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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줄이는 방법! 실천음식점을 이용하세요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263개소 추가해 총 1,084개소 운영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운영하는 음식점에 지정하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이하 실천음식점) 263개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 나트륨을 줄여 1인 분량 나트륨 함량이 1,300㎎ 미만인 메뉴 운영 등

ㅇ 우리 국민의 24.9%가 하루 한끼 이상을 사 먹는 등 외식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협력해 실천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8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ㅇ 실천음식점 사업은 소비자가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선택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이
신규 신청하면 식약처 또는 지자체가 저염식 메뉴 개발 등을
지원해 1개월 이상 운영한 후 최종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신규로 지정된 실천음식점은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피자, 국민 기호식품인 치킨(숯불구이․후라이드)와
기호에 따라 소금을 가미해 먹는 순댓국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ㅇ 피자와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
사용과 소스․밑간 조정 등을 해서 염도를 낮췄으며, 치킨 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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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즈 업체는 닭을 소금으로 밑간하는 염지 방법을 개선하고
염도가 낮은 소스를 개발해 나트륨 함량을 조절했습니다.
실천음식점의 나트륨 저감 메뉴 사례
✓ 사례 1 (피자 분야) 고구마 피자 1인분(200g) : 883mg → 672mg
✓ 사례 2 (치킨 분야) 숯불 바베큐 치킨 1인분(340g) : 1,787mg → 1,080mg
✓ 사례 3 (국‧탕‧찌개 분야) 순대국 1인분(600g) : 1,128mg → 960mg

ㅇ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블로그 등에 실천음식점
지정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우리동네 식품안전정보

□ 식약처는 이번 실천음식점 지정․확대로 소비자가 외식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을 줄이고, 건강한 외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외식업계가 자발적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는
위생등급 음식점 컨설팅 및 지정평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강한
외식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며,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아래표 참고) 또는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접수방법)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전화(043-719-2278, 2280), 이메일(kwonwj@korea.kr)
✓ (기타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78, 2280)

<붙임> 1.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개요
2.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 프랜차이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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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개요

□ 실천음식점 신규지정 처리 절차

공고
및
접수
식약처
지자체

⇒

대상업체
신청

⇒

기술자문
및
사전운영
(1개월 이상)

식약처
지자체

식약처

⇒
⇐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적합

⇒

지자체

지정

식약처
지자체

□ 실천음식점 지원내용

✓ 참여 업체 저염메뉴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지정현판, 염도계 등 물품지원
- 컨설팅 : 염도 측정방법, 조리방법 및 레시피 변경, 나트륨 함량 분석 등
- 사전 운영을 위한 염도계 제공, 지정 확정 후 현판ㆍ메뉴 보드 부착
✓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실천음식점’ 명단 공개
* 참여 음식점 명단 게재(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등

< 실천음식점 입구 게시용 지정현판 >

- 3 -

붙임 2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 프랜차이즈업체

업체명

브랜드 CI

고피자
꾸브라꼬 숯불
두 마리 치킨
무봉리 토종 순대국
노랑통닭
이화수 전통 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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