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나트륨 함량 경고: 중요한 이유
본 규칙(안)은 레스토랑 체인점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에 대한 경고 표시를 메뉴 및
메뉴판에 게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고:

음식의 나트륨(소금) 함량이 하루 총 권장 한도 (2,300mg) 를 초과함을 나타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장 질환 및 뇌졸중 위험이 증가합니다.

본 규칙(안) 제안 이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험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1,2



여러 주요 과학 단체의 권고에 의하면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3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1,2



주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메뉴의 나트륨 함량은 1997과서 2010년 사이에 20% 이상 증가했습니다.3



미국인이 섭취하는 음식의 나트륨 함량 중 대부분은(77%) 식당 음식과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4



본 규칙(안)이 적용되는 NYC 체인 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약 10%가 2,300mg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경고 표시가 필요합니다.5

라벨 표시가 중요한 이유


실제로나트륨 함량 경고와 같은 건강 경고문은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식품의 구입/사용을 줄일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6



뉴욕 시민 중 100만 명 이상이 매일 열량 표시를 확인합니다.7 뉴욕 시민의 80% 가까이가 이러한 표시
가 도움된다고 밝혔습니다.8

식당 및 가공식품은 식품 나트륨의 최대
섭취원입니다(77%).4
성인 뉴욕 시민은 매일 평균 약 3,200mg 의
나트륨을 섭취하며, 이는 일일 권장 한도
(2,300mg) 보다 40%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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