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실천 가이드

항암치료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연관된 감염 방지

악성중피종
폐암

식사 전과 외출 후,
화장실 다녀온 후
반드시 손 씻기

감기나 염증성
질병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폐절제 수술 이후
오한을 느끼거나
열이 38℃ 이상일 경우
곧바로 응급실 가기

항암치료중에는
생과일, 생우유,
날계란 등 익히지
않은 음식 피하기
※ 익힌 식품이나
살균우유, 우유
가공품만 섭취

식생활
규칙적으로 짧고 가벼운
운동·활동하기

기침을 유발하는
자극적 물질* 피하기

※ 심호흡하기, 바른자세 운동하기

* 매연, 먼지, 자극성 향기 등

➊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반찬을 골고루 먹기
➋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달걀, 두부, 콩, 치즈 등 단백질 반찬 충분히 먹기
➌채
 소 반찬은 매끼 두 가지 이상 먹고, 한 가지 이상의 과일을 하루에
1~2번 정도 먹기
➍ 씹거나 삼키기 힘든 경우 다지거나 갈아서 먹기
➎ 양념과 조미료를 적당히 사용하되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요리하기

가벼운 통증은 경구 진통제나
국소찜질로 완화하기

금연하기 및
담배냄새(간접흡연) 피하기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
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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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실천 가이드
석면폐증

금연하기 및 담배냄새
(간접흡연) 피하기

호흡기술 및 호흡운동
▶ 오므린 입으로 호흡하기
➊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 마쉬고

중증 질환으로의 악화 예방

3초 간 유지하기
➋ 휘파람을 불 듯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6초 간 천천히 내쉬기
▶ 복부호흡하기
➊ 누운 상태로 머리, 무릎 밑에
베개 넣기
➋ 한손은 갈비뼈 아래 복부에 놓고
다른 손은 가슴에 놓기
➌ 코를 통하여 배가 부풀게 숨을

식이, 휴식, 운동
➊ 영양분 골고루 섭취하기
➋ 소금섭취 조절하기
➌ 물을 하루 6잔 정도 마시기

위생관리(감기예방)
➊ 손 자주 씻기
※ 식사 전, 외출 후,
화장실 다녀온 후

➋ 호흡기 감염에 노출될

➍ 매일 충분히 잠자기(7~8시간)

가능성 줄이기

➎ 짧게 여러 번 휴식 취하기

※ 사람이 많은 장소 피하기

➏ 심장, 폐 강화 운동하기

➌ 본인과 동거 가족 모두
예방접종하기
※ 인플루엔자는 매년,
폐렴구균은 5년 이상

나쁜공기 피하기

가래기침

천천히 들이 마쉬기
➍ 오므린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➊ 황사, 미세먼지 등 오염이

➊ 충분한 수분섭취와

심한 경우 외출 자제하기

적절한 기침법으로

▶ 호흡기법의 반복

규칙적(아침, 자기 전)인

	앉아서 깊게 복부 호흡하고

➋ 환기 생활화 하기
※ 오전10시~오후9시 사이
하루 3번 30분씩

가래 뱉기

5초 간 참았다가 오므린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하기

➌ 기침을 유발하는 자극적
물질 피하기
➍ 추울 때는 마스크를 쓰고
코로 호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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