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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식사지침의 실제

김  옥  겸*

I. 서  론

식욕부진은 말기환자에게 가장 흔한 증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음식섭취가 부족하게 되

어 면역력이 떨어지며 폐렴 등의 합병증에 이환 되기

도 하고, 무엇보다 허약함으로 인한 의욕 상실 등 삶의 

질 체를 하시키기 때문에 그 향이 가족 체에게 

미치게 된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장만해 주었으나 환자가 음식을 거 하는 경우 

이를 사랑에 한 거 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럴 때 

가족은 좌 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환자와 끊임없는 

다툼을 일으키기도 한다. 실제로 환자를 방문하다 보

면 환자와 보호자가 이 문제로 서로 화가 나 있는 경우

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런 갈등을 조 이라도 해결 해 주려면, 음식을 먹

지 못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한 재를 통하여 환

자가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호스피스 종사자는 말기환자의 식욕부진과 식이섭

취에 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환자와 가족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에 환자의 식사지침에 하여 배우고 사례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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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제 근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식욕부진  음식섭취 불량의 원인 

1. 암의 병 생리

암의 생성물과 면역계의 사 이상으로 생긴다. 이

것은 흔히 환자의 입맛을 변화 시켜 단맛을 싫어하게 

만들고 육류에서 속성 맛을 느끼게 하는 등 환자의 

음식섭취를 방해한다.

2. 통증

환자의 통증은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며 특히 

입과 목의 통증, 복통 등은 직 으로 식사를 방해하

는 요인이 된다.

3. 구역과 구토

구역과 구토는 그 원인이 다양하여 병 자체에서 기

인하기도 하고 항암제나 진통제 복용의 부작용일 수도 

있으며, 이를 히 해결해 주지 못하면 효과 인 식

이 섭취가 어렵게 된다.

4. 구강상태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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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등 어떤 약들은 타액분비를 하시켜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며, 하된 면역체계로 인해 걸리게 되

는 구내염은 통증을 유발시키고 자가간호 결핍으로 인

해 구강상태가 악화되어 음식섭취는  더 어렵게 

된다.

5. 변비

말기환자에게 설사보다 흔한 증상으로 진통제 사용, 

부족한 수분섭취와 운동부족으로 변비가 유발되며 이

는 가스팽만, 식욕 하를 가 시켜 식사섭취를 방해하

는 요인이 된다.

6. 기타 

소화불량, 복수로 인한 복부팽만, 불안/우울 등의 

심리  요인도 식욕을 하시킨다.

III. 효과 인 식사지침

1. 식욕부진의 원인  조 이 가능한 문제를 해

결 해 다

1) 통증 조

2) 변비, 구역/구토 조  

3) 구강상태 개선 : 소다+소 물 가 , 구내염 등의 

감염 방  치료

4) 정신/심리  간호

2. 식사지침

1) 식사시간에 억매이지 않고 조 씩 자주 음식을 

먹도록 한다

2) 고단백, 고칼로리식이를 먹도록 한다

3) 혼자 먹게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먹도록 하고 

화는 즐거운 것으로 한다

4) 음식은 덥게하는 것보다 차게하는 것이 풍미를 

게하기 때문에 낫다

5) 환기를 자주하여 맑은 공기를 유지한다

6) 입과 목이 아  때는 빨 를 사용하여 유동식을 

먹도록 한다

7) 구역/구토가 있을 때 억지로 먹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8) 구토증상이 있는 환자는 식후에 움직임을 게 

하여 구토를 방한다

9) 환기를 자주 해주고 냄새와 자극이 은 음식을 

먹도록 한다

10) 속으로 만든 수 나 식기류보다 라스틱, 도

자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1) 간식은 식간에 주거나 음식 먹은 후에 조 씩 

주되 식사 에 먹으면 식욕을 더 떨어드린다. 

간식으로 농축된 과일쥬스 등을 주는 것도 좋다

12) 붉은 살코기보다 닭고기, 순한 생선 등이 먹기 

쉽다

13) 커피, 소다수 등은 피한다

14) 신선한 과일을 차게해서 주는 것이 좋으나 과일

통조림도 당분이 높으므로 괜찮다

15) 가스로 인한 복부팽만이 있을 때는 콩, 양 , 녹

두, 오이 등의 가스생성음식은 피한다

16) 틀니를 하고 있을 경우 구내염이 생길 수 있으

므로 음식 먹을 때만 하도록 한다

17) 제조된 환자용 식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18) 환자가 원하여 해  음식도 막상 못 먹는 경우

가 있음을 가족이 이해하도록 한다

19) 식이에 한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한다

20) 와 같은 모든 것들을 환자와 함께 의논하면서 

결정한다

3. 의료  재

1) 투약 : 입맛 나게 하는 약 복용 ( :Steroid, 

Megestrol acetate)

2) 물리 방법 : Feeding Tube, 식도 stent, PEG 

(Percutaneous Endoscopic Gastostomy), 

Gastrostomy 등

IV. 효과  식사지침의 사례

Case 1

32세/여, 유방암, 난소/  이

방문장소 :집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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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액질 심함(심하게 여 어 몸무게 35kg정도)

민간요법 으로 일체의 육류, 유제품 등 동물성 음

식섭취를 하고 있음

복수 (+++) : 주 1회 응 실에 가서 복수 빼고 옴

통증은 투약으로 조 되고 있음

구강상태 불량

진통제복용, 섭취불량, 부동으로 인한 변비

재방안 

1) 소다+소 물 가 로 구강상태 호 시킴

2) 투약, 장으로 변비 해결

3) 콩단백음식 권유 :두유, 두부

4) 고칼로리 식이로 사탕, 식혜, 아이스크림 권유

5) 복수가 덜 차도록 이뇨음료( 미차, 두충차 등) 

권장

6) 조 씩, 자주 먹도록 함

결과

음식섭취 늘어나고 체 도 증가 됨

복수 빼고 온 날은 음식섭취 더 용이함

사탕 등 단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 함(삶의 질 높임)

Case 2

40세/여, 암, 다발성 골 이/뇌 이

방문장소 :병원--->집

증상  

음식섭취 불량(죽 하루 섭취량 2/3공기 정도) 

골 이로 인한 퇴부골

통증  기동성 장애

뇌 이로 인한 구역, 구토 증세(+)

구강상태 불량

진통제 복용, 부동으로 인한 변비

재방안

1) 통증 조

2) 구강 간호(소다+소 물 가 )

3) 투약으로 변비 해결

4) 뇌 이로 인한 구역/구토를 이려고 항구토제

와 Plednisolon 처방 받음

5) 고단백 식이로 닭고기, 우유, 요구르트 등 섭취 권유.

   원하면 쇠고기, 돼지고기도 조 씩 먹도록 함

6) 고칼로리 식이로 쉐이크, 아이스크림 권유

7) 그 외에 좋아하는 음식을 조 씩, 자주 먹도록 함

결과

음식섭취 증가되며 신체  증상이 반 으로 호  됨

Plednisolon 투여로 입맛도 좋아짐

휠체어 외출 가능해짐 

식구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기회가 주어짐(사진

기, 편지나 일기 쓰기)

자장면을 거의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음식

섭취 증가

몇 주 정도 매우 높은 삶의 질을 유지 할 수 있었음

V. 결  론

조 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가족과 먹기 싫어하

는 환자의 모습은 우리 호스피스 종사자들에게는 낯설

지 않은 풍경으로, 환자와 가족을 모두 괴롭게하는 증

상  하나이다.

말기환자의 식사에 도움을 주려면 식이에 한 지식

도 많아야 하지만, 신체  증상 뿐 아니라 정신 , 

인 문제까지 깊이 있게 돌보아야 하는 것이 호스피

스의 원리이다.

식사를 못하는 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통증조

이나 구강상태부터 배변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상을 해

결해  후에 식이에 한 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 사례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양결핍이 직 인 질병의 악화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극 인 양 재

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환

자의 식사지침을 잘 습득하고 실행하여 환자 뿐 아니

라 가족의 만족감도 높여  수 있는 호스피스 종사자

들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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