 해먹어도 좋습니다.
단백질 : 주로 생 명태를 약간 말려서 찜을 함. 제철에 나오는 생선을 무염으로 말려서 튀김이나 찜을 해서 먹었습니다.
두부를 부쳐 먹었습니다. (꼭 무염)
김치는 눈으로만 맛을 내야 합니다.
무, 오이, 양파, 그 때 그 때 계절 채소에 식초와 당근 고춧가루로 양념하여 개운하게 하여 섭취합니다.
나물을 무칠 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첨가하고, 개운하게 먹고 싶을 땐 마트에 가면 고추냉이 (100%)짜리가 있습니다.
물로만 개어서 삶은 오징어나 삶은 고기 등을 찍어 먹었습니다.
육식은 한 달에 2번 정도 했습니다. 특별히 주의 할 점은 외식은 금지 해주십시오.
이유는 내가 아프면 내 가족이 아프고 천장 밑이 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줄이고, 생명은 살리고
건강을 해치는 소금

싱겁게 먹기는 쉽고,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년 약 7백만 명의 사망인구 가운데 혈압상승은

건강에 미치는 높은 영향과 가능성, 그리고 실행에 필요한 낮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뇌졸중 원인의 70%와 모든 심장

비용을 고려했을 때,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관련 질환의 원인의 반이 혈압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소금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비전염성 만성질환 예방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효과 적인 방법입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요리 중에 가미,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소금(나트륨 및 염소)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
입니다. 소금 필요량은 성인 기준, 1일 1g 미만입니다. 하지만 실제
로는 필요 이상의 소금(하루 8-18g)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혈압과 관련된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사 중에 추가, 또는 소스에 포함한 단순한 형태로 대부분의 소금을
섭취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중보건 캠페인을 통해 소금 섭취량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섭취되는 소금의 80%가 구매하는 음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소금을 섭취 하는지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습니다.
따라서 식품산업에서는 서서히 음식에 가미되는 소금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소금 5 g의 의미는?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기준, 하루 5 g 미만의 소금(티스푼 1스푼)을
섭취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루 5 g이라는 기준은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소금의 양에 근거하여 정해졌으며, 식품산업 및 소비자
가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 수치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정책을 선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난 5
년 간 소금 섭취량을 20~30% 감소시켜 연간 6,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으며, 15억 파운드의 의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영국

전세계적으로 1일 소금 섭취량을 6 g 감량 시, 매년 약 2백 5십만

국립보건임상 연구소 발표)

명의 뇌졸중 및 관상동맥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기 전략은 모든 인구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나이, 경제적

저중소득국(LMIC, Low and Middle Income Country)에서 10년간

능력 또는 인종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소금 섭취량을 15% 줄였을 경우, 8백 5십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줄일

현재 영국의 선두적인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전세계 적으로 하루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만약 이보다 더 오랜 시간 소금

목표 소금 섭취량을 5 g으로 제한하는 것은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섭취량을 줄이면, 나이가 듦에 따라 혈압이 상승되는 것을 막을 수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 보다 놀라운 효과가 나타낼 것이라 예상됩니다. 혈압은 소아기
때 처음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목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목표수치에 따라, 2025
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모든 성인이 하루 5 g 미만으로 소금을 줄이
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전염성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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