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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을  비 롯 한  
다양한 생활습관병을 
앓게  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암  
치료로서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등의 연구는 조금씩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특효약 개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또한  생활습관병  치료약은  
증상을 억제하는 대처요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사를  재검토함으로써  병의  
개선과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동물용  사료에는 「당질」 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당질」 을  제한함으로써  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암에 걸린 아이는 하루의 당질 섭취 

칼로리가  전체  
칼로리의  1 0 %  
이하가  되도록  
힘 써 주 시 기 를  
당부드립니다 .  암에  
걸리지 않은 아이라도 

전체 칼로리의 20% 이하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암과  마찬가지로  10% 

이하를 추천드립니다. 당질을 제한함으로써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제식하면 「어렵다」,「힘들다」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만 ,  부담없이  즐겁게  오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  매일의  식사로  몸은  
구성되어집니다. 양질의 식사는 매우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  우선  가까운  습관을  통해  병을  예방・
개선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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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적은  부위 ,  살코기가  많은  
부위를  선택하며 ,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번갈아가며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발효식품이므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며, 디톡스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내 
세균의 영양분이 되는 올리고당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리류  야채는  전반적으로  당질이  
적으므로  추천드립니다 .  야채에  
남아있는  농약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조금이라도  유해한  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류는 식용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식이섬유를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잘게 썰어서 먹이시기 
바랍니다. ※ 감자류는 당질이 많으므로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근 등의 단맛이 강한 야채도 소량만 섭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α-리놀렌산이 주성분인 기름입니다. 
α-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변환됩니다 .  가열하면  산화되므로  
완성된 식사에 토핑으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EPA 및 DHA는 항종양・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을 회와 통조림으로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연어도 추천드립니다.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소 배출을 
촉진시키는 등, 음식의 토핑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아마씨유(아마인유),

차조기유, 들기름

② 야채·버섯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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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마씨유(아마인유),

차조기유, 들기름

② 야채・버섯류

① 단백질

수의사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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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가 있는 식재료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모든 애완동물에게 효과가 있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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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감수】
주식회사 모노리스 동물의료사업부 수의사 하야시
사이타마현 니자시 토호쿠1-3-5-3F　전화 048-47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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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바꿨더니 체중이 줄었습니다.
착실히 먹고 있는데 체중이 줄어든 경우에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질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린 식사는 체지방을 낮춰서 단단한 몸매로 바뀝니다.

고등어 통조림의 염분은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  고등어  통조림의  염분  농도는  1% 미만으로  수액에  사용되는  생리식염수와  같은  
농도입니다. 신부전 및 요로질환을 앓는 아이에게는 수분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사료만 먹습니다.
양념으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수제식은 양념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소금, 된장, 콘소메, 가츠오부시 
등으로 맛을 연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조미료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재료는 데우면 
향과 맛이 강해져서 맛있어집니다.

밥과 빵을 먹여도 괜찮나요?
당질량이 많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주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 음식을 이상하리만큼 좋아합니다.
당질에  중독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  당질에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여유롭게 당질량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뇌에 영양이 부족해지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뇌에 필요한 에너지는 체지방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신부전을 앓고 있어서 식사를 제한 중입니다.
중증의 신부전일 경우에는 이 식사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식사법의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손이 많이 간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시판 중인 사료는 간편합니다만, 인스턴트식품 및 
햄버거만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제식의 
비율을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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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식 수입판매원：(주)에스에스오티코리아

TEL：02-3454-0704　<상담 접수시간：월~금요일　9:30~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