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고 빠르게 말하는 것

치매환자가 크고 빠르게 말하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쉬면서 홀로 시간을 보낼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혹은 화가 났을 때, , ,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치매로 인해 행동조절능력,

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거나 당황했을 때 증상이 나타납니까?

치매환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아프거나 신체가 불편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

큰 소음이나 지나치게 활동적인 장소는 피하세요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해야 할 활동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치매환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하는 것이 좋

습니다.

충분한 휴식은 좋지만 수면문제가 있을 때 하루 종일 낮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운동 또한 필요합니다 매일 함께 가볍게 걸어보세요. .

어떤 일을 다 끝내지 못했더라도 완성할 때까지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일단 잠시 쉬도록 한. ,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의 수를 줄이세요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

가구의 배치를 마음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말다툼을 피하세요.

치매환자가 지루함을 느낄 때 증상이 발생하나요?

치매환자가 원하는 활동을 계획하세요.

집안일이나 즐거운 활동도 개인의 기억 능력에 따라 힘들 수 있습니다.

무료한 시간이 길면 정신행동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옷 입기나 식사하기 목욕하기와 같은 생활 속의 소소한 일이나 사소한 사건들이 하나의 활,

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담긴 의미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환자를 참여시키.

세요.

치매환자가 얼마나 활동을 즐겼는지 또는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는지에

따라 활동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즐겨했던 활동을 계획하세요.

바느질 목공예 그림 그리기 운동 독서 등 일상에서 한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법한 활동, , , ,

을 찾아보세요.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꼈던 활동이나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일이어도 좋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고려합니다.

눈은 잘 보이는지 등에 따라 치매환자가 잘 하는 활동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 있음을 알리고 그 내용을 설명해주면 흥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

다.

단지 기억능력의 손상으로 이런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과 그 방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

치매환자가 빨래 개기를 힘들어 하는 반면 같은 색의 양말을 짝지어 정리하는 것은 능숙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는가 보다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라,

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카드나 다른 게임 활동을 쉽게 만드세요.

과거에 카드 게임을 잘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카드게임 대신에 모양이나 색깔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는 활동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함께 옷을 접어 정리할 때 옷을 개세요 라고 명령하듯이 말하면 거부감이, “ .”

들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치매환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한 번에 하나의,

일을 차례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벗으세요 라고 전체적인 일을 권하기 보다는 셔츠를 벗으세요 이제 바지를 벗으“ .” “ .”, “

세요 와 같이 단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

또한 치매 환자들은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이 있으면 가능한 한 모두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치매환자가 크고 빠르게 말하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약정리를 살펴본 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보다 자세한 상담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