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 중에 제대로 먹기

Eating Well During Treatment
잘 먹는 것은 암 치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먹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암과 암 치료 때문에 먹어야 하는 것과 먹고 싶은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맛도 달라
지고, 특정 음식에 대한 몸의 반응도 달라지며, 몸이 영양소를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
다. 기분이 좋을 때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 중에는, 부작용이 있거나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섭취
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과 암 치료의 영향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식단은 우유, 치즈, 요리한 달걀 등 주로 칼로리와 단백질이 높은 음식으로 구성됩
니다. 치료 중에 체중이 감소한다면, 섭취 칼로리를 높이기 위해 음식에 소스를 더 많이 치거나 버
터 또는 오일을 더 추가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덜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주어서 다른 음식을 덜 먹게 될 수 있으며, 설사를 유발하기
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암 환자라도 가장 적절한 식단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담당 팀에서 귀하의 신체가 무
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파악하는 일을 도울 것입니다.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유지하며,●

체중을 유지하고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하고,●

치료 부작용을 견디며,●

감염 위험을 줄이고,●

치료와 회복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암과 싸우는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영양소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물, 비타민, 미네랄 등이 포함됩



니다.

단백질: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질병에서 회복되고 감염과 싸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암 환자는 일반인보다
단백질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살코기, 생선, 닭고기, 칠면조 고기, 유제품, 견과류,
말린 콩류, 완두콩, 렌틸콩 및 대두 식품을 많이 섭취하십시오.

탄수화물과 지방: 사람은 이 두 가지 영양소에서 대부분의 칼로리를 얻습니다. 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칼로리는 연령, 몸 크기 및 활동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탄수화물은 과일, 채소, 빵류, 파스타,
곡물, 시리얼 제품, 말린 콩, 완두콩 및 렌틸콩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버터, 기름, 견과류,
씨앗류, 고기의 지방, 생선, 닭고기, 칠면조 고기 등에서 얻을 수 있으며,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비해 같은 양이라도 더 많은 칼로리를 포함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적절한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대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 중이라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치의나 영양사가 매일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알약을 섭취하라고 권
고하기도 합니다. 암 환자 중에는 비타민과 허브 제품을 알아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어떤 종류를 섭취하고 있는지 건강 담당 팀에게 반드시 알리십시오.

물: 물과 각종 액체는 건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또는 구토나 설
사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상태라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젤라틴, 애플
소스, 샤벳 및 아이스 바도 액체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토 때문에 물을 마시기 어렵다면 이런
액체류를 섭취해 보십시오. 이런 제품들도 칼로리를 공급합니다. 주치의나 간호사와 상담하여 매
일 땀, 설사, 또는 구토로 잃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보
십시오.

제대로 먹기 위한 지침
아래 소개하는 지침은 건강한 사람이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 종류입니다. 따로 필요한 음식이 없
는 경우, 이 지침을 따르면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최소한 2컵 반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십시오.●

정제한 곡물과 설탕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십시오.●

(햄과 소시지, 베이컨 및 핫도그 같은) 가공육과 (소고기, 양고기, 또는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섭취량을 제한하십시오.

●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십시오.●

술을 마실 때는 양을 제한하십시오. 음주가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주치의에게 물어
보십시오.

●

암 환자는 특히 치료 중에는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 음식을 섭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라면 섬유질이 많은 채소, 과일, 곡물류를 줄이고 당분간은 지방이
많고 칼로리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는 편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암 치료 중에 본인에게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하십시오.

미리 계획하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요령

좋아하는 음식은 많이 사두어서 자주 장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십시오. 구역질이 날 때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은 반드시 구비해 두십시오.

●

몸에 좋은 간식은 힘과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여 기분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고단백 간식을 늘 준비해 두십시오. 요거트, 우유에 탄 시리얼, 샌드위치 반 개
, 따끈한 수프 한 그릇, 치즈를 얹은 크래커 등이 좋습니다.

●

음식은 미리 조리하여 한 끼 분량만큼 나누어 냉동하십시오.●

친구와 가족에게 장보기와 요리를 도와달라고 청하십시오. 친구나 가족이 도와주면 한결 수
월하실 겁니다.

●

주치의, 간호사, 또는 영양사와 상의하여 본인이게 맞는 제대로 먹는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또는 본인의 암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밤이든 낮이든, 하루 중 언
제든 저희에게 전화해 주십시오(1-800-227-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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