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

치매환자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심한 기억력 문제가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때때로 자해 혹은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치매환자의 잘못된 판단은 위험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가족은 치매환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치매환자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위협합니까?

위험을 줄이도록 합니다.

치매환자 또는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환자를 진정시키,

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치매환자에게서 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세요10 .

이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환자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입니다.

만약 치매환자가 집을 떠나려고 한다면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은 치매환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게 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보관,

해야 합니다.

환자를 억압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환자가 좌절감을 느끼고 불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만

강하게 통제합니다.

만약 환자가 폭력적이라면 그 상황을 피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

필요하면 친구 가족 또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만약 가족이 화가 나기 시작한다면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까지 숫자를 세고 심호흡을 몇 번 하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동안 환자에게서 떨10 . ,

어져 있도록 합니다.

걸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이웃 또는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

가족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상시 대책을 만들도록 합니다 만약 폭력 사건이 한번.

이상 발생했다면 특히 더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족과 환자가 긴급한 위험에 처한다면 나 비상연락처로 전화하도록 합니다119 .

가족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때

문제 행동 이후에 환자를 비난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는 대부분 그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치매환자의 분노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환자는 아마도 좌절했거나 혼란스러웠던.

것일 겁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과 상황에 특별히 주의를 집중하도록 합니다.



치매환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는 주치의에게 연락하세요

치매환자가 아프거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경우

치매환자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청력이나 시력의 문제가 있는 경우

치매환자의 약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치매환자의 화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이 있는 경우

치매환자의 행동이 갑자기 또는 크게 바뀌는 경우

지금까지 치매환자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

습니다.

요약정리를 살펴본 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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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