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대응하는 방법

치매 환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치매환자가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것이 짜증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행동은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의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나타

나는 것입니다.

치매환자는 가족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과 가족이 답을 해줬다는 사실조차 전혀 기억하

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매환자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대상 물건 장소 사건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무엇인, , , ,

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것이 무엇이든 치매환자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돌릴 필

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 주거나 재미있어 하는 활동에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으

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물건을 치워 주세요.

질문을 자주하는 시간 아침에 일어난 직후 또는 늦은 오후와 같이 질문을 자주 하는 특정,

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질문을 자주하는 시간이 되면 치매환자의 주의를 돌리도록 다른활동 음악듣기 소일거리 을( , )

하거나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환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치매환자가 간단한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나요?

치매환자가 간단한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 볼 수 있습니다, .

달력이나 일정표는 치매환자의 반복질문에 대처하는데 유용합니다.

치매환자가 날짜 월 년도에 대한 질문을 반복한다면 환자에게 달력을 참고하도록 해주세, ,

요.

치매환자에게 달력을 보여주는 것은 약속이나 행사에 대한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도 합니다.

활동이나 행사 치매환자가 해야 할 목록에 대해 매일 일정을 만들어보세요, .

이는 반복되는 질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질문을 할 때 일정을 확인하도록 해주세요, .

기억보드

기억보드는 벽에 걸 수 있는 칠판 코르크판 같은 것으로 시간 장소 사람전화번호활동 행사, / / , , /

와 관련된 질문에 대처하기에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기억보드는 치매환자가 쉽게 보거나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핸드폰 번호와 집에 돌아올 시간을 판에 적어두세요.

기억보드에 오늘 날짜와 매일 매일 계획되어 있는 활동을 적어주세요.

치매환자가 항상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적어두세요 이것들을 모아 휴대용 크기로 카.



드를 만들어 환자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것이 색인카드입니다.

치매환자가 얼굴을 보고 이름을 떠올리기 힘들어 한다면 사진 아래에 이름을 적어 카드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치매환자가 간단한 안내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해 보세요, .

의사소통을 위해 사진을 활용하세요 가족이 교회에 나가는 날을 설명하기 위해 달력에 십.

자가 그림을 그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잡지에서 사진을 오려 붙여도 괜찮습니다.

숫자

치매환자가 숫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하루의 시간 약속 시간 활동 행사 시간을 위해 숫자, , /

를 활용하세요.

가족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환자가 잠에서 깨서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힘들어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이 되면 걱정 불안 초조한 마음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치매환자가 반복되는 질문을 많이 하는 시간이 하루 중 언제인지 확인해보세요.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환자를 다루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가족휴가제와 같은 서비스를 알아보고 활용, , ,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담당 의사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해보기 바랍니다, .

만약 환자가 걱정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담당 의사도 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걱정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사와 상의해보세요.

치매환자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치매라는 질환 때문임을 잊지 말‘ ’

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들로 좌절감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항상 침착하고 인내심

있게 행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억력이 저하되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요약정리를 살펴본 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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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