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간병인 교육

저미생물식단(Low Microbial Diet)
본 정보는 귀하가 저미생물식단을 따르는 것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저미생물식단에 따른 식사를 하면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또는 골수이식 후 등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는 동안 질병에 걸릴 위험이
감소합니다.
본 책자의 첫 항목에는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는
저미생물식을 하는 동안 어떤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진료팀
관계자와 상담하기 전에는 본 식단을 바꾸지 마십시오. 귀하의 담당의,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이
진료팀 관계자입니다.

식품안전지침
미생물이란 무엇입니까?
미생물이란 세균, 바이러스, 효모균 및 곰팡이 등 아주 작은 유기생명체입니다. 미생물은 식품의 원료인 동물을
감염시킴으로써 식품에 침투합니다. 또한 식품 가공 또는 준비 시에도 미생물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식품에 침투하면, 특히 백혈구 수치가 낮은 경우(호중성백혈구감소증)에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식품에 부착되어 증식할 수 있지만, 귀하가 미생물을 항상 보거나 냄새맡거나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생물은 다음과 같은 식품에서 증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장하지 않은 우유 및 기타 유제품
덜 익은 달걀이나 날달걀 및 날달걀을 함유한 식품(예: 쿠키 도우 및 시저 샐러드 드레싱)
덜 익었거나 익히지 않은 육류, 가금류(닭 및 칠면조), 해산물
특정 과일 및 채소(“저미생물식단에 따른 식품” 항목에 나와 있는 과일 및 채소 목록 참조)
저온살균되지 않았거나 처리되지 않은 주스(예: 바로 짜낸 주스)
채소 새싹(예: 익히지 않은 알팔파, 대두 및 무 새싹)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 구입하기
캔이 찌그러져 있거나 부풀어 있으면 캔음식을 사지 마십시오.
병에 금이 갔거나 뚜껑이 꽉 닫히지 않았으면 병에 든 식품을 사지 마십시오.
상점에서 냉장보관된 달걀만 사십시오. 상자를 열어 달걀이 깨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하십시오.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과 익히지 않은 식품을 분리하십시오. 익히지 않은 육류, 가금류, 해산물 및
기타 익히지 않은 식품은 쇼핑 카트에 담기 전에 비닐봉지에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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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및 기타 차가운 식품은 쇼핑 맨 마지막에 집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러한 품목들이 냉장고
밖에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용기에서 유효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유효기한 전에 식품을 구입 및 사용하십시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장을 본 후 즉시 식품을 보관하십시오.
달걀과 우유를 냉장고 안 쪽에 넣으십시오. 냉장고 문 쪽에 넣지 마십시오. 냉장고 안 쪽의 온도가 문
쪽 온도보다 낮습니다.
주방 청결 유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곳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미생물의 확산이 방지됩니다.
주방 표면은 스펀지가 아닌 종이타월이나 깨끗한 헝겊을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항균 세척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표면을 청소하십시오. 표백제나 암모니아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예로는 Lysol® Food Surface Sanitizer 및 Clorox® Clean-Up® Cleaner 가 있습니다.
도마 및 절단 기구 사용하기
두꺼운 플라스틱, 대리석, 유리, 또는 도자기로 만든 도마를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물질들은
비투과성으로서 음식이나 액체 물질이 안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나무나 기타 투과성 표면의 사용을
삼가십시오.
도마 및 칼은 다음 식품을 자르기 위해 사용하기 전에 뜨거운 비눗물로 닦으십시오. 추가적 예방
조치로서, 도마를 주방 청결제로 닦으십시오. 낡았거나 세척하기 힘든 도마를 버리십시오.
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다음과 같을 때 손을 철저히 씻으십시오.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
익히지 않은 가금류, 육류, 생선, 또는 해산물을 준비한 후
쓰레기를 취급한 후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흐르는 수돗물에 철저히 헹구십시오. 자르거나 벗기기 전에 껍질 및 스킨을
헹구십시오. 절대로 표백제나 세척제를 사용하여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씻지 마십시오.
껍질이 단단한 과일 및 채소는 흐르는 따뜻한 수돗물에 닦거나 흐르는 수돗물로 헹구면서 깨끗한 채소용
솔로 문지르십시오.
과일이나 채소의 손상되었거나 곯은 부분은 잘라낸 다음 버리십시오.
모든 식품을 철저하게 익히십시오.
익히지 않은 고기와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서로 분리하십시오.
다음 중 하나의 방법만을 사용하여 음식을 해동하십시오:
요리 하루 전에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전자레인지의 해동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즉시 요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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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의 온도를 33° F(0.5° C) ~ 40° F(4.4 ° C) 로 유지하십시오.
냉동실의 온도를 0° F(-17.8° C)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음식 온도계를 사용하여 익힌 음식 및 재가열한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고기가 덜 익어 보이는 햄버거나 기타 육제품을 먹지 마십시오. 고기는 색이 회색이 되고 즙이 투명해
질 때까지 익히십시오.
생선은 벗겨질 때까지 익히십시오.
달걀 흰자 및 노른자가 단단해 질 때까지 익히십시오.
모든 육류는 아래 표에 나와있는 최소 내부 온도까지 익히십시오.

식품

안전한 최소 내부 온도

달걀 및 달걀 요리
달걀

노른자와 흰자가 단단해 질 때까지 익히십시오

달걀 요리

160° F (71.1° C)

달걀 소스

160° F (71.1° C)

다진 육류 및 혼합 육류
칠면조 및 닭고기

165° F (73.9° C)

소고기, 햄버거, 송아지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160° F (71.1° C)

신선한 소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바짝 익힘

170° F (76.7° C)

신선한 돼지고기
바짝 익힘

170° F (76.7° C)

햄
익히지 않음/신선함

160° F (71.1° C)

사전조리된, 절인 햄

140° F (60.0° C)

가금류
모든 제품

165° F (73.9° C)

해산물
모든 품목(익히지 않음/신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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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먹기
남은 음식은 식사 직후 얕은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남은 음식은 아래 재가열 지침에 따라 적절한 내부 온도에 이를 때까지 재가열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재가열할 때는 음식을 젓고, 덮고, 돌려서 고르게 가열되도록 합니다.
음식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165° F(73.9° C)에 이를 때까지 음식을 가열하십시오.
소스, 국, 그레이비는 끓을 때까지 재가열해야 합니다.
입을 데지 않도록 음식을 식히십시오.
재가열 1 시간 이내에 재가열한 남은 음식을 드십시오.
2 일 넘게 경과한 남은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이미 한 번 재가열했던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식품

재가열 지침

가금류

최소 15 초 동안 최소 165° F(73.9° C)로 조리

안을 채운 육류, 가금류, 또는 생선

최소 15 초 동안 최소 165° F(73.9° C)로 조리

저민 고기

최소 15 초 동안 최소 160° F(71.1° C)로 조리

돼지고기, 소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최소 15 초 동안 최소 160° F(71.1° C)로 조리

생선

최소 15 초 동안 최소 160° F(71.1° C)로 조리

단단하게 삶은 달걀

최소 15 초 동안 최소 160° F(71.1° C)로 조리

저미생물식단에 따른 식품
식품군

먹어야 하는 것



일체의 빵, 롤, 베이글, 잉글리시

삼가야 하는 것



머핀, 와플, 프렌치 토스트, 머핀,
팬케이크, 스위트롤
빵, 곡물, 시리얼



감자칩, 콘칩, 토티야칩, 팝콘,



생(조리하거나 굽지 않은) 곡물
함유 식품(예: 익히지 않은 옥수수
또는 생오트)
덜 익히거나 익히지
않은 양조 효모

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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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했거나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상점에서 미리 포장되어
구입한 시리얼 일체
쌀, 파스타, 기타 조리된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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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살균됨




A 등급 시판 우유 및 유제품
살아있는 배양균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 요구르트(예: Dannon®)




사워크림
집에서 만들거나 상점에서 미리
포장된 것을 구입한 푸딩
미리 포장된 아이스크림, 프로즌
요구르트, 샤베트, 막대빙과,
아이스크림바, 집에서 만든
신선한 밀크셰이크
에그노그
상업적으로 멸균된 바로 먹일 수
있는 액체 농축 유아용 유동식
건조된, 냉장된, 또는
냉동되었으며 저온살균된 휩트
토핑







저온살균되지 않음







생우유 등의 유제품
에그노그(집에서 만듬)
요구르트(일반적으로 집에서
만듬)
소프트 아이스크림 또는
요구르트
크림이 들어있는 냉장보관되지
않은 제과제품

치즈





우유 및 유제품

저온살균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
음식 내에서 잘 익지 않은 치즈
Roquefort, Muenster, Stilton,
하바르티, Edam, Gorgonzola,
블루 치즈, 샤프 체다, 페타 등
모든 곰팡이 숙성 치즈 및 소프트
치즈

저온살균된 치즈







달걀



가공된 치즈 조각 및 스프레드,
크림 치즈, 코티지 치즈, 리코타
치즈
American, 마일드 체다,
저온살균된 모짜렐라,
몬트레이잭, 스위스 및
저장안정적인(실온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식품) 간
파르메산(예: Kraft®) 등
상업적으로 포장된 하드 및
세미소프트 치즈
Brie, Cambert, 페타 및 파머스
치즈 등 조리된 소프트 치즈

잘 익은 달걀(단단한 흰자 및
노른자)
저온살균된 달걀, 저온살균된
달걀 대체식품(Egg Beaters®),

저온살균되지 않은 치즈











달걀 흰자 가루




육류, 육류 대체식품,
가금류 및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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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등 잘 익힌
고기(조리 온도는 식품 안전 지침
참조)
익힌 두부(1 인치 육면체로
절단해 최소 5 분 끓임) 또는
저온살균된 두부
집에서 만든 바삭한 베이컨
집에서 김이 날 때까지 익힌
핫도그
살라미, 볼로냐, 햄, 칠면조고기
및 기타 델리 육류 등 뜨겁게 김이
날 때까지 익혀 밀봉된 포장에
담아 판매하는 상업적으로









Brie, 파머스 치즈, Camebert,
멕시코식 치즈(케소 블랑코 및
케소 프레스코) 및 염소 치즈 등
소프트 치즈
저온살균되지 않은 모짜렐라
치즈
델리에서 구입한 치즈
칠리고추나 기타 조리되지 않은
채소를 함유한 치즈
크림이 들어있는 냉장보관되지
않은 제과제품

덜 익은 달걀 또는 날달걀 및
저온살균되지 않은 달걀
대체식품
날달걀을 함유한 샐러드
드레싱(예:시저 샐러드 드레싱)
레어 또는 미디엄 레어를 포함한
덜 익힌 또는 날 육류, 가금류,
생선류
미소 된장 제품
템페
신선 절단 델리 육류 및 노점
판매 육류
내츄럴 랩으로 강하게 절인
살라미
소고기 육포
익히지 않은 갑각류, 익히지 않은
생선(캐비어 포함), 회, 초밥 및
세비셰(“레몬으로 조리한” 또는
절인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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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및 채소







준비된 델리 육류(개봉 후 48 시간
이내에 폐기)
새우, 랍스터, 게, 캔참치,
캔연어를 포함한 철저하게 익힌
생선 및 기타 해산물
캔육류(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 생선, 갑각류, 사냥육, 햄,
베이컨, 소시지, 핫도그)
캔에 담긴 저장안정적 훈제
생선(개봉 후 냉장보관)



잘 씻긴 껍질 깐 생 과일 및 채소
캔에 담긴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조리된 냉동 과일 및 채소
귤, 바나나, 멜론 등 잘 씻긴 껍질
깐 두꺼운 껍질의 곯지 않은 과일
잘 씻긴 껍질 깐 사과(껍질이나
스킨을 통과하여 자르는 것은
과일 내부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세척이 중요함)
저온살균된 주스 및 냉동 농축액
상업적으로 포장한 건조 과일
병에 담긴 저장안정적 살사(개봉
후 냉장보관)
익힌 채소 싹(예: 녹두)
신선하고 잘 씻은 약초 및 건조된
약초와 향신료(허용되는 익히지
않은 또는 익힌 음식에 추가)





















음료









견과류 및 건조 과일





끓인 우물물
수돗물 및 수돗물을 얼린 얼음
상업적으로 병에 담긴 증류수,
광천수, 천연수
저온살균된 과일 및 채소 주스
병에 감기거나 캔에 담기긴 음료
또는 가루 음료
즉석 및 우려낸 커피
상업적으로 포장된 티백을
사용해 뜨겁게 우려낸 차
저온살균된 두유
상업적으로 제조된 액체 영양
보충제(Ensure®, Boost)



공장에서 포장한 견과류 및 건조
과일
캔이나 병에 들은 볶은 견과류
땅콩 버터 쿠키 등 구운 식품 내에
포함된 견과류
상업적으로 포장된 견과류
버터(땅콩, 아몬드, 대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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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지 않은 또는 익힌 조개,
홍합 및 굴
“nova style,” “lox,” “kippered,”
“smoked,” 또는 “jerky”로
라벨링된 연어 또는 송어 등 훈제
해산물(160° F(71.1° C)로
익히거나 익힌 요리 또는
캐서롤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
냉장보관된 파테 및 육류
스프레드

씻지 않고 껍질을 까지 않은 생
과일, 채소, 또는 약초
철저하게 씻고 껍질을 까거나
익힐 수 없는 모든 신선 또는 생
과일 및 채소(예: 줄기 둘레에
곰팡이가 끼는 경향이 있는
블루베리, 딸기, 라스베리,
복숭아, 자두 및 포도)
일체의 냉동 베리 및 기타 껍질이
얇은 냉동 과일
저온살균되지 않은 과일 및 채소
주스
식료품점 냉장 케이스에 있는
신선 과일 살사 또는 신선 채소
살사
채식 초밥
식료품점 냉장 케이스에 있는,
생과일 또는 생채소를 함유한
저온살균되지 않은 품목
일체의 채소 싹(알팔파, 콩,
클로버 및 모든 기타 싹)
델리나 샐러드바의 샐러드 일체

저온살균되지 않은 에그노그
또는 애플 사이더 및 기타
저온살균되지 않은 과일 또는
채소 주스
재구성된 단백질 파우더
음료(영양사가 허락하는 경우는
예외)
저온살균되지 않은 맥주(예:
소규모로 양조된 맥주 및
저장안정적이지 않은 맥주)
포도주
탄산 음료
떠있는 차 잎으로 우려낸 차
일부 건강 식품이나 특수
상점에서 판매하듯이 개방형 및
대규모로 판매하는 모든 견과류
또는 건조 과일
생 견과류
신선하게 만든 땅콩
버터(상업적으로 포장되지 않음)
껍질에 들어있는 볶은 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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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기타










디저트




소금 및 설탕
젤리, 시럽, 잼(개봉 후 냉장보관)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조리 과정
전에 추가된 간 후추와 약초 및
향신료
케첩, 머스터드, BBQ 소스,
간장(개봉 후 냉장보관)
피클, 피클 렐리쉬, 올리브(개봉
후 냉장보관)
식초
채소 기름 및 쇼트닝
냉장보관된 돼지기름, 마가린,
버터
블루 치즈 및 기타 치즈 함유
샐러드 드레싱을 포함,
상업적으로 생산된 저장안정적
마요네즈 및 샐러드 드레싱(개봉
후 냉장보관)
익힌 그레이비 및 소스



냉장보관된, 상업적으로 및
집에서 만든 케이크, 파이,
제과류, 푸딩
크림이 들어있는 냉장보관된
제과류
집에서 및 상업적으로 만든 쿠키
크림이 들어있는 저장안정적
컵케이크(Twinkies®및 Ding



크림이 들어있는 냉장보관되지
않은 제과제품(저장안정적이지
않음)

저온살균되지 않은 과일 주스 및
유제품(예: Jamba Juice® 등





조리하지 않은 또는
저온살균되지 않은 꿀 및 벌집
전체 또는 신선한 간 후추(음식
내에서 철저히 조리한 경우는
예외)
생 달걀이나 치즈가 함유된
신선한 샐러드 드레싱(식료품점
냉장 케이스에 보관됨)
생약 및 영양 보충제 조제물질

Dongs®등) 및 과일 파이(PopTarts® 및 Hostess® 과일 파이 등)



사탕 및 껌



앞의 식품군에서 권장된 모든
음식은 반드시 그릴이나
스토브에서 직접 조리되어
나와야 하며 증기 보온대에
담거나 열램프 밑에 보관하면 안
됨(예: 그릴에서 바로 조리되어
나온 신선한 피자나 햄버거)
일인용 양념 패키지(펌프식
용기는 안 됨)



갓 만든 피자(조각 피자나 재가열
피자 아님)
그릴에서 방금 조리되어 나온
바짝 익힌 햄버거
프렌치프라이(갓 조리된 것)



집 밖에서 외식





테이크아웃













주스바)
샐러드바에 있는 생 과일 및 채소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
디저트
델리 육류 및 치즈
뷔페/스모가스보드
파트럭 및 노점
부드럽게 나오는 아이스크림 및
요구르트

신선하게 주문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음식
패스트푸드(예: McDonalds®,
Subway®)
재가열 음식
주스바(즉, Jamba Juice®)

항상 기억하십시오: 의심되면,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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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보충제를 삼가십시오
동종요법이나 생약제품(예: 전통 한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연방 표준이
없는 만큼, 이러한 제품의 가공 및 보관 방식으로 인해 건강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에
포함된 미생물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처방 약물의 작용을 간섭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
절대로 호수, 강, 시내, 샘, 또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수돗물이 안전한지 확실하지 않으면 지역 보건 당국에 확인 또는 물을 끓이거나 여과하십시오.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병에 담아 판매하는 물을 드십시오.
식당에서 외식하기
저미생물식을 하는 동안 외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의 깊게 식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 보건부는
청결도 및 안전 조리 관행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식당을 점검합니다. 지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최근의 보건 점검에서 지역 식당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식당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nyc.gov/html/doh/html/services/restaurantinspection.shtml
또한 식품 안전 교육 규칙에 관해 지역 식당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는 아래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모든 음식은 완전히 익히고 고기는 바짝 익히도록 주문하십시오.
날달걀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음식(예: 시저 샐러드 드레싱 및 네덜란드 소스)을 주문하지 마십시오.
식품의 성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문의하십시오.
뷔페나 샐러드바의 음식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신선하게 요리할 것을 주문하고 증기 보온대에 담거나 열램프 밑에 보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십시오.
케첩이나 머스터드 패킷 등의 일회용 양념을 요청하십시오. 개방형 용기는 많은 고객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상태로 제공되는 아이스크림이나 프로즌 요구르트를 드시지 마십시오. 아이스크림
기계가 정기적으로 세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피자 전체 또는 개인용 피자를 주문하십시오. 조각 피자는 종종 열램프 밑에서서
보관하므로 주문하지 마십시오.

리소스
미국 농무부 (USDA) 식 품 안 전 점검 국
www.fsis.usda.gov
www.fsis.usda.gov/PDF/Cutting_Boards_and_Food_Safe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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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 (USDHHS) 식 품 안 전 정 보
www.foodsafety.gov
미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FDA)
www.fda.gov/ForConsumers/default.htm
질병통제예방센터 식품안전
www.cdc.gov/foodsafety/
Fight BAC! 식품안전교육 파트너십
www.fightbac.org
미국농무부 “Ask Karen” (웹기반 질의응답 시스템)
www.fsis.usda.gov/wps/portal/informational/askkaren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 식당 점검 정보
www.nyc.gov/html/doh/html/services/restaurant-inspection.shtml
FDA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888) SAFE-FOOD (723-3366)
(888) INFO-FDA (463-6332)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귀하의 담당의, 간호사, 또는 다른 진료팀원과 상담하십시오.
번으로 월-금 오전 9 시-오후 5 시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5 시 이후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번호가 나와있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212) 639-200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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