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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대로 된 영양이 신체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규칙적인 식사는 치매 환자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메뉴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식사하는 것을 잊거나 이미 식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음 질문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체적 어려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입 안의 쓰라림, 잘 맞지 않는 틀니, 잇몸 질환 또는 

구강 건조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환 

환자가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까? 장 또는 심장 문제나 당뇨로 식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변비 또는 우울증으로도 식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흥분/주의 산만 

환자가 동요하거나 주의가 산만합니까? 환자가 흥분동요하는 경우, 식사를 모두 마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앉아 있기 힘듭니다. 식사하는 장소에서는 주의 산만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방식 

최근에 식사 방식을 바꾸셨습니까? 환자에게 좋아하는 식사 방식이 있습니까? 세 끼 

전부를 식탁에 앉아 먹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끼로 나누어서 조금씩 

먹고간식을 먹는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환경 

실내에 환자의 식사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냄새 또는 신경에 거스르는 소음이 

있습니까? 

 

음식의질 

음식이 외양, 냄새, 맛에서 사람을 끌만 합니까? 식사 문제의 원인을 평가했으면,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 선호하는 음식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한다 

치매 환자에게는 개인적으로 계속 선호하는 음식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식사 

준비를 할 때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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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간은 조용하고 편안하도록 한다 

 텔레비전을 멀리하고 주의가 산만하지 않은 조용한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하십시오. 

 식사를 간단하게 차리고 환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무늬가 있는 접시, 

식탁보와 식탁 깔개의 사용을 피하십시오. 환자가 식탁과 접시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비가 되는 색의 식탁 깔개를 깔아 흰 접시 또는 볼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식탁을 쉽게 치우기 위해 플라스틱 식탁보, 냅킨 또는 

에이프런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식사에 필요한 기구만 사용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 또는 두 가지 음식만 제공하십시오. 예를 들어, 감자 샐러드를 

제공한 다음 조리한 육류를 제공하십시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지시하십시오. 예를 들어, “포크를 드세요. 여기에 

음식을 올려 놓으세요. 입에 떠넣으세요.”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환자가 음식 또는 음료가 먹거나 마시기에 너무 

뜨거운지 여부를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환자의 식사 습관을 비판하거나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매번 동일한 언어로 일관성 있게 지시를 

반복하십시오. 

 기분 전환을 사용하십시오. 환자가 식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금 쉬면서 다른 

활동에 관여시킨 다음 나중에 식사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환자에게 식사할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환자가 식사를 마치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환자에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다른 식구와 함께 식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억력 보조수단을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식사 시간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숫자가 큰 시계, 커다란 글자와 숫자로 읽기 쉽게 표시한 약속 달력 또는 하루 

일정을 기록한 칠판이나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장려한다 

 손가락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 또는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을 

제공하십시오. 

 접시 대신 대형 볼에 음식을 제공하거나 테두리 또는 보호 가장자리가 있는 

접시를 사용하십시오. 

 포크 대신 손잡이가 큰 숟가락을 사용하십시오. 

 천이나 타월과 같은 미끄럼 방지 표면 위에 볼과 접시를 올려놓으십시오. 

 엎질러지지 않기 위해 뚜껑이 있는 컵과 머그를 사용하고 컵을 반만 

채우십시오. 휘어지는 빨대를 사용하십시오. 

 환자의 손을 식사 기구 위에 또는 가까이에 가볍게 두십시오. 

 식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환자에게 식사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또는 

환자의 손에 기구를 쥐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두 손으로 번갈아 가며 환자의 

입에 조금씩 떠 먹여 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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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및 영양 문제를 최소화한다 

 씹거나 삼키기가 어려운 견과류, 팝콘, 당근과 같은 음식을 피하십시오. 음식을 

갈아서 만들거나 한 입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십시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유동식 및 냉동 식품을 비닐 봉지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애플소스, 코티지 치즈, 스크램블 에그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십시오. 

셰이크, 넥타, 진한 주스와 같은 비교적 농도가 짙은 음료를 제공하거나 음식과 

함께 음료를 제공하십시오. 

 환자가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채 똑바로 앉도록 하십시오. 환자의 머리가 

뒤쪽으로 기울면 앞쪽으로 교정해주십시오. 

 비타민 보조 제품은 의사가 권장할 때만 복용하십시오. 비타민 복용을 잘 

지켜보십시오. 

 환자의 식욕이 떨어지면,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환자의 

신체적 활동을 증가하십시오. 또는 세 끼니를 많이 먹게 하지 말고 작은 분량을 

여러 끼니로 나누어서 먹게 하십시오. 

 식사가 끝나면, 환자의 입을 보고 음식을 삼켰는지 확인하십시오. 

 목이 막힌 징후가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질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임리히 (Heimlich) 요법을 배우십시오. 

 환자가 식사 시간이나 식사 여부를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환자가 계속해서 아침 식사를 요구할 경우, 주스, 토스트, 시리얼 등을 따로  

아침 식사를 여러번으로 나누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구강 위생을 양호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치솔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 구강용 약솜을 사용하십시오.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십시오. 

 
알츠하이머협회는 알츠하이머병의 진료, 지원 및 연구에서 세계적인 자발적 보건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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