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중요한 일 기억하기
치매 환자가 기억력 저하로 과거의 중요한 일을 기억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응하는 방
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치매나 다른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기념일, 생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뇌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진행될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치매환자가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억 노트를 만들어 활용하세요.
기억 노트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수첩이나 노트에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기념품을 사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때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억 노트입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사진을 분류하여 정리해놓으면 기억력 저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기억 노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사진을 보면서 치매환자가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
지만 누군가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즐겨했던 취미나 오락, 휴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관련된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면, 치매환자와 보다 더 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기억노트에 담겨진 사진들을 보면서 진정할 수 있습니
다.
노트는 보기 쉽고 간략하게 만들어야 하며,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사진을 사건 별로 분류하는 능력은 다른 능력에 비해 늦게 손상이 오기 때문에 함께 기억
노트를 만들면서, 간단한 것은 치매환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자 안에 사진을 모아두고 치매환자가 기억노트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활동
입니다.
기억 노트 만들기 팁
사진에는 언제 찍었고, 무슨 상황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해 두세요.
사진 속 인물이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치매환자와 대화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

다.
치매환자와 함께 만드세요. 한 번에 간단한 내용으로 나누어 일을 진행하면 치매 환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에는 가족 구성원 별로 사진을 분류했다면, 다음 날에는 살았던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기억노트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로 보고 커다란 책으로 만드는 것보다 작은 주제별로 다
양하게 나누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편, 손자 돌잔치, 큰아들 졸업식 등의 치매환자가 분류하기 쉽고 흥
미로울 만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기억 노트 활용하기
절대로 ‘이거 기억나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대신, ‘이런 사진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진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야기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기억 노트는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가까운 곳에 보관하세요
깨끗한 작은 종이에 표시를 해두고 사진 옆에 붙여두세요.
필요할 때 사진이나 표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 노트를 만들 때 긍정적인 말과 도움을 부탁하는 말로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미리
알려주세요.
이는 치매환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기억 노트를 여러 번 확인하면서 도움이 될 지를 결정하세요.
예전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나 다른 접근 방법이 있다면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사진과 같이 치매환자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사진은 없애고, 행
복함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진으로 바꾸세요.
기쁜 목소리, 단순하고 정확한 말,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등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
한 기술을 활용하세요.
예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전 대통령, 지난 50년 동안의 발명품과 같은 역사적
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합니까?
오래 전 일을 이야기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억 노트를 활용해보세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회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회상카드(옛날 물건사진이나 그림)나 옛날에 환자가 주로 하던 게임을
해보세요.(예, 윷놀이 등)
가족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
기억 노트는 기억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효과가 클 것입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는 치매환자의 기억력 저하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단지 짧은 기간에 대한 간단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치매환자가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모두 기억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이 좋지 않은 사건이라면, 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죽은 사람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
습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되, 치매
환자가 먼저 물어보았을 경우에만 말해주도록 합니다.
평소에는 가능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것은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치매환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옛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은행 계좌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치매환자의
기억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력이 저하되어 과거의 중요한 일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치매환자를 대
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요약정리를 살펴 본 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