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환자 목욕하기

치매 환자 목욕하기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목욕과 샤워는 위생과 청결 및 건강한 피부를 위한 일상의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치매환자의 저항 두려움 혼란 오해 운동 및 균형감각 문제 주의력 결, , , , ,

핍 등의 이유로 목욕을 도와주는 가족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치매환자가 목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목욕에 대한 두려움은 치매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샤워와 욕조에 대한 오해는 혼란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주변 상황이 익숙하지 않다면,

목욕을 두려워하고 저항하기도합니다.

목욕장소를 익숙하게 부드러운 수건 밝은 빛 따뜻한 색상으로 만들어주세요, , .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욕실바닥과 욕조를 치매환자가 정확히 구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욕하는 동안 차분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으며 치매환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탈의할,

수 있도록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온도계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겁거나 차갑다는 치매환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

다.

빈 욕조에 목욕의자를 놓아 치매환자가 앉도록 하고 손으로 쥘 수 있는 샤워용 호스를 사,

용합니다.

샴푸와 바디워시는 유아용으로 사용하면 순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눈에 들어가

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생식기 주변은 염증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깨끗이 씻겨 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살이 접히거나 겹치는 부분 가슴아래 부분의 상태도 살펴보세요, .

치매환자가 목욕 중에 불안해 하거나 목욕을 거부하나요?

치매환자가 목욕을 하는 과정에 스스로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

다.

환자들이 직접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독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때 쉽고 안전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치매환자와 함께 목욕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세워보세요 달력에 기록해 두고 때에 맞춰 알.

려주세요.

표지판을 이용해 욕실로 가는 길을 표시해서 치매환자가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욕실 문은 밝은 색으로 하고 저녁에는 불을 켜두어 치매환자가 불빛을 보고 찾아가도록 합,

니다.

욕실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없애거나 아주 높게 혹은 낮게 설치하세요, .

치매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를 사용하되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도움을 요청,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목욕을 할 때 필요한 목욕용품은 환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에 놓아두세요.

욕실 벽의 잘 보이는 곳에다가 목욕 순서를 적어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나타내는 간단,



한 표지판을 붙여 주세요.

치매환자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에 필요 없는 물건은 잠시 치워 두고 주변이 어수선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치매환자가 목욕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를 칭찬해주세요.

치매환자가 목욕하는 순서를 잊어버릴 경우

치매환자에게 목욕할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세요.

환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만한 질문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세요‘ ’ .

비누를 잡으세요 팔을 머리 위로 들어보세요 와 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 “ .” .

치매환자가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직접 보여주면서 따라 하도록 도와주세요.

꼭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세요.

치매환자가 발을 씻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고 다른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치매환자가 목욕을 하는 도중에 산만해진다면

욕조에서 목욕을 하는 동안 치매환자가 손에 들고 쳐다볼 수 있는 것을 제공해주면 좋습니

다 이렇게 하면 환자가 산만해지는 것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목욕하는 동안 환자에게 친숙한 음악을 클어 안정을 찾도록 해주고 여벌의 수건을 주어 치

매환자가 목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치매환자를 산만하게 하는 물건들은 스크린이나 커튼을 활용하여 환자의 눈에 보이지 않도

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돌봄 기술 중 치매환자 목욕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정리를 살펴본 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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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