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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치매 케어의 혁신



 치매 케어에서 중요한 것: 좋은 케어

 치매질환의 특성상 케어의 어려움이 큼

 케어 현장에서 좋은 케어를 실시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 좋은 케어의 수행과 유지는 쉽지 않음

▶현장의 좋은 케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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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케어 현장인 요양시설,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의 케어
실제가 제시됨

I. 요양시설

 치매질환의 특성상 전문화된 장기요양서비스제도 필요
성, 이용자, 시설기준, 급여, 장단점 등 제시

⇉ 치매전담형 요양기관의 확대 시급
⇉ 장점 강화: 케어 질 향상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의 치매전문교육 필수; 요양보호사 및 가족의 만
족도↑ 등)

⇉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현장에서의 대안, 연구,
정책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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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단독 케어↑, 가사중심, 건강관리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제시

⇉ 통합재가서비스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례관리)
실시

⇉ 필수인력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 
체계적인 관리방안 필요
- 사례관리 양식 등 매뉴얼 등: 접수·계획·실천·평가
단계 포함, 쉬운 설명으로 실용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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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간보호센터

 치매환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그들의 힘, 능력 및 독립성
을 뒷받침하기 위한 곳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제공: 치매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개선을 위함 제시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기능상태, 특성 등 고려 제시됨

⇉ 실제 현장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역량있는 프로

그램 제공자의 영입과 운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

⇉ 이용자의 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 이용을

지원하는 체계의 구축 보다 필요: 송영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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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향후 운영방향
으로 제시된 Humanitude는?

 이번 <치매 케어의 혁신>의 컨퍼런스에서 강조된
사람중심의 케어의 일 실천방안

 Humanitude에서 강조되는 케어에서의 4가지 기
법은 치매환자 케어에서 널리 적용되어야 할 것임

 기법(4): 보고, 말하고, 만지고,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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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이 『열반경』을 강의하던 그 자리에 깃발이 세워져 있었
다. 혜능은 그 수업에 참여하여 인종의 강의를 듣고 있었
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나부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바람이 흔들린다, 깃발이 흔들린다.>로
의견이 분분하였다. 혜능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이는 대중의 망념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일 따름이
다.”

<출처: 달마와 그 제자들-이야기 선불교사, 2008. 살림출판사>

▶마음은 흔들린다. 그러나 신념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 치매 케어에서 혁신: 걸림돌을 디딤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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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도좋은 케어로 !!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노인은
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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