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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치매를 앓고 계신 분과 의사소통하기
○ 비 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

○ 경험 공유하기

○ “지금, 여기”에 집중

○ 여러가지 실용적 Tip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자기 소개

● 의사소통의 첫 단추는 서로를 아는 것 

● “저는 *** 입니다.”

● “당신은 누구신가요?”

TOM

Theory of Mind



“공감”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공감의 기회를 흘려 보내지 마세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 해.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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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메시지 읽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산다. 

● 당신은 지금 어느 해에 살고 
계신가요?

● 과거에 계신 분을 현재로 
모셔오려 애쓰지 마세요.



치매를 갖고 살아가는 분과의 대화

● “기억 상자” 채우기

● 옛 사진 이용하여 대화 시작하기

● 모아가는 과정이 또 하나의 
즐거움

어르신과의 대화. 실용적 팁.

● 쉽게, 짧게 이야기 하기

●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기

● 최신 유행어, 은어 피하기

● 결정의 기회 드리기
○ 차 마십시다. → 차 드실래요?



편안한 대화를 위한 여섯 가지 제안 

1. 여럿이 있을 때 공동 대화 
보다는 1:1 대화에 집중 

2. 같은 이야기 반복하더라도 매번 
새로 듣는 것 같이 반응

3. 한 번에 한가지 이야기 하기. 
여러가지 이야기는 부담. 

편안한 대화를 위한 여섯 가지 제안 

4. 의사 표현에 천천히, 충분한 시간 
제공

5. 이해가 잘 안되는 이야기 의미 찾기.

6. 간단히, 직접적으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 쉽게 질문하기



요양기관에 계신 환자분 방문하기

● 피곤한 저녁 시간 피하기

● 미리 연락하고 가기

● 직원분들과 그 분의 예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누기

●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하기

● 애완동물 데려가기

● 밖으로 나가기. 산책.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경우

● 미리 연락하기

● 장난감, 읽을 거리 가지고 가기

● 간식 가지고 가기

●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릴 것 

가져가기

● 정원으로 나가기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자극 활용하기

● 매일 같은 음악 틀어주기

● 식사 준비하는 소리

● 노래하기

● 손 잡아주기

● 향기와 맛의 효과

다시 결론… 

● 치매를 앓고 계신 분과 의사소통하기
○ 비 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

○ 경험 공유하기

○ “지금, 여기”에 집중

○ 여러가지 실용적 Tip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