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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파킨슨 질환 환자에서 영양의 중요성 

 

왜 Parkinson병(PD)에서 영양은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가? 영양공급은 Parkinson병(PD)을 

치료할 수 없는가, 또는 그것의 진행성을 억제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왜 중요한가? 

그 답은 PD가 건강의 많은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소화를 억제하여 

변비,삼킴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  이는 맛과 후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PD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용된 약물은 구역질과 식욕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물 중 하나인 levodopa는 소장에서 흡수에 대해 단백질과 경쟁해야 

한다. 

PD환자들은 영양실조의 위험이 더 높다; 그러나, 음식에 신경을 쓴다면, 당신은 기분도 

좋아지고, 영양 관련된 질병과 입원치료를 방지할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값이 비싸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PD환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 일부 병원 의료진은 PD에 사용되는 특정약물에 생소하다. 

• 약물 사용하는 적절한 타이밍은 바쁜 의료진에게 어려울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좋은 영양 연습에 의하여, 당신은 더욱 나은 기분을 느끼고, 건강하며 

입원치료를 예방할 수 있다. 

PD 환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식이는 무엇인가? 하나의 정답은 없다. PD는 개인 각각에 확실히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식이 필요를 바꿀 수 있는 인자로는 당신의 나이, 당신의 성 

그리고 고혈압, 음식 알레르기, 당뇨병 등과 같은 질병을 포함한다. 더구나, 이용된 약물에는 

영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PD 약물뿐만 아니라 

심장병, 혈압 및 다른 질병에서 사용되는 약물에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많은 의사의 처방 

없이 팔 수 있는 약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흔한 것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을 요할 만큼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골감소. 여러 연구들은 PD 환자들이 남녀 비슷하게 골감소의 위험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는 영양실조, 비계획적인 체중 감소 및 낙상은 골절과 다른 장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D가 진행하면서, 낙상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PD 

환자들은 뼈 강화 양분 - 특히 칼슘, 마그네슘 및 비타민 D와 K를 제공하는 식사를 먹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햇빛(비타민 D, 뼈 강화 비타민 공급)을 쬐어주고, 

그리고 걷기와 같은 체중부하 운동을 하는 것이다. 영양, 햇빛 쬐기 및 체중부하 운동은 뼈를 

강하게 하고 골절과 입원예방에 도움이 된다. 

 



2.탈수. PD 약물은 탈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많은 PD환자들은 물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 탈수는 혼란, 위약감, 균형 장애, 호흡 부전, 신부전 및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탈수는 대략 1.8 백만일 가량의(환자 당 약 10일) 입원치료의 

원인이 되며, 그 비용은 매년 1십억달러 이상이다. 

 

3. Bowel impaction. PD는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결장의 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매일 메뉴에 충분한 섬유를 넣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만약 제대로 배변하지 못할 시, 변비는 건조하고, 단단한 대변의 덩어리로 정상적으로 장내 

움직임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Bowel impaction이라 불린다. Bowel impaction이 있는 

사람들은 입원, 가끔은 수술조차 요구될 수 있다. 

 

4. 비계획적인 체중 감소. PD환자들은 가끔 식욕의 구역질, 식욕저하, 우울증 및 느린 움직임 

때문에 체중이 감소된다. 영양실조와 함께 비계획적인 체중 감소는 면역 계통의 약화, 근육감소, 

생명 양분의 소실, 다른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성인의 시기에서 최대 몸무게의 10%의 

손실은 병과 죽음의 예견지표이다. 예를 들면 남자의 정상적인 몸무게가 150 파운드이면, 의미 

없이 15 파운드를 잃는 경우에 – 수년 동안이라 할지라도 - 그는 병과 죽음의 위험성이 높다. 

 

5. 약물 부작용. 약물은 PD 증상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1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이 역효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약물 복용을 시작할 때 유심히 observation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게다가, PD환자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을 시, 이 약물은 또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부가적인 부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D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들은 

다음과 같다: 

 

• 구역질 

• (가끔씩 체중 감소에 선행되는) 식욕 감퇴, 

• 부종 (조직에 있는 수액 정체) 

• 강박적인 식이, 그리고 체중 증가 

 

6. 단백질-levodopa 간의 상호 작용. PD를 치료하는데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약물 중 하나는 

levodopa (Sinemet, Sinemet CR, Madopar, Dopar, Larodopa, Prolopa, Syndopa)이다. 그러나, 

levodopa는 음식에 있는 단백질과 소장에서 흡수에 대해 경쟁해야 하고, 식사와 약물의 

타이밍에 대해 신경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PD는 개개인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질환이다. 그러나, PD환자들에 일반적인 식이섬유, 수액 및 영양에 대한 필요와 같은 많은 

유사점도 있다. 

 

당신의 일반적인 영양 필요 

 

음식 가이드 피라미드는 PD환자들의 영양에 일반적인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라미드는 전체 곡물 대 탈곡한 곡물, 또는 식물성 단백질 및 동물성 단백질을 구별하지 

않으며, 이들은 PD환자에게 중요한 차이점이다. 여러 연구들은 다량의 식물성 음식이 있는 

고섬유 식이가 levodopa의 흡수를 강화하고, 변비를 완화하고, PD에서 가장 필요한 영양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우리는 PD치료에 최선의 음식선택을 하기 위해 음식 가이드 

피라미드에 적응해야 한다. 

 

야채와 과일이 많이 포함된 전체적인 곡물에,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 일정량의 고단백 음식 



등에 기초한 매일 메뉴는 PD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모든 곡물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및 심장질환의 치료를 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PD환자에서 수시로 생기는 변비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를 포함한다. 

야채와 과일들은 몸의 근육, 신경계 및 기관을 키우고 유지하는 산화 방지제, phytochemicals, 

무기물 및 비타민을 제공한다. 칼슘은 보유를 뼈를 강화시키고 돕기 때문 골절방지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성분이다. 그리고 단백질은 근육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강한 근육은 균형과 

힘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신선한 채소 및 과일을 먹는 것이 최상이지 않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통조림과 냉동의 기술은 매우 발전하여, 영양이 더 잘 유지되게 한다. 

이상적으로는 약간의 익지 않는 음식과 일부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씹거나 삼키는 것이 어렵거나, 날 채소 및 과일을 먹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에, 

통조림 음식 또는 요리한 냉동 식품을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매일 몇번의 식사를 해야 하는가? 

 

피라미드에 있는 각 그룹은 식사의 최소한도와 최대 숫자가 있다. 빵과 곡물 그룹은, 예를 들면, 

일 당 6번에서 11번의 식사를 추천한다. 작고 비활동적인 여자는 6번의 식사, 그리고 남자 

또는 더 활동적인 여자는 더 많은 식사가 필요로 한다. 

 

식사량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식사는 조금씩 하고, 매일 식단 짜기가 어렵지 않다. 

여기 몇가지 예시가 있다: 

 

음식 가이드 피라미드의 식사량 

 

빵과 곡물 그룹 

매일 6-11번의 식사 

(탈곡한 가루 및 곡물 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곡물 음식을, 가능한 한 자주 선택하십시오) 

1 빵조각 

1 6 " 옥수수 또는 가루 토르티야  
1 온스 이미 요리되어 있는 시리얼 

1/2 컵에 요리된 시리얼, 쌀 또는 파스타 

4개의 작은 크래커 

2개 큰 크래커 

1/2개 배글 빵 또는 잉글리시 머핀 

 

식물성 그룹 

매일 3-5번의 식사 

(빨강, 노랗고, 주황색, 그리고 진한 녹색 잎줄기 채소를 매주마다 선택하시오; 이들은 특히 

산화 방지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1/2 컵에 요리되는 야채 

1/2 컵에 잘게 잘린 채소 

6 온스 야채 쥬스 



1개의 컵 데치지 않은 잎이 많은 녹색식물 

 

과일 그룹 

매일 2-3 번의 식사 

(감귤류, 베리와 체리를 매주마다 선택하시오; 이들은 phytochemicals 및 산화 방지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1개의 중간크기 사과, 바나나, 또는 오렌지 

1/2 컵 신선한 베리 또는 체리 

15개 포도 

1/2 컵 사과 소스 

1/4 컵 마른 과일 

3/4 컵 과일 주스 

 

칼슘 (낙농장) 그룹 

매일 3 번의 식사 

4 온스 뼈가 함유된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정어리 또는 연어 

2개 컵 요리된 양배추, 근대, 또는 콜라드  

2개 컵 요리된 흰 강낭콩 

1개 컵 우유 또는 요구르트, 또는 영양보강이 된 우유대체음식 (칼슘과 비타민 D의 영양보강이 

된 간장 또는 쌀 “우유”) 

1.5 온스 치즈 

 

단백질 (고기) 그룹 

매일 2-3 번의 식사 

(식이섬유가 풍부한 요리된 마른 콩, 엽산 및 무기물을 매주마다 선택하시오) 

1개의 컵 요리된 마른 콩, 쪼갠 완두, 또는 렌즈콩 

2개 큰 계란 

4스푼 땅콩 버터 

2-3 온스 요리된 고기, 물고기 또는 가금 

 

지방질, 기름, & 단것 

드물게 사용하십시오. 불수용성 야채 그리고 견과 버터를 선택하시오 

 

지방질: 버터, 마가린, 산패유, 마요네즈, 사라다 드레싱, 기름 

단것: 설탕, 잼, 젤리, 꿀, 시럽, 청량 음료, 디저트. 

 

비타민과 무기물과 같은 영양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비타민-무기물 보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나이든 사람에게 더욱이, 좋은 

아이디어이다. 고령의 신진대사는 비타민과 무기물을 흡수와 이용을 적게 하므로, 보충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영양사와 항상 보충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나이 50세 이후에, 철분 보충은 당신이 빈혈이 없다면 추천되지 않는다. 이뇨제와 혈액 

희석제와 같은 많은 약물의 사용은 당신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이 뇌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비타민 E의 고용량 보충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신장병과 같은 몇몇 

질병은 보충제 이용시 악화될 수 있다. 의사 및 영양사와의 상의는 당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용량의 적절한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당신의 약사는 당신이 싼, 고품질 약물을 



선정할 것을 도울 수 있다.  

 

비타민 B6과 파킨슨병 

 

levodopa/carbidopa와 levodopa/benserazide 조합의 약물개발 전에, PD환자들은 오직 

levodopa만 처방받았다. 비타민 B6이 levodopa의 흡수를 방지했다는 것은 것을 발견되어서, 

사람들은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이나, B6 보충제 피하도록 조언받았다. 그러나 현재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carbidopa 또는 levodopa/benserazide이다. 이러한 "보호받는" levodopa이기 

때문에 적당량의 비타민 B6이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는다. carbidopa-levodopa 또는 

benserazide-levodopa를 복용중인 사람들을 매일 약 10-15 밀리그램 이하의 비타민 B6의 

복용이 추천된다;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양도 관계가 없으나, 그 외의 사람들은 더 예민할 수 

있다. 당신이 비타민 B6에 과민하거나, 당신이 아주 다량(15 mg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경우, 

levodopa과 B6복용시간 간격을 적어도 2시간이상으로 하라. 

당신은 당신이 비타민 B6 다량섭취 하려는 경우에 당신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비타민 

B6가 함유된 음식은 닭, 물고기, 돼지, 계란, 현미, 콩, 귀리, 모든 밀, 땅콩 및 호두 또는 

시리얼과 같은 영양보강이 된 음식 등이 있다. 

 

팽만, 강박적인 식이, 체중 증가 

 

몇몇 사람들은 처음 PD 약물 복용 후에 복부 팽만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복부 팽만 

및 체중 증가 둘 다에 영향을 미치는 과식 충동이 인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가끔씩 다리나 발에서, 때때로 상체에서 부종(체액 정체)이 있었을 것이다. 

강박적인 식이는 당신의 주치의에게 애기해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조언이 치료이고 과식하는 

충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부종은 또한 체중 증가와 고혈압 둘 다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애기해야 한다. 당신에게 부종이 있었던 경우, 

이것이 조직의 체액 정체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금과 나트륨 섭취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직에서 체액을 내뿜는 것을 돕는 칼륨과 다른 무기물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의 섭취증가도 도움이 된다.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다리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발과 다리를 의자 높이로 올리고 편히 앉아 있는 것은 당신의 발과 다리에서 체액을 빼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제 2. 장 단백질과 levodopa 

 

유명 상표 Sinemet, Madopar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carbidopa 또는 benserazide와의 

levodopa의 조합은 Parkinson병 치료에 중요한 약물이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Sinemet, 

Madopar를 일정히 흡수하게 하는 몇몇 방벽이 있다. 

 

1) 당신이 식사 중 또는 식후 곧장 Sinemet을 복용하는 경우에, Sinemet이 흡수되는데 아주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음식을 비우는데 대략 1-3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Sinemet이 음식과 섞이는 경우에, 위에서 음식을 비우는 것과 동일한 소요 시간이 소요된다. 

 

2) 고지방 식사는 위에서 음식을 비우는데 오래 걸린다. 지방질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비교하여 아주 천천히 소화된다. Sinemet와 고지방 식사를 함께 섭취시, 위에서 음식을 

비우는데 더 시간이 걸린다 

 

3) 식사에 있는 단백질은 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이 아미노산들은 장 벽의 맞은편에 



혈액으로 이동해야 한다. 다음 그들은 두뇌에 들어가기 위하여 뇌혈관 벽을 통과해야 한다. 

Sinemet은 또한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내장 및 뇌혈관 벽을 통과해야 한다. 

 

대부분의 식사는 다량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아미노산은 모든 “운반자(carrier)”를 사용한다. 

Sinemet는 혈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운반자가 다시 자유로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Sinemet가 작용하는 두뇌로 들어가려고 시도할 때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다시 한번, 

아미노산은 모든 "운반자(carrier)"를 막고 Sinemet는 두뇌에 통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식사하기 30-60 분전에 Sinemet을 복용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는 음식이 방해하기 

전에 Sinemet가 빨리 흡수되도록 한다. 

 

문제: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Sinemet를 복용하기 시작할 때 구역감을 경험한다. 이는 보통 

수주 안에 사라진다.(일부 사람들은 Sinemet를 복용하는 한 구역질을  계속하기도 한다.) 

 

해결책: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약간 음식과 함께 Sinemet을 복용하시오. 생강차는 수시로 

"위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다. 생강차와 함께 그래함 크래커 또는 

소다 크래커는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들은 단백질에서 아주 낮은 비율이고, Sinemet의 

흡수를 저해하지 않는다. 당신은 건강식 상점에 있는 생강차를 찾아낼 수 있다. 생강은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역감이 수주 후에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토제를 처방할 수 있는 주치의와 상의하시오. 

 

Sinemet CR , Madopar HBS는 무엇인가? 

 

Sinemet CR와 Madopar HBS와 유사약제들은 오랜시간동안 꾸준히 매끄러운 levodopa의 

혈액내 공급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것은 또한 식사와 함께 복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Sinemet 보다 길어졌고 식사와 함께할 시 시간을 

더 요구한다. 당신이 "off state"(약물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 시간)에 걸리는 많은 시간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 Sinemet을 복용하는 것처럼 , 식사하기 30-60 분전에 Sinemet CR을 복용하는 

것이 최상 일수도 있다.  

 

On-off fluctuations. PD의 초기 단계에서는, 두뇌는 감소된 용량의 도파민을 생성하는 것을 

계속한다. Sinemet에 있는 levodopa와 같은 약물은 도파민 범위의 총량을 증가시켜서 두뇌에 

꾸준한 공급을 항상 할 수 있게 한다. 나중에, 두뇌는 일정량 이상의 도파민을 생성하는 것을 

정지할 경우, Sinemet에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이 때  "On-off fluctuations"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이다. 

levodopa는 효력이 있고 좋은 도파민 응답이 있을 때, 사람은 "on”이라하고 흔히 말해 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levodopa가 효력을 잃기 시작되는 때; 사람은 " off " 또는 현상 

"wearing off" 현상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이 "On-off fluctuations"은 수년간 Sinemet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흔히 있는 문제이다. 

 

새로운 약물, ropinerole 및 pramipexole와 같은 효현제 및 COMT 억제제 tolcapone는, 매우 

levodopa의 효과범위를 매우 증가시켰고, "off time"을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PD에서 fluctuations은 여전히 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영양적 고려는 이전에 언급된 아미노산이다. 이들은 두뇌로 들어가기 위하여 

장벽의 세포를 통과하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 두뇌 방벽을 통과해야 한다. 이 아미노산은 

levodopa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 두뇌 방벽을 통과하는 것과 동일한 통로를 정확하게 



이용한다. 

 

그러므로, Sinemet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특히 두뇌 수용체의 수준에 levodopa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연구는 "on-off' fluctuations"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단백질 섭취를 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들의 단백질 섭취를 조정하는 하기 위해, 현재 가능하다고 여겨진 3가지의 방법이 있다. 

 

1) 균형잡힌 단백질 계획. 이것은 내가 매우 추천하는 계획이다. 영양사의 도움으로, 당신의 

단백질 필요량을 결정하시오; 당신이 건강한 경우에, 이는 체중 파운드당 대략 1/2 그램의 

단백질일 것이다. 다음, 3번의 식사, 아침, 정오 및 저녁식사에서 이 총량을 동등하게 

분할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전형적인 서구 식이보다 더 적은 단백질을 제공한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더구나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은, 더 일관된 levodopa 흡수를 제공할 것이다.적어도 

식사30분전에 levodopa를 복용하시오; 당신이 식사 사이 간식을 먹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백질이 거의 없거나 약간만 있는 과일, 주스 등을 선택하시오. 

 

2) 저녁 단백질. 나는 영양사의 도움 없이는 당신에게 이 계획 추천하지 않는다. 고단백 음식은 

저녁에만 먹어야 낮에는 움직임이 호전된다. 이 계획은 움직임이 야간 도중 매우 감소되어, 

많은 사람들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거나, 밤에 일어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에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때 밤 내내 PD 증상의 더 나은 통제를 위하여 저녁때 

단백질 성분을 먹지 않는다; 그런 박탈은 단백질 기아와 질병, 심지어 입원을 유발할 수 있다. 

당신이 극단적으로 단백질 과민한 경우에, 당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저녁 단백질 메뉴"를 

계획할 것을 도울 수 있는 영양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오. 

 

3) 높은 탄수화물 (high-carb) 계획.  식사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을 5-7:1로 한다 (5: 

1에서 7: 1). 

 

소장에서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액 내에 들어간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혈액 내에 혈당과 함께 들어간다. 단백질에 비해 탄수화물의 높은 비율은 다량의 

인슐린이 혈액으로 분비되는 원인이 된다. 인슐린은 혈액에서 몇몇 아미노산을 제거하고 

아미노산과 Sinemet 사이 경쟁을 줄이도록 돕는다. 

 

높은 탄수화물 식사 계획은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약 2/3정도에서 잘 작동한다. 그것은 

낮시간에 적은 양의 단백질, 및 자연적인 메뉴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 그런 높은 비율의 식사 조리법을 이해하고 계획을 짜기가 어렵다 

- 일 당 1800칼로리 열량 이하 메뉴를 고안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음식이다 

- 대중음식점, 친구의 집 및 여행할 때-높은 탄수화물 식사 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집밖에서는 

어렵다. 

- 게다가, 높은 탄수화물 식사는 당뇨병, 폐질환 및 더 고지혈증 같은 몇몇 질환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높은 탄수화물 메뉴 계획은 영양사 계획하에서만 시행해야 한다. 영양사는 당신의 개인적인 

단백질 필요를 결정할 수 있고, 음식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양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은 이는 의사와 먼저 상의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 더 적은 levodopa를 필요로 



하게되어 성공하게 되는데, 당신 의사는 당신에게 필요로 하는 정확한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스스로 과다복용하는 것을 찾아낼지도 

모르다. 

 

다른 사람 단백질 관련된 정보. 고기, 가금, 물고기, 우유, 치즈 및 계란은 단백질이 매우 많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보다는 우유가 levodopa의 흡수를 덜 저해한다. 

당신 Sinemet 복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과일, 야채 및 곡물의 많은 사용과 함께 

고단백 음식을, 적당히 사용하시오. 이것은 식사에 당신에는 고기,가금, 물고기, 치즈, 계란 적은 

양 (3-4 온스)을 과일과, 야채 및 빵, 곡물, 파스타, 또는 다른 곡물과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유가 당신에게 문제인 경우에 좋은 대용품은 간장 또는 밥 우유와 같은 "우유 대안"이다. 

칼슘과 비타민 D가 영양보충된 음식을 선택하시오. Westsoy 간장 음료에는 영양보충된 상품이 

있다. 밥 꿈은 또한 영양보충된 상품이다. 당신은 더 큰 식료품점 또는 건강식 상점에 이 

제품을 얻을 수 있다. 9장(쇼핑 목록)을 보시오. 

 

Carnation Instant Breakfast는 싸고, Instant Breakfast Shake은 간장 또는 쌀 우유, 약간의 

과일을 사용하여 만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다. 그러나, 그것은 소량의 분유를 함유하여, 

우유 단백질에 아주 과민한 사람들은 Instant Breakfast Plant protein은 당신의 단백질 필요의 

일부분에 좋은 선택일 수 있다. 고기, 물고기 및 가금이 아무 탄수화물도 포함하지 않은 반면, 

식물성 단백질(마른 콩, 견과 및 씨)은 단백질에 탄수화물의 높은 비율을 포함한다.  

 
요리된 마른 콩, 완두, 또는 렌즈콩을 매주마다 먹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이다. 콩과식물에는 

다른 어떤 음식 보다 식이섬유가 더 많다. 식이섬유는 변비에 돕고 또한 심혈관계에 좋다. 좋은 

선택은 콩 수프, refried 콩, 세가지 콩 샐러드, 그리고 Morningstar Farms "Better'n Burgers" 
또는 Boca 햄버거와 같은 간장 단백질로 만든 작은 파이가 있다. 당신은 식료품점의 냉장 

판매대에서 이들을 찾을 수 있다. 

 

제 3. 장 변비 

 

 변비는 무엇이고 Parkinson환자에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가? 

변비는 주 당 3번 미만의 배변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것은 PD환자들에게 잘 생긴다. 가능한 

이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1) PD는 소화기계 신경의 퇴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신경은 "peristalsis"을 

조절하는데 - 이는 결장을 포함한 소화기계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만든다. 이 신경이 손상받을 

때, 연동(peristalsis)은 감소한다. 결장의 감소한 연동은 변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여 건조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PD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용된 약물들(levodopa, 도파민 효현제, selegeline, 아만타딘, 

anticholinergics, 및 다른 악물들)은 또한 연동에 영향을 미쳐서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PD환자들은 때때로 단것을 많이 먹어서, 변을 연화시키고 및 연동속도를 올리는 것을 돕는 

높은 식이섬유 음식을 적게 먹는다. 

4)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변을 연화시키고 그리고 부피를 크세 유지시키는 걸 돕는 충분한 

물을 마신다. 

 



변비는 왜 고려 사항인가? 그것은 주로 다만 불쾌한 것뿐이지 않는가? 

우선, 변비는 고려 사항이기 보다는 불쾌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PD환자들에서 

생긴 몇몇 고려사항이 있다. 

 

•긴 기간에 자주, 변비에 걸리게 하는 사람은, 치핵 즉 항문에 일렬로 있는 조직의 부분이 

밖으로 미끄러져 나와서 커지고, 고통스럽게 되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 또 다른 고려사항은 bowel impaction, 일컬어 fecal impaction-으로의 진행가능성으로 이는, 

단단한 대변이 결장에 축적되어 통과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때때로 설사와 같은 물 대변은, 

환자가 변비가 아니라고 믿게 할 수 있다. Bowel impaction은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고,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 아직도 또 다른 고려사항은 만성 변비가 대장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변비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또는 PD에 기인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충분한 식이섬유 및 액체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비를 방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섬유는 혈압 및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줄 수 있고, 많은 만성 질병을 방지하고, 수시로 

당뇨병환자에서 혈당조절을 도울 수 있다. 수액, 특히 물은 섬유를, 변을 크게 만든다. 

해, 섬유는 혈압 및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줄 수 있고, 많은 만성 질병을 방지하고, 수시로 

당뇨병환자에서 혈당조절을 도울 수 있다. 수액, 특히 물은 섬유를, 변을 크게 만든다. 

 

식이섬유는 무엇을 하는가? 

 

섬유는, 물과 함께, 우리의 창자를 매끄럽게 해준다. 불용해성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작용한다.  

각 섬유조직은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들이고 수회에 걸쳐 그 크기가 증가한다. 이 작은 물을 

빨아들이는 스폰지로 변을 크게 만들어서 연약하고 그리고 쉽게 통과하게 만든다. 그들은 또한 

내장의 근육을 운동하게 만들어서, 이를 강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더 빈번한 배변은 그 

결과이다. 이는 변비를 방지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또한 치핵을 방지하거나 쉽게 치료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은 변을 보기 위해 우리가 힘을 줄 때 생긴다. 식이섬유는 또한 결장과 

직장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왜 완하제만을 이용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은 강력하고 다른 작용기전을 가진 완하제를 선호한다. 완하제는 창자 내용의 

급속한 제거를 일으키게 하는 결장의 신경 종말을 자극한다. 오랜동안 자극적인 완하제의 

사용은 결장세포를 손상시켜 변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식이섬유가 가장 좋은가? 

 

섬유는 식물성 식이에만 있다. 불용해성 식이섬유가 가장 많은 음식은 모든 곡물, 요리한 마른 

콩 및 과일이다. 밀 밀기울은 불용해성 섬유가 풍부한 음식이다.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하루에 25-35 그램을 섭취해야 한다. 

당신이 껍질째 전곡 음식, 또는 사과 및 감자 등을 먹지 않는 경우, 섬유 내용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최선이다. 몸에서 식이섬유의 평소와 다르게 많은 양이 들어올 시 배불러옴과 

가스는 생길 수 있다. Beano 같은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즐길 것을 

도왔다(부록 C를 보시오). 당신이 충분한 식이섬유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음식 

또는 액체에 첨가할 수 있는, Unifiber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도 어려울 시 tube 



feeding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부록 C를 보시오.). 

 

물은 무엇인가? 

 

물은 식이섬유만큼이나 중요하다 – chapter 전체를 충분한 수액공급에 대해 다루어도 

될만큼이나. 물이 없으면, 섬유 입자는 건조하고 단단해져서, 변비를 더 악화시킨다. 일 당 

4-8잔의 물과 그에 더해서 주스, 우유 및 다른 음료도 필요하다. 

 

만약에 식이섬유와 물만으로 변비가 조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식이조절는 변비의 첫 번째 치료이다. 때때로 연동(대장에 있는 근육 활동)이 Parkinson 

환자에서 감소된 경우 다른 치료가 필요로 할 수 있다. 당신은 식이섬유와 물을 충분히 섭취한 

경우에도, 아직도 주 당 3번 미만의 배변시, 다른 치료를 필요할 수 있다. 

• 몇몇 병원에서 이용된 치료법으로 자두 주스 Cocktai1 칭한다. 

같이 섞으시오: 

1/2 컵 사과 소스 

2 큰 스푼 밀기울 ("miller's bran") 
4-6 온스 자두 주스 

 

상점에 있는 냉장고에서 당신이 가장 효과적인 용량을 찾아낼 때까지 일 당 큰 스푼 하나 

가득의 분량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혼합물이 꽤 맛있다고 한다.  

 

• 몇몇 환자는 과육을 포함한 자두 또는 자두주스 식이가 주 당 2-3회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 이러한 두 종류 제안을 결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두 주스 칵테일을 매일 

소량섭취하거나 , 주 당 2-4회 정도 요리된 자두와 같이 먹는다. 

• Metamucil Citrucel, 또는 Unifiber와 같은 식이섬유 보충제에 대해 주치의에게 물어보시오 

(부록 C를 보시오). Metamucil와 Citrucel는 물에 섞을 수 있고, 대부분의 약국 및 

식료품점에서 구할 수 있다. Unifiber는 물에 섞을 수 있고, 마요네즈, 사과 소스, 요리된 시리얼 

및 다른 음식 같이 더 찐득한 음식에 섞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한 tube 

feedings에 사용될 수도 있다.  

• 손으로 하는 "아랫배 안마"를 흉곽에서 치골 방향으로 하루에 2-3회 정도 해주면 장에 “계속 

움직이라”는 기계적인 신호를 보낸다. 

• “대변을 보도록” 장운동을 훈련하시오. 아침에 처음하는 일이 배변이 아니거나 심지어 집에서 

배변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배변에 가장 좋은 자세는 쪼그리고 앉기임을 명심하시오. 변기 

위치가 올라갈 시 움직임은 편해질지 모르나, 배변하기에 이상적이지는 않다. 화장실에 있고 

있는 동안 작은 의자위로 당신의 발을 올려 보시오. 

• Colace, Pericolace와 같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연화제 사용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상의하시오. 창자 운동성이 좋은 좋으나 변이 건조하고 단단하여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일부 

개원의들는 또한 하부 결장에 있는 대변을 연화하고 긴장시키는 감소시키기 위해 이따금 유아 

사용용량의 글리세린 좌약의 사용을 권하기도 한다. 

 

당신은 이 해결책을 전부 시도하고 아직도 변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신은 

주치의에게 처방전 약물 또는 전문의로의 전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담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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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PD와 물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물이 양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양분일 수 

있다. 아직까지, 물은 아주 싸고, 많고, 얻기 아주 쉬워서 우리가 당연한 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체할 다른 음료가 수 없는 물에 관하여 모든 특별한 것을 잊는다. 

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및 무기물이 녹아 있다.물이 주성분인 혈액은 몸에 비타민 및 

무기물을 공급한다. 물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눈 및 척수에서 완충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소화기계에서 음식을 연료로 바꿀 때, 많은 독소 및 찌꺼기를 만든다. 

물은 호흡, 소변 및 대변에 있는 몸에서 이 찌꺼기를 나르는 힘이다. 정말, 물은 신기한 

물질이다. 당신은 Parkinson가 있는 경우에 물을 무시하는 것은 중요한가? 그렇다, 왜냐하면 

PD환자들은 변비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PD환자에서, 물의 필요성이 수시로 

잊혀질 때가 있다. 그러나, 물은 PD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물은 어떻게 변비를 완화시키는가? 대장(결장)의 역할은 대변에 충분한 수분을 유지시켜 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다. 단단한 대변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아서, 결장에서 물에 

우선순위가 낮다. 돌아갈 충분한 물이 없을 때, 결장은 대변에서 약간 물을 제거하고 다른 

기관에 - 두뇌, 신장, 혈류를 공급한다. 

변비의 결과로, 대변은 건조하고 단단하고,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변비에는 많은 가능한 원인이 

있더라도, 당신이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 변비는 확실히 온다. 

그러나 당신이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 점차적으로 하루 반 컵의 물씩 늘여서 일 6-8컵의 

물을 마시시오. 당신의 몸은 조정하는 시간을 걸릴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물을 우선 가지고 

있으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당신 몸은 여분의 물을 풀어 물이 

풍부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요로 감염 –많은 물을 마시는 다른 이유 

 

방광과 요로 감염은 고령자 그리고 PD환자들에서 일반적이다. 왜일까? 갈증 감각은 우리가 

나이 들 때 무뎌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물을 필요로 할 때라도, 목마르게 느끼지 않는다. 

고령자는 경미하고 지속적인 탈수 상태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것은 박테리아가 방광 및 

요로에서 성장하고 번창하게 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매일 크랜베리 주스 한 컵과, 적어도 4컵의(가급적이면 8컵) 물과 함께, 어떤 주스든지 다른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다. 크랜베리 주스는 많은 경우에 감염예방하는 것을 

돕고, 또한 약물과 함께 요로감염을 치료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크랜베리는 세균이 방광 및 

요로의 벽에 붙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포함한다. 세균은 소변의 흐름에 의해 씻어 

내려진다. 

 

구강 건조증, 안구 건조, 갈증 - 왜 우리가 물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유 

 

일부 사람들은 갈증과 구강 건조증, 끈적한 침 그리고 안구 건조증을 종종 느낀다. 이것은 

anti-Parkinson 약물 때문일 지도 모른다; 진전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용된 Artane Cogentin와 

같은 콜린억제제 약물은 특히 그런 증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구강 건조증이 

삼킴장애, 수면시 구호흡 또한 깨어있을 시 구호흡에 기인할 수도 있다. 구강 건조증을 오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이 많은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오. 

구강 건조증은 왜 문제인가? 침 없이는, 세균은 잇몸을 따라서 증식하고 이가 썩거나 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치아 손실은 수시로 잘 적합하지 않고 또는 작동되지 않는 치아뿐 아니라 

틀니를 위한 필요일 수 있다. 이것은 때때로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틀니는 또한 잘 맞지 않는 경우에, 잇몸에 고통스러운 상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구두 건강에 더 많은 것 

 

치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는 혀, 턱 및 안면 근육의 단단함 때문에 칫솔질하기, 

치간청소하기 그리고/또는 입안 헹구기가 있다. PD환자들은 치과의사와 좋은 구강 건강 유지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당신이 복용하는 모든 약물의 명부를 제공하시오. 당신의 치과의사는 입을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돕도록, 필요하다면 인공 윤활제를 추천할 수 있다. 당신이 

fluoride 치료 또는 행구기를 필요로 하는지 또한 질문하시오. 

매일 6-8잔의 물과 주스와 다른 음료수를 마시고도 아직도 당신의 입은 건조하다 느끼는 

경우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리고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입안에 물을 순환시키시오. 

당신은 또한 구강 건조증을 치과의사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는 fluoride 행구기 또는 인공 

타액 심지어 무당 껌을 권유할 수 있다.   

 

안구 건조 

 

자동적인 눈깜빡 반사는 Parkinson 병에서 감소된다. 이는 종종 많은 물을 마시는 

사람에서조차 피로하고, 건조하고, 가려운 눈을 만든다. 약국에서 의사처방을 요하지 않는 인공 

누액을 매일 2-3회 넣는 것을 추천된다. 이 방법이 안구 건조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보기 위하여 당신의 주치의 또는 안과의사에게 확인 받으시오. 

 

지나친 갈증 / 갈증 없음 

 

아주 목마르게 느끼는 것은 심각한 탈수함의 증상일 수 있다.반면, 만성 탈수는 항상 갈증의 

감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으나 많은 입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죽음으로 귀착될지도 

조차 모른다. 경미한 만성 탈수증은, 그러므로, 너무 늦을 때까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위험할 수 있다. 불행히도, 많은 PD 약물은 만성기적인 심각한 탈수증을 위험을 올릴 수 있다. 

 

주: 갈증 기전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 우리 몸에 연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굶주림 

신호와는 다르게, 갈증은 우리가 이미 탈수할 때까지 우리 몸은 갈증 인식을 활성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고령자는 - 호흡기 질환, 요실금, 이뇨제 및 PD질환 약물 - 땀과 소변 양을 

바꾸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당신의 주치의가 수액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 한, 최선의 방법은 보통 많은 물을, 일 당 최저 

4-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 당신이 카페인 함유 음료 또는 술을 마시는 경우에, 여분 물을 

마시는 것을 명심하시오. 

PD환자들은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 -- 약물 및 그 효력, 식사와 levodopa 시기를 정하는 일, 

직업적 책임, 가족을 고려 등 더 많은 것들이다. 때때로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망각할 수 있다: 우리 몸의 물 필요. 

 

탈수의 증상 

 

• 요로 감염 

• 요통 

• 정신 혼란 

• 현기증 

• 피로 



• 건조한 혀, 혀에 있는 긴 고랑 

• 구강 건조증, 찢어진 입술 

• 푹 꺼진 눈 

• 검은 소변, 배뇨 필요 

• 액체를 삼키는 어려움 

• 말하기 어려움 

• 상체 위약 

• 체중 감소 

 

당신이 구강 건조증, 안구 건조, 또는 과량 갈증을 경험하는 경우에, 얼마큼의 물을 당신이 

마시는지 매일 적고, 당신이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시오. 만약에 아니라면, 당신이 

추천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일 당 반 컵의 물 마시기를 매일 추가하시오. 

 

물 마시기 일기 

 

날짜:            마시는 물의 양(온스) 

월요일           온스 H2O 

화요일           온스 H2O 

수요일           온스 H2O 

목요일           온스 H2O 

금요일           온스 H2O 

토요일           온스 H2O 

일요일           온스 H2O 

 

제 5장. 뼈 건강 

 

골다공증은 심각하다. 그것은 엉덩이뼈, 척추뼈, 또는 손목뼈의 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많은 

60세 이상의 여자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남자들에 대해서는 넓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 특히 PD 남자 환자에서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은 

Parkinson병을 가진 남자, 여자 둘 다에서 더 낮은 뼈 무기물 조밀도 그리고 골다공증과, 추락, 

골절의 위험성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골절에서 회복은 PD환자들에게서 더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의 가정에 돌려보내기 전에 장기 간의 치료를 요할 수 있다. 

골다공증은 무엇인가? 

골다공증은 뼈를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질병이다. 칼슘은 작은 구멍을 떠나서 뼈에서 

제거된다. 뼈가 엷어지는 초기 단계는 골연화증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많이 진행할 때, 

골다공증이라고 불리고, 골절의 위험은 매우 증가된다. 

 

골다공증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나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뼈 손실 증가. 

•여자에서 폐경 후 에스트로겐 손실 

•유전과 인종: 백인과 아시아 여자는 가장 위험성이 높다. 

•천식과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의 장기 사용; 몇몇 암 

치료; 항경련성제; 그리고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제산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이나 신장병 질병, 그리고 갑상선질환. 

•흡연. 



• 과량 술 복용. 

• 낮은 칼슘 섭취. 

• 너무 적은 신체 활동. 

 

골다공증은 예방이 중요하다. 

 

강하고, 조밀한 뼈는 갑작스런 충격을 견딜 수 있으나,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뼈는 골절할 

것이다. PD를 가진 남자 그리고 여자환자들은 다수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나이와 유전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다. 

• 비계획적인 체중 감소를 피하십시오 -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오. 너무 많은 무게를 잃는 

것은 골절의 위한 위험성을 올린다. 비계획적인 체중 감소는 근육과 지방질 뿐만 아니라 뼈 

질량의 손실을 동반된다. 당신의 주치의 또는 영양사가 당신의 가장 이상적인 체중을 결정 

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 체중을 유지하시오. 

 

• 당신의 주치의에게 말하십시오: 

• 당신이 나이 50살의 남자 또는 여자인 경우에 

• 당신이 폐경 후 여자인 경우에 

• 당신은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 당신이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 당신이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다고 믿는 경우에 (남자에서) 

• 당신은 당뇨병, 신장병, 또는 갑상선질환이 있는 경우에. 

 

흡연, 과량 술 복용 , 활동저하와 같이 뼈를 엷게 하는 원인이 되는 유해한 습관을 바꾸시오. 

충분한 칼슘, 마그네슘 및 비타민 D와 K를 얻으시오. 

 

칼슘 - 뼈 무기물 

50세 이상의 성인의 최신 칼슘 권고량은 일 당 1200년 mg이다. 그 용량은 영양화된 우유 4컵 

또는 4-6개 온스의 치즈에 있다. 그러나, 이 음식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levodopa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유제품이 

levodopa 흡수를 저해하는 다른 단백질 음식 보다는 더 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충분한 칼슘을 얻는 것은 당신은 PD이 있을 때 어려울 수 있다. 여기 칼슘 섭취를 도울 몇몇 

권고사항이 있다. 

 

•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 곡물에, 스무디에서, 그리고 많은 요리된 음식에서 사용하는 칼슘 영양화된 쌀과 콩으로 만든 

우유 대안식 

• 아침 시리얼과 다른 음식들은 칼슘 영양화되어 있다 

 

칼슘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탄산 칼슘은 칼슘의 가장 풍부한 소스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섭취할 수 없다. 칼슘 구연산염은 때때로 더 나은 선택이다. 씹을 수 

있는 칼슘 정제는 위에 도달할 때 이미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잘 흡수된다. 

 

비타민 D -- 칼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의 충분한 섭취 없이는, 칼슘은 몸에 의해 흡수될 수 없다. 당신이 햇빛이 많은 

지역에서 사는 경우에, 비타민 D는 드러낸 얼굴, 손 및 팔에 햇빛에 노출을 주 당 대략 1 

시간을 야외에서 하는 경우 얻기 쉽다. 비타민 D가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여름에 겨울 

동안 사용할 충분한 비타민 D를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북부 지역에서 살거나 당신이 주로 실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경우에, 당신은 

햇빛에서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비타민 D를 위한 현재 권고는 50세 이상은 

매일 400 IU(10 mcg) 이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매일 600 IU(15 mcg)이다. 

 

비타민 D의 음식 근원: 

우유와 및 우유 대용품 우유 제품, 마가린 및 시리얼과 같은 영양화된 음식 

연어 및 물고기 간 기름과 같은 지방 물고기 

간 

계란 

 

당신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지 못한 경우, 비타민 D 보충제 사용에 관하여 당신의 

주치의 또는 영양사와 상의하시오. 조직에 다량이 저장되는 것은 유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마그네슘은 칼슘만큼 중요하다. 그것은 뼈의 재건을 돕고 강화시킨다. 마그네슘에는 또한 근육 

완화제로서 효력이 있어서 1차적인 증상으로 근육 경직을 경험하는 PD환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브로콜리 및 다른 진한 녹색 야채, 마른 콩 및 완두 및 전체적인 곡물은 전부 뼈를 강화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성인에서, RDA는 남자는 일 당 420 mg, 여자는 일 당 320 mg이 필요로 

한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종종 혼합 보충제로 의사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비타민 K를 잊지 말라. 이 영양 또한 중요하다나, 칼슘과 비타민 D 만큼 음식에게서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비타민 K 필요용량은 남자는 120 mcg이고 여자는 90 mcg이다. 콜라드 시금치 및 

근대와 같은 진한 녹색 잎줄기 채소; 브루셀 순, 브루콜리, 양배추 및 양상추는 모두 충분한 

양의 비타민 K을 제공한다. 

 

제 6. 장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모두는 PD환자들은 너무 자주 체중, 때때로 매우 중요한 체중양을, 부지 불식간에 잃는다. 

이것은 많은 가능한 이유가 있다. 

 

• 우울증은 식욕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씹거나 삼킴 장애는 정상적인 음식을 먹는 것을 단단하게 느낄 수 있다: 식사를 하는데 

수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몇몇은 포크 및 칼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 진전과 운동 장애는 많은 여분의 칼로리를 소모시킨다 

• 다른 경우에서는, PD환자들은 그들의 식욕이 좋고 먹는 것을 즐김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체중이 준다. 

 

종종 이 체중 감소는 수년 기간 동안에 점차적으로 일어난다. 다른 경우에는, 체중 감소는 

수주에서 수달 만에 급격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체중 감소 --왜 이것이 문제인가? 

 

비계획적인 체중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한다. 여러 연구들은 사람의 과거 10 년 

안에 최대 체중의 10%의 감소는 질병, 골절 및 심지어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체중이 감소할 때, 귀중한 근육양 또한 감소된다. 근육감소는 걷고,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매일 일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게다가, 몸은 비타민과 무기물 같은 

양분도 고갈시킨다. 이 고갈은 행동 변화, 정신 기능 변화, 면역능력 감소, 골약화 및 다른 

바람직하지 않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 외에,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식사를 필요로 한다. 

PD환자들은 질병 또는 치료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약물 때문에 수시로 피로를 가진 경험한다; 

포도당의 부족은 이 피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음식공급은 우리 몸에 꾸준히 혈당을 

공급하여, 이는 체세포가 영양공급을 받고, 에너지로 사용하며 일하는데 사용한다. 이 포도당 

없다면, 우리는 피로하고, 무관심하며, 무감정하게 느낄 수 있다. 

 

당신이 의미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당신 또는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지난 몇 주간 만에 체중이 주는 경우, 당신은 

주치의에게 통지하고, 영양사에게 보내야 한다. 왜? 체중 증가 프로그램을 계획할 경우 당신의 

약물, 검사실 보고, 선호음식 및 다른 질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양사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몸무게를 되찾기를 위한 안전하고 너에게 적합한 먹는 계획을 디자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먹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물은 식욕의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PD환자들은 수시로 후각을 잃고, 

이는 미각에 영향을 미치고, 때때로 식욕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식욕이 떨어질 때, 큰 음식은 맥빠지게 할 수 있다. 큰 음식을 먹는 시도를 하지 말라.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먹을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한번에 할 수는 없다. 대신, 

매일의 3번의 적은 식사 및 3번 이상의 영양분이 있는 스낵을 먹는 계획을 세워라. 식사는 

각각 300-600 열량에, 그리고 50-300 열량의 스낵을 먹어서 체중 감소를 예방해야 한다. 체중 

감소가 이미 일어난 경우에, 당신의 체중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열량 보충해야 한다. 달 당 대략 

1-2 파운드의 점차적인 체중 증가를 목표로 하시오. 10년가량의 점차적인 체중 감소를 경험한 

몇몇의 나의 환자들은, 체중을 이와 같이 되찾았다. 

 

만약에 제 시간에 맞춰 식사를 마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몇 질환들은 식사를 마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때때로 운동감소증 (느린 움직임)은 

식기를 다루거나 고기를 자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럴때 고기가 갈아져 있거나 

부드럽게 요리되거나 자를 필요가 없는 고기 로프, 수프와 스튜 같은 더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야채 및 양상추 샐러드를 피하시오 - 이들은 포크로 찌르고 

입으로 운반하기 어렵다. 요리된 야채, 야채 주스, 그리고 야채 수프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퓌레로 만들어진 수프는 숟가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찻잔으로 홀짝거리며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씹는 것이 어려울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때때로 내가 삼키기에 단단하거나 나를 질식시키게 느껴질 때. 



 

삼키기에 단단하거나 질식시키는 경우에, 당신 주치의는 언어 치료사에게 방문을 지시해야 

한다. 이것은 음식 흡입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폐에 있는 음식 입자, 

액체, 또는 침은 폐염에 의하여 불린 "흡인성 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홉인성 

폐염은 PD환자들 중 입원의 아주 흔한 원인이다. 언어 치료사는, 그리고 당신이 흡인성 폐염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연하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삼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당신은 질식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부드럽고 잘 요리한 음식을 먹거나 견과 버터와 생야채와 같은 음식을 

피하도록 조언 받을 것이다. 

 

우울증이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때 

 

식욕감퇴가 우울증, 슬프고 절망적인 상태, 때문일 지도 모른다. 이것은 때때로 일시적인 

질환이나, 지속되는 경우에, 당신의 주치의는 상담사에게 당신을 소개하거나, 또는 돕기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 영양의 부족이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기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먹기 싫은 기분이 든다면?" 다음의 지침을 따르시오. 적고 빈번한 식사 및 스낵을 

먹으시오. 식사와 스낵에는 우울증 극복을 돕는데 필요로 한 모든 비타민 및 무기물을 포함한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야 한다. 종합비타민-무기물 약물 역시 좋은 아이디어이다; 주치의 또는 

약사에게 1개를 추천하도록 요구하시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까이 보관하시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더 먹기 쉽다. 

 

작은 스낵을 당신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오. 당신이 levodopa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 low-protein 식사는 특히 중요하다. 아이스크림 한 접시, 따뜻한 초콜릿 한 컵 

(필요하다면 영양화된 간장 또는 쌀로 된 우유 대용품과 함께 만드시오), 약간의 무화과 과자는 

입맛 당길 수 있다. 전혀 먹지 않는 것보다는 단것을 먹는 것이 낫다!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음식은 더 먹고 싶다, 그러므로 최대한의 장식, 짜임새 및 풍미를 

만드십시오. 또한 밝고, 쾌활한 세팅 및 부드러운 음악도 도울 수 있다. 

 

제 7. 장 조리법과 메뉴 

 

이 장은 당신이 PD에 대한 고려사항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몇몇 먹는 계획의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당신은 주치의에게 당신의 개인적인 필요량을 

알고 당신이 원하는 본인에 맞는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영양사에게 소개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PD가 진행하는 경우 특히 중요하고, 건강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당신의 건강 필요. 

 

이전에 토론되는 것과 같이, PD환자들은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 및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복합비타민과 무기물 보충제도 중요하지만,  

음식에서 영양공급 받는 것이 최상이다. 음식에 있는 영양의 균형은 어떤 보충제로도 같게 할 

수 없다. 

 

설탕에 관하여 이야기. PD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것은 특히 



levodopa 흡수와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단것을 먹는 유혹은 수시로 있다. 그러나, 단것은 변비, 

높은 혈당, 고지혈증 및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균형잡힌 메뉴를 위해 필요로 한 곡물, 

야채 및 과일의 다양성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닌, 절제하여 단것을 즐기시오. 

 

당신에게 일부 PD환자들의 일반적인 관심사를 위한 이상적인 먹는 계획의 아이디어를 줄 몇몇 

견본 메뉴 및 조리법은 다음과 같다: 

• 변비 

• 뼈 엷게 하기 

• 비계획적인 체중 감소 

• 단백질 조정 

각 메뉴는 대략 2000 - 2200칼로리의 열량을 포함한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적은 양일 수 있다. 당신은, 가급적이면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 식사량을 

조정하여 당신의 필요에 적합한 식사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  

 

식사는 변비를 치료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제 3-4장에서 보았다시피, 식이섬유와 물은 둘 다 변비를 치료하는데 필요하다. 당신은 

주 당 3회 미만의 배변이 있는 경우에, 당신은 음식에서 일 당 섭취하는 식이섬유의 양은 25 

-40 그램을, 가급적이면 음식으로, 목표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음료는 매일 48-64 온스를 

마시십시오 (8온스짜리 컵으로 6-8잔; 매일 일 리터); 음료의 적어도 반은 보통 물이어야 한다. 

여기 변비를 치료하는 것을 돕는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일 메뉴가 있다. 

 

높은 식이섬유 & 음료: 일일 메뉴 

이 일일 메뉴는 6컵의 물과 주스, 우유, 커피 또는 차 및 36 그램의 식이섬유를 포함한다. 

자두는 섬유와 귀중한 산화 방지제일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완하제를 포함한다. 간장 또는 쌀로 

만든 우유 대안제는 젖소 우유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제 9장). 

 

일어날 때 8온스의 물 (이는 약물을 먹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아침: 

포도 주스 6개 온스 

1/2 컵 포도 견과 곡물 

피막 8개 온스 또는 1% 우유 

1개 온스에 의하여 끓이는 자두 (대략 8개의 작은 자두) 

커피 또는 차 필요하다면 

오전의 중반: 8온스의 물  

정오 식사의 앞에 1 시간: 8온스의 물 

 

정오: 

2개의 조각 whole-wheat 빵에 참치 샐러드 샌드위치 

매운 까만 눈 완두 샐러드 (조리법을 보십시오) 

1개의 신선한 배 

8 온스 저염 토마토 주스 

2개의 초콜릿 칩 쿠키 

이른 오후: 8온스의 물  

저녁 식사의 앞에 1 시간: 8온스의 물 



 

저녁: 

불에 구워진 갈은 소고기 작은 파이 

1개의 컵 버터를 바르는 브로콜리 

1/2 컵 현미 

버터를 가진 1개의 whole-wheat 저녁식사 목록 

커피 또는 차 필요하다면 

1/2 컵 아이스크림 

 

잘 시간의 앞에 2 시간: 8온스의 물  

(대략) 영양 정보: 2204 열량, 88 g 단백질, 304 g 탄수화물, 81 g 지방질, 26 g 토요일 지방질, 

164 mg 콜레스테롤, 36 g 섬유. 

 

뼈 건강: 일일 메뉴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의 사용 및 비타민D 영양화된 요구르트들은 이러한 영양의 수준을 

올리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50세 성인의 비타민 D 추천량은 5 mcg이다 (일 당 200 IU); 50 

– 70세 사이는 10 mcg이다 (400IU); 나이 70세 이상은 15 mcg이다 (600IU).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지방질 물고기, 어유, 간 및 계란 등이 있다. 영양화된 음식 보충제의 사용 없이 

충분한 식이 비타민 D 섭취는 아주 어렵다. 매일 종합비타민 복용은 좋은 아이디어일지도 

모른다. 

 

아침: 

4 온스의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1개의 컵 보통 비타민 D 영양화된 요구르트와 함께 

1개의 잘라진 바나나, 2개 큰스푼 익히지 않는 호두, 

1개 큰스푼 꿀 

커피 또는 차 

 

스낵: 

설탕 얹힌 바나나-버찌 (조리법을 보십시오) 

 

정오: 

4 온스의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감자, 양배추의 일종 및 Chickpea 수프 (조리법을 보십시오) 

2개의 호밀 크래커 

1 온스 치즈 

 

저녁: 

빨간 조개 소스를 가진 Linguini (조리법을 보십시오) 

마늘 빵 

1/2 컵 브루셀 순 

커피 또는 차 

 

(대략) 영양 정보: 2025 열량, 86 g 단백질, 315 g 탄수화물, 49 g 지방질, 14 g 토요일 지방질, 

98 mg 콜레스테롤, 33 g 섬유. 뼈구성 양분: 1441 mg 칼슘, 350 mg 마그네슘, 1526 인, .9 mcg 

Vit. D 의 340의 mcg vit. K 



 

비계획적인 체중 감소: 일일 메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먹는 계획에 대략 100-400 열량을 매일 추가해서 소실된 

체중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것은 항상 "꽉 찬 느낌 "없이 안전하고, 점차적인 체중 증가를 

제공한다. 지방질은 열량 조밀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하여 

가득 차있는 느낌이 장시간 동안 있다. 조절해서 먹는 것이 최상 이다, 그래서 당신은 식사 

중간 스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전혀 먹지 않는 것 보다는 정크 푸드를 먹는 것이 낫더라도, 영양 충분한 식사 및 스낵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당신이 levodopa를 복용하는 경우에, 식사 사이 low-protein 스낵은 

levodopa 흡수를 막지 않을 것이다. 몇몇 보기는 여기 있다. 

 

아침: 

당신이 그것을 좋아한 대로 요리되는 1개의 계란 

버터와 푸딩과 더불어 1개의 조각 전곡 축배, 

4 온스의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커피 또는 차 

 

오전 중간 스낵: 

검은 딸기 복숭아 시원한 것 (조리법을 보십시오) 

 

늦은 아침 스낵: 

버터 있는 토스트된 배글 빵 

4 온스의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정오: 

1컵 분량의 구워진 콩 

1/2 컵 당근 

8 온스 1% 우유 (필요하다면 간장 또는 밥 우유 대용품을, Ch 이용하십시오. 9) 

4개의 whole-wheat 크래커 

1 온스 치즈 

 

중앙 - 오후 스낵: 

포도, 장과, 또는 버찌의 바나나 사과, 또는 1/2 컵과 같은 과일의 1개 조각 

 

늦게 오후 스낵: 

1/2 컵 아이스크림 

 

저녁: 

닭 고추 (조리법을 보십시오) 

1 조각 마늘 빵 

1/4의 컵 양배추 샐러드 

포도 주스 4 온스 

 

잘 시간 스낵: 

바나나 또는 다른 과일 



 

(대략) 영양 정보: 2223 열량, 359의 g 탄수화물, 78 g 단백질, 61g 지방질, 26 g 포화지방, 344 

mg 콜레스테롤, 2277 mg 나트륨, 40 g 섬유. 

 

단백질 조정 

 

PD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은 단백질을, 때때로 좀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levodopa를 복용하는 경우에, 단백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당신이 

식사 전에 levodopa를 복용하는 경우에, 그것은 식사에 있는 단백질이 혈액 내에 도달하기 

전에 흡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levodopa를 식사나 단백질이 풍부한 스낵 섭취 30-60분전에 복용하는 

경우에도, levodopa 흡수가 저해되거나, 또는 당신이 심각한 "on-off" fluctuations (motor 

fluctuations)을 경험하는 경우에, 당신은 단백질 섭취를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인 식사는 보통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므로 소모된 용량을 계산하더라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단백질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충분한 단백질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주치의에게 당신의 

단백질 필요를 계산하고 메뉴 계획으로 도울 수 있는 영양사에게 당신을 소개하도록 

요구하시오. 

반면에, 당신이 건강한 경우에, 당신은 일 당 체중의 파운드 당 대략 1/2 그램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150파운드 체중의 누군가는 매일 대략 75 그램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단백질은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에 있다. 메뉴 계획에 당신을 돕기 위하여 단백질 대략 

양이 표기된 각각의 일반적인 음식들이 여기 있다. 

 

일반적인 음식에 있는 단백질 양 

 

음식                                        그램 단백질(대략) 

빵: 1개의 조각                                 3 그램 

고기, 가금, 물고기: 1 온스                      7 그램 

야채: 1/2cup                                   2 그램 

과일: 1/2 컵                                   0 그램 

우유: 8 온스                                   8 그램 

요구르트: 8 온스                               9 그램 

계란: 큰 것 1개                                6 그램 

치즈: 1 온스                                   7 그램 

요리된 마른 콩, 완두, 렌즈콩: 1 컵              20 그램 

땅콩 버터: 1 큰스푼                            4 그램 

견과: 4개 큰스푼 (1 온스)                      4 그램 

 

일일 메뉴 - 단백질 조정 

이 보기는 150 파운드 (68 킬로그램) 사람을 기준으로 디자인되었다. 대략 하루에 1파운드의 

체중 당 1/2그램의 단백질 (하루에 1킬로그램 당 1그램을 사용한다는 경우에), 이 사람은 

단백질 75 그램을 요한다 (킬로그램 단위 사용시, 하루에 대략 68 그램일 것이다). 당신이 

3번의 식사 중 단백질을 매일 대략 동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한끼의 식사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그램에 연연하지 마라). 

 

아침: 

(단백질 24 그램) 

당신이 좋아한 대로 요리된 2개의 계란 

2 조각 베이컨 

8 온스의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버터를 가진 2개의 조각 whole-wheat 축배 

잼 2회 2 큰스푼, 푸딩 또는 꿀 

커피 또는 차 

 

오전 나절 식사: 

(단백질 0 그램) 

크랜베리 주스 8 온스 

 

정오: 

(단백질 24 그램) 

수프 2 컵 흰 강낭콩 

2개 큰 호밀 크래커 

4 온스 1% 우유 (제 9장, 필요하다면 간장 또는 쌀로 만든 우유 대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1/2 컵에 의하여 요리되는 버터를 바른 시금치 

2개의 초콜릿 칩 쿠키 

커피 또는 차 

 

 이른 오후 식사: 

(단백질 0 그램) 

1 컵 양의 잘라진 과일 

 

저녁: 

(단백질 27 그램) 

불에 구워진 연어 3 온스 

1.5 컵에 요리된 노란 호박 

잘려진 1.5 토마토 

1개의 배 

1개의 컵 셔벗 

커피 또는 차 

 

(대략) 영양 정보: 2108 열량, 328의 g 탄수화물, 75 g 단백질, 61 g 지방질, 24g 포화지방, 555 

mg 콜레스테롤, 2243 mg 나트륨, 27 g 식이섬유. 

 

다음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몇 식사 메뉴이다. 당신은 몇몇의 일일 식사 계획으로 

목록 중 하나를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지침서로서 당신만의 식사 계획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음식은 어떤 경우에는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 단맛 때문에 선택되기도 

하나, 이 경우 영양이 풍부한 다른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한다. 

 하나를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지침서로서 당신만의 식사 계획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음식은 어떤 경우에는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 단맛 때문에 선택되기도 하나, 



이 경우 영양이 풍부한 다른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한다. 

이 조리법에서는, 버터는 마가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젤리는 잼, 과일 버터, 또는 꿀로 대체할 

수 있다. 우유는 1% 또는 탈지유이다. 우유는 levodopa 흡수를 막는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우유는 영양화된 간장 또는 쌀로 만든 우유 대안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8 온스 식사 당 

약 5 그램의 단백질 함량으로 단백질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조반 메뉴 

 

1 컵 밀기울 곡물 조각 

1 컵 우유 

8 온스의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1개 버터와 푸딩과 더불어 whole-wheat 잉글리시 머핀 토스트 

 

2번 큰스푼 건포도 ,요리된 1과 1/2 컵 오트밀 

1/2 컵 우유 

8 온스의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버터 또는 크림 치즈와 더불어, 토스트된 1개의 whole-wheat 배글 빵 

 

버터 바른 2개의 조각 건포도 토스트 

젤리 2번 큰스푼 

1 컵 건포도 겨울 

1 컵 우유 

8 온스의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토스트된 2개의 와플 

1/4의 컵 시럽 

2개 찻숫가락 버터 또는 마가린 

우유 8 온스 

1 컵 과일 샐러드 

 

1/4의 컵 끓인 자두 

1개의 조각 프렌치 토스트  

1 찻숫가락 버터 

시럽 2회 큰스푼 

8 온스의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프라이팬 조반 (조리법을 보십시오) 

 

 정오와 저녁 식사 메뉴 

 

닭, 칠면조, 또는 로스트 쇠고기 샌드위치: 

2 온스 요리된 닭, 칠면조, 또는 로스트 쇠고기 

2개의 조각 통밀빵 

양상추, 마요네즈, 토마토, 양파, 원할 시 겨자, 

당신의 선택의 1/2 컵에 의하여 요리되는 야채 

크랜베리 주스 8개 온스 



1개의 사과 

1/2 컵 당근 

 

1과1/2의 컵 marinara 소스, 1개의 고기 완자를 가진 1 컵 스파게티 

2개의 조각 마늘 빵 

레몬 주스와 버터를 가진 1 컵 브루셀 순 또는 브로콜리 

크랜베리 주스 8 온스 

2개의 설탕 쿠키 

 

1 1/2 컵  쪼갠 완두 또는 렌틸 수프 

드레싱을 선택하여 작은 샐러드 

크랜베리 주스 8 온스 

1 온스 치즈 

4개의 전곡 크래커 

1/2 컵 참외 덩어리 또는 다른 과일 

 

1개의 콩과 치즈 burrito 

1마리의 바나나, 사과, 또는 다른 과일 

포도 주스 8 온스 

 

참치 마카로니 샐러드: 2 온스 참치, 1 컵 요리된 마카로니 통조림으로 만듦 

무설탕 마요네즈 2번 큰스푼 

1/2 컵 당근 

1/4 cantaloupe 또는 1/2 다른 과일 

8 온스의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또는 우유 

 

1개의 식물성 작은 파이 (Ch. 9) 

1개의 햄버거 롤빵 

1/2 컵 요리된 양배추, 콜라드, 또는 근대 

1/2 컵 사과 소스 

잘려진 1/2 토마토 

우유 8 온스 

 

2-3 온스 구은 햄 

1 컵은 데친 감자 (6 온스), 1 큰스푼 산패유 

1/2 컵 요리된 버터를 바른 당근 

1/2 컵 요리된 양배추, 콜라드, 또는 근대 

저염 토마토 주스 8 온스  

1 찻숫가락 버터를 가진 1 조각 통밀빵 

1 조각 과일 파이 또는 과일 칵테일 

 

2-4 온스의 고기 로프 조각 

1/2 컵 으깬 감자 

버터와 레몬 주스를 가진 1/2 컵 브루셀 순 또는 브로콜리 

버터와 젤리가 있는 1 조각 옥수수 빵 

당신의 선택의 순수한 과일 주스 8 온스 



1개의 조각의 설탕 친 케이크 

 

 대중음식점 뷔페 점심 또는 저녁식사 

 

뷔페는 건강에 좋은 식사를 선택하는 좋은 방법이다. 당신이 단백질 류에서   고기, 가금, 

물고기, 계란 및 낙농품 부분을 제한하고 많은 과일, 야채, 빵 및 곡물을 추가하는 경우에. 

보기는 여기 있다: 

 

단백질: 고기 로프 작은 양을, 구워진 물고기/닭, 또는 로스트 쇠고기/햄을 선택하시오. 

(3 온스 음식은 트럼프카드 한벌 크기이다.) 

야채 – 1 - 2 컵 

과일 샐러드 – 1 - 2 컵 

전곡 빵 또는 목록, 버터 또는 마가린 

과일 주스 – 8 온스 

디저트 – 부드러운 음식 

 

 사이 식사 스낵 

 

식사 사이 스낵은 몇몇 이유로 우수한 선택이다: 

• 그들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 당뇨병이나 저혈당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크기의 식사 

사이 스낵이 이익을 수 있다. 

이는 혈당이 "spiking"(너무 빨리 오르거나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하는 것을 억제한다. 

• 그들은 당신이 체중을 되찾을 것을 도와준다. 3회의 식사 사이에, 빈번하고 적은 양의 

스낵으로 체중을 되찾기 위하여 필요로 한 여분의 열량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식사 및 스낵을 먹는 것이 매력적이다. 

• 스낵은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한번에 많은 양의 식사 대신에 적은 양의 

스낵을 간간히 먹는 것은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으로 진행하는 위의 과다팽만을 방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주의: 밤에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막기 위하여는, 저녁 식사를 잠자기 몇시간 

전에 하고, 자기 전에 스낵을 먹지 않는다. 

• 식사는 피로를 몰아내는 것을 돕는다: 1-2시간마다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은 혈당을 꾸준히 

공급해 준다. 포도당은 에너지로 사용되며,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인 스낵은 주의 깊게 선택된다. 그들은 단지 "열량제로”보다는 "영양이 풍부한" 즉, 

매우 많은 영양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한 단백질이 적어서 당신이 levodopa를 

복용하는 경우에, 그것의 흡수와 방해가 거의 없다. 

 

과일 스무디 – 인스턴트 조반 

8 온스 간장 또는 쌀로 만든 우유 대용품 

1 바나나 또는 1 컵 다른 과일 

1 큰스푼 Carnation Instant Breakfast  
모든 성분을 믹서로 잘 섞으시오. 1가지 음식으로 만든다.. 

 

주: Carnation Instant Breakfast은 우유나 우유 대용품을 혼합하여 풍성한 양분 조밀한 음료로 

만드는 분말이다. 즉석 조반은 소량의 분유 고체를 포함한다; 우유 또는 우유 단백질에 과민한 

사람은 완전한 과일 스무디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과일 스무디 – 완전히 

8 온스 완전히 

1 컵의 잘려진 딸기, 복숭아, 또는 다른 과일 (신선하거나, 얼거나,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2번 큰스푼 설탕 

모든 성분을 믹서로 잘 섞으시오. 1가지 음식으로 만든다.. 

 

계란과 크랜베리 주스 

1개의 완숙 계란 또는 2개의 맵게 양념된 계란 반쪽 

8 온스 크랜베리 주스 

 

땅콩 버터와 주스 

1 찻숫가락 땅콩 버터 

1개 whole-wheat 크래커 

6-8 온스 당신의 마음에 드는 과일 또는 야채 주스 

 

제 8. 장 쇼핑 목록 

 

이 장은 당신이 메뉴 계획에 유용한 음식과 제품을 찾아내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일부는 당신이 

그것들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른 품목은 위치를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더 큰 식료품점은 많은 특색 있는 식품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지니지 않는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건강식 상점은 또한 이 제품들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는 잘 흡수되는 칼슘을 제공한다. 

그것은 같은 온스의 우유만큼 많은 칼슘을 포함한다. 식료품점에 냉장 섹션에 들어있는 

Tropicana, Minute Maid 및 다른 많은 상품들은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를 제공한다. 또한, 

몇몇 회사는, Minute Maid를 포함하여 냉동실에서 얼린 형태로,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를 

제공한다. 

 

우유 대용품 또는 우유 대안. 우유는 고단백음식 - 8 온스 음식 당 8 그램 - 이고 일부 

PD환자들에서 아주 곤란할 수 있다. 단백질은 levodopa 흡수를 막는다. 우유 단백질이 고기 

가금, 물고기 및 단백질 식물과 같은 다른 음식에 있는 단백질보다 더욱 방해한다는 것을 일부 

사람들은 발견하였다. 우유는 칼슘과 영양화된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유는 이들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큰 소스 중 하나이다. 우유를 피하는 것은 매일 메뉴에 있는 충분한 

칼슘 그리고 비타민 D를 얻기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시도할 수 있는 low-protein 우유 대용품이 있다. 이들은 시리얼에, 요리를 

위해, 그리고 과일 쉐이크와 스무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이 선택하는 우유 대용품이 

칼슘과 비타민 D가 영양화된 것인지를 꼭 하십시오 - 모든 상품이 영양화된 것은 아니다. 나는 

추천한다: 

 

Westsoy 간장 음료. 영양화된 상품임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큰 식료품점이나 건강식 

상점에서 Westsoy 두유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상점에 그것이 있지 않는 경우에, 주문해서 

얻을 수 있다: 

Westbrae Natural Foods 

Carson CA 90746 
 



Rice Dream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또 다른 우유 대용품이다. 그것은 일반, 바닐라 및 초콜렛 

타입이 있다. 영양화된 상품임을 확인하시오. 판매처는: 

Imagine Foods, Inc. 

350 Cambridge Avenue, Suite 350 

Palo Alto CA 94306 
 

햄버거. 고기는 단백질이 아주 많다. 당신이 단백질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많은 맛있은 

대용품이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실험하시오. 간장에는 다른 음식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phytochemicals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간장 단백질로 만든 것을 추천한다. 

보기: . Examples: Morningstar Farms "Better'n Burgers" and Boca Burgers. 대부분의 큰 

식료품점은 냉장고에서 이들을 가지고 있다.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수프. 빠르고 편리한 식사를 위해, 당신은 수프의 몇몇 깡통을 가까이 

보관하고 싶을 수도 있다. 좋은 선택은 다른 어떤 음식 보다는 식이섬유가 더 풍부한, 요리된 

마른 콩, 완두 및 렌즈콩으로 만든 수프이다. 나는 당신이 저염 및 포화지방이 더 적은 수프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몇몇 예가 있다: 

 

Campbell's Healthy Request 

Healthy Choice 

Progresso 99% Fat Free Lentil 
 

아침 시리얼 – 많은 식이섬유. 당신의 매일 메뉴에 있는 식이섬유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아침 

시리얼은 좋은 선택이다. 식사 당 식이섬유가 적어도 5 그램 이상 있는 것을 선택하시오. 몇몇 

좋은 선택: 

Nabisco Shredded Wheat Spoon Size (컵 당 5 g 섬유[49 g]) 

Nabisco Shredded Wheat 'N Bran (1과 1/4의 컵 당 8 g 섬유[59 g]) 

Post Grape-nuts (컵 당 5 g 섬유[58 g]) 

Post Raisin Bran ( 컵 당 8 g 섬유[59 g]) 

General Mills Multi-Bran Chex (1과 1/4의 컵 당 7 g 섬유[58 g]) 

General Mills Total Raisin Bran ( 컵 당 5 g 섬유[55 g]) 

 

주: General Mills Fiber 하나는 1/2 컵 당 13 g의 식이섬유를 포함한다. 아스파탐은 열거된 

성분 중 하나이다. 일화적 증거는 Parkinson환자들 중 일부는 아스파탐의 사용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 10. 장 조리법 

 

설탕 뿌린 바나나-버찌  

식사: 1 

아마인은 심장보호작용의 지방산 뿐만 아니라 용해성과 불용해성 식이섬유의 우수한 소스이다. 

버찌는 안토시아닌과 바이오플라보노이드(vitamin P)를 포함한다 -- 결장암을 방지하고 

관절염과 통풍에서 오는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산화 방지제이다. 필요하다면 

당신은 우유 대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Ch. 9). 버찌 매매 학회의 재판된 의례. 

 

1개의 찻숱가락 아마인 

javascript:flink(%22%B9%D9%22);
javascript:flink(%22vitamin%22);
javascript:flink(%22p%22);


껍질 벗긴 1마리의 아주 익는 바나나 

1 컵 신선하거나 얼린 단맛이 없는 움푹 들어가게 한 시큼한 버찌 

1 컵 탈지유 

 

아마인을 믹서에 넣고 갈으시오. 부드러워 질 때까지 바나나, 언 버찌 및 우유를 합하여 믹서에 

넣고 섞으시오.  바로 드세요. 만약에 너무 시큼하다면 꿀 1 큰스푼을 첨가하시오. 

 

식사 당 영양 정보: 354 열량, 70의 g 탄수화물, 13의 g 단백질, 4개의 g 지방질, 1개의 g 

포화지방, 4 mg 콜레스테롤, 132 mg 나트륨, 9 g 섬유. 

 

검은 딸기 복숭아 청량음료 

음식 : 4 

당신은 이 상쾌한 쉐이크를 마실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을 둘 다 영양 가득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검은 딸기는 건강 보호 영양분의 풍부한 소스이다. 오러곤 나무 딸기 & 검은 

딸기 위원회의 재판된 의례. 

 

2 컵 검은 딸기, 신선하거나 언 

1개의 12 온스 복숭아 과즙 캔 

2 찻숱가락 레몬 주스 

3 큰스푼 설탕 (3 - 4 큰스푼) 

(대략) 16 온스 분쇄된 얼음 

(선택) 광택 미네랄 음료 

 

대략 1개의 컵 퓌레를 얻기 위하여 퓌레 딸기를 부서트리고 엷은 체를 통해서 거른다 (딸기가 

얼은 경우, 부수기 전에 일부 녹인다). 퓌레를 잔여 성분과 섞고, 흔든 후 냉동 컵에 따르시오. 

광택 미네랄 음료는 좋은 추가물이며 필요하다면 추가될 수 있다. 

음식 당 영양 정보: 135 열량, 34의 g 탄수화물, 1개의 g 단백질, 0개의 g 지방질, 0개의 g 

포화지방, 0 mg 콜레스테롤, 8 mg 나트륨, 4 g 섬유. 

 

솔로 프라이팬 조반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쉽게 두배로 되거나 세 겹으로 할 수 있다. 

Pam와 같은 살포 요리 

1/2 티스푼 버터 또는 마가린 

주사위 모양으로 잘려진 1/4 컵 양파 

주사위 모양으로 잘려진 1/4 컵 녹색 또는 빨간 피망 

주사위 모양으로 잘려지고 구워진 작은 감자 1개 (대략 3 온스) 

1/4 티스푼 제철인 조미료 (또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 

당신이 선호한 대로 요리된 1개의 계란 

버터와 젤리가 있는 1개의 조각 whole-wheat 토스트 

8 온스 칼슘 영양화된 오렌지 주스 

 

 중간-높은 열로 프라이팬을 흩뿌리듯이 요리하시오. 버터, 양파 및 피망을 첨가하십시오. 대략 

3분간 요리하십시오. 감자를 첨가하고 골고루 뿌려준 가끔 휘저어주고, 약 3분간 또는 감자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요리하시오. 

동시에, 계란을 요리하시오. 프라이팬에서 야채를 바깥에, 위쪽에 계란을 두시오. 토스트와 

오렌지 주스도 같이 먹으시오. 



(대략) 영양 정보: 488 열량, 84의 g 탄수화물, 13 g 단백질, 13 g 지방질, 6 g 포화지방, 228 mg 

콜레스테롤, 367 mg 나트륨, 6 g 식이섬유. 

 

매운 검은 눈 완두 샐러드 

음식: 4 

모든 말린 콩과식물은 중요한 무기물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의 중요한 소스이기도 하다. 

아보카도는 심혈관 보호기능의 지방질을 추가한다. 

 

1개 (15.5 온스) 탈수되고 헹궈진 검은 눈 완두 통조림 

1컵 잘게 잘린 익는 토마토 

1/2컵 잘게 썰린 단 양파 

1/2컵 잘게 잘린 오이 

3 큰스푼 새콤한 적포도주 

올리브 기름 큰스푼 

1/4 찻숫가락 소금 

1/4 찻숫가락 고추 

1/2 찻숫가락 말린 오레가노 

1/2 찻숫가락 말린 양미나리 

1/2 찻숫가락 말린 향미료 

1/2 (선택) 찻숫가락 부서진 고추 가루 

1개의 꼭지 제거되고, 껍질 벗기고, 잘게 잘린 아보카도 

 

큰 사발에서는, 검은 콩, 토마토, 감미로운 양파 및 오이를 섞으십시오. 작은 사발에서는 새콤한 

적포도주, 기름, 소금, 고추, 오레가노, 양미나리, 향미료 및 고추 가루를 함께 터십시오. 콩 

혼합물을 따르고 휘저어 섞으시오. 차갑게 하거나, 실내 온도에서 식사하시오. 식사 바로 전에 

아보카도를 뿌리시오. 

 

식사 당 영양 정보: 287 열량, 25의 g 탄수화물, 7개의 g 단백질, 171의 g 지방질, 26의 g 

포화지방, 0 mg 콜레스테롤, 457 mg 나트륨, 7 g 섬유. 

 

닭 칠리고추 

식사: 6 

변화를 위해 닭과 국수 대신에 닭 및 bulghur를 시도하고, 식이섬유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보시오! 잘게 자르고 갈가리 찢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 가공기를 사용하시오. 

 

8 온스 저염 토마토 주스 통조림 

1 컵 bulghur (깨지는 밀) 

땅콩 2 큰스푼 또는 올리브 기름 

잘게 썰린 2개의 중간 크기 양파 

다져딘 4개의 마늘 뿌리 

주사위처럼 썰린 3개 셀러리 줄기 

갈가리 찢긴 3개의 당근 

1 개(14 온스) 주스와 더불어 저염 이탈리아 플럼 토마토 통조림 

1개 (15.5 온스) 저염 핀토 콩 할 수 있다 

1개 (12.5 온스) 탈수된 물에 있는 닭 통조림 

1개 (개 온스) 잘게 잘린 녹색 칠리고추 통조림 



1/3의 컵 고추 가루, 또는 맛보기 

2 찻숫가락 빻은 쿠민 

1 찻숫가락 말린 오레가노 

1 찻숫가락 후추가루 

12 온스 물 (또한 맥주를 사용할 수 있다) 

 

작은 스튜 냄비에서는, 중간 열에 토마토 주스를 익히시오. 열을 제거하고 bulghur를 

추가하시오. 뚜껑을 덮고 10분간 기다리시오. 동시에, 큰 5-6 쿼트 남비에서, 중간 열이상으로 

기름을 데우시오. 양파 및 마늘을 첨가하고 3-4 분 또는 부드러워 질 때까지 익히시오.. 금속 

숟가락으로 토마토를 짓이겨 만든 주스와 셀러리, 당근 및 토마토를 첨가하십시오. 뚜껑을 덮고 

야채가 거의는 부드러워 질까지나 또는 약 20분간 익히시오. 핀토 콩, bulghur, 닭, 칠리고추, 

고추 가루, 쿠민, 오레가노, 고추 그리고 맥주 또는 물을 첨가하십시오. 뚜껑 일부만 덮고 

30분간 팔팔 끓이고, 달라붙지 않게 가끔씩 휘저어주시오. 

 

식사 당 영양 정보: 404 열량, 54의 g 탄수화물, 23 g 단백질, 10 g 지방질, 2 g 포화지방, 37 mg 

콜레스테롤, 415 mg 나트륨, 12 g 식이섬유. 

 

감자, 양배추 및 병아리콩 수프 

식사: 4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경우에 언 잘게 잘린 양배추 10 온스 포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당신은 적색 또는 백색 "끓인 감자"로 또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상태가 아닐 시 

갈색으로 보일 수 있다. 껍질을 위에 남겨둘 시에 - 섬유와 비타민에다가 색깔 그리고 대조를, 

추가한다. 

 

" 잘게 잘린 1 파운드 양배추, 잘 씻어 놓은 

올리브 기름 2 큰스푼 

1 1/2 파운드 황갈색 또는 Yukon 금 감자, 껍질째 및 주사위모양으로 잘린 1/2 " 

잘게 썰린 1개의 양파 

다져진 2개의 정향나무 마늘 

1/2 찻숫가락 심황 

1개 (19 온스) 탈수되고 헹궈진 병아리콩 통조림 

2개 (15 온스) 저염 닭고기 수프 통조림들 

 

1. 중간 스튜 냄비에서는, 냄비의 1/4가량의 물을 끓이시오. 양배추를 추가하고 3분간 끓이시오. 

탈수; 곁에 둠. 

2. 큰 냄비에서는, 중간 열에 기름을 가열하십시오. 감자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감자 및 

양파를 첨가하고 자주 휘저어주며 대략 5 분간 살짝 튀긴다. 향기로울 때까지 마늘 , 심황 및 

요리를 약 1분간 첨가하여 휘저어주시오. 

3. 요리된 양배추, 병아리콩 및 닭고기 수프를 첨가하십시오. 팔팔 끓어오르고 감자가 부드러워 

질 때까지, 대략 15 분을 요리하십시오. 

 

식사 당 영양 정보: 485 열량, 84의 g 탄수화물, 15의 g 단백질, 11의 g 지방질, 2개의 g 

포화지방, 0 mg 콜레스테롤, 470 mg 나트륨, 13 g 섬유. 

 

빨간 조개 소스를 가진 Linguini 

식사: 6 



조개는 고품질 단백질의 우수한 소스이고, 및 많은 무기물을 함유한다. 토마토 소스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리코펜을 포함한다. 

 

1 큰스푼 올리브 기름 

2 찻숫가락 잘게 썰린 마늘 

1 (30 온스) 단지 marinara 소스 

3 (6.5 온스) 탈수되고 비축된 주스와 잘게 잘린 조개 통조림 

16 온스 포장 방향에 따라 요리된 말린 linguini  

1/4 컵 잘게 썬 양미나리 

 

큰 스튜 냄비에서는, 중간 열에, 올리브 기름을 데우십시오. 마늘을 첨가하고 금색으로 변할 

때까지, 대략 1분정도 살짝 튀기시오. marinara 소스와 보존된 조개 주스를 첨가하고 팔팔 

끓이시오. 조개를 추가하고 5분간 끓으십시오. linguine를 식사 그릇에 두고 꼭대기를 소스로 

찍으시오. 양미나리를 뿌리시오. 

 

음식 당 영양 정보: 563 열량, 74의 g 탄수화물, 35 g 단백질, 12 g 지방질, 2 g 포화지방, 60 mg 

콜레스테롤, 137 mg 나트륨, 5 g 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