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환자가 위험한 물건에 접근할 때

치매 환자가 위험한 물건에 자꾸 접근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살펴보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원래 사용하려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

하지 못합니다..

특히 날카로운 칼은 주방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물건은 시야에 보이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보관해 둘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까?

치매환자가 위험한 물건에 접근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문 사물함 서랍장에 알람 혹은 종, ,

을 설치해 두세요.

치매환자의 안전을 위해 문에 열쇠를 설치하세요.

문이나 사물함에 자물쇠를 걸어두도록 하세요.

집안에 넘어지거나 떨어질 만한 유리가 있는지 둘러보세요.

낮은 유리 테이블에 치매환자가 넘어진다면 다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유리로 된 문에는 눈높이에 맞춰 스티커를 부착하여 문이 있다는 것을 치매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세요.

바닥과 벽에 선반 거울 사진을 단단히 고정하세요, , .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물건을 치매환자가 만지려 할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사물함에 넣고 잠그도록 하세요.

중독사고로부터 치매환자 보호하기

치매환자는 한때 익숙하게 사용했던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와 인식이 어려

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제를 소화제로 착각하여 먹으려 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정해진 약을 일정한 시간 안에 자신이 복용했는지의 여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약과 혼동하여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탁이나 조리대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약을 놓거나 화장실 바닥과 같이 쉽게 보이는 곳,

에 세정제를 놓는 것은

치매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위험한 물건에 접근했습니까?

집 안에 유독한 물질은 모두 치워 주세요.

유독한 물질을 표시할 수 있는 큰 스티커를 붙이세요.

위험 독 또는 경고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를 구입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 .

모든 위험한 약이나 세제는 가급적 찾기 어려운 곳에 보관하고 잠가 놓으세요.

높은 선반이나 사물함에 위험한 약품을 놓지 마세요.

치매환자가 만지려고 하다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 다칠 수 있습니다.

약통과 세제통이 혹시 눈에 띄는 곳에 있는지 집안을 다니면서 확인하세요.



치매환자가 위험한 물건이나 약물을 먹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

다.

위험한 약물이 위로 들어가 소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응급전화번호를 붙여 두고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알아두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지체 없이 에 전화를 하여 응급환자의 기본 정보 상태 장소119 , , ,

등을 알리고 지시하는 주의사항에 따르도록 합니다, .

병원에 갈 때는 복용한 약물이나 병원진료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연락처 나 지역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의 전화번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119 , ,

두세요 또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의 전화번호도 미리. , , , ,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치매환자가 위험한 물건에 접근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정리를 살펴본 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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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