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표 이해하기
우리가 하루 중에 섭취하는 소금의 3/4은 가공식품에 숨어 있다.
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성분표(Food Label)'를 확인하는 것이 얼
마큼의 소금을 섭취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다.
당신이 구입하는 식품의 영양성분표를 참조하면 해당 식품에 소금
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고, 소금 함량이 적은 식품을 고를
수 있다. 당신이 하루 중에 섭취하는 식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을 더함으로써 하루 소금 섭취량을 구할 수 있다.
[ 소금이 적게 함유된 음식 ]
소금 0.3g/100g(나트륨 0.1g/100g) 이하
[ 소금이 많이 함유된 음식 ]
소금 1.5g/100g(나트륨 0.1g/100g) 이상
소금 2.4g/인분 (나트륨 0.96g/인분) 이상

소금의 양이 1인분당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1인분의 양을 얼마인
지를 확인해서 실제로 당신 또는 아이들이 섭취하는 양과 유사한
지를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양성분표에는 1인분이 해당 식
품의 1/4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당신은 해당 식품을 한 끼
에 전부 섭취한다면 전체 섭취한 소금의 양은 4배가 되어야 한다.
소금의 양이 100g 단위로 되어 있다면, 해당 식품의 총량을 확인
하고, 한 번에 얼마큼의 식품을 먹는지에 따라 소금의 양을 계산
해야 한다. 만약 200g의 식품을 먹었다면 영양성분표에 적혀있는
소금의 양에 2배를 곱해야 한다.
[ 각 영양성분표의 사용 예 ]

영양정보는 통상적으로 제품의 포장 뒷면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
의 어떤 회사들에서는 고객들이 영양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신호등 색인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루 요구량 등을 적어 넣기
도 한다.
신호등 색인(Traffic light labeling)은 제품의 영양소 함량이 높은
지(빨강), 중간 수준(노랑)인지, 낮은지(파랑) 한눈에 알아볼 수 있
도록 색깔로 구별해 놓았다. 또한, 1인분에 얼마큼의 영양소가 들
어있는지 그램(g) 단위로 표시를 해놓았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제
품들은 부담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노란색은 양호한 편이며, 빨
간색은 섭취에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하루 요구량 안내(Guideline Daily Amounts, GDAs)는 소금 등
의 특정한 영양소의 하루 섭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안내하는 방
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각 식품에 포함된 각각의 영양소가 하루
섭취 권장량의 몇 퍼센트가 함유되어 있는지를 적어 놓아서 소비
자가 식별이 편하게 되어 있다. 단, 이러한 권장량에서 소금의 권
장량은 하루최대 권장량이라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
린이들을 위해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영양성분표에 적혀있는 하루
권장량이 어른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 권장량은 훨씬
적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A

B

식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계산하기
C
나트륨은 소금과 다르다. 나트륨은 소금의 구성 성분일 뿐이다.
영양성분표에 나트륨에 대한 정보만 있다면 나트륨에 2.5를 곱해
야 소금의 양이 된다.

참고사항
■ 최대 소금 섭취 권장량
0~6개월
6~12개월
1~3살
4~6살
7~10살
11살 이상

하루 1g(그램) 이하
하루 1g
하루 2g
하루 3g
하루 5g
하루 6g

■ 당신의 음식에 얼마큼의 소금이 들어있을까?

■ 소금의 함량은?
아래의 신호등표시를 보고, 당신의 음식에 함유된 소금의 양이 상, 중, 하
인지 확인해보세요.
( 각 소금의 수치는 신호등의 색상을 나타냅니다.)

100g당
0.3g보다
조금

100g당
0.3g~1.5g
사이

100g당
1.5g보다
많이

1 인분당
2.4g보다
많이

<1단계>
만약 소금이 아닌 나트륨의 양이 적혀 있다면 나트륨의 양에 2.5를 곱한
다. (예를 들어, 나트륨 1g/100g = 소금 2.5g/100g)
<2단계>
해당 식품 1g에 얼마큼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00
g당 소금함량을 100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소금 2.5g/100g -> 0.02
5g/g)
<3단계>
해당 식품의 무게를 확인한다.
<4단계>
2단계와 3단계에서 구해진 두 숫자를 곱하면 해당 식품에 함유된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