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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증, 알츠하이머성치매, 당뇨 등의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다 현 요양시설로 입소하였음.
2007년 파킨슨 발병, 2008년 치매와 양극성 장애
가 발병한 상태임.
ct.가 소리지르는 것과 난청이 있으므로 주의 케
어를 부탁하였음.

밤에 수시로 부르는 소리가 들리
나 직원을 부르는 것은 아니었음.
낮에도 가만히 있다 알 수 없는 
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가 많음.

mmse-k 측정결과 정상에 해당되
었음. 치매그룹C에서 활동하여야 
하나 큰소리를 수시로 내는 문제
점이 있음.

의뢰경위 및 
생활/경제 환
경 

수급자 
문제점

1.-권은미 시설장: 요양병원에서 시설로 이동과 케어를 하
던 사람이 바껴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어르신들이 
환경이 바뀌면 불안과 초조함으로 인해 섬망이나 다른 정
신적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잘 지켜보고 적응할 수 있
도록 세심한 케어를 해해서 심리적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박동희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전에 간병하던 사람을 부
를 때가 많다. 그때마다 고향에 갔고 조금 있어야 온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2.-권은미 시설장: 보호자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누
워만 계시다 보니 보행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
에 걷기운동을 시켜달라는 욕구가 제일 강하다.-문윤정 
물리치료사: 일단 ct.의 의지와 욕구가 있어야 보행연습
이 가능한데, 일단 어르신을 물리치료시간에 참석시켜보
고 스케쥴을 잡도록하겠다.
-박동희 요양보호사: 바깥으로 잠깐 올 때도 휠체어에 
앉기를 요구하시기도 한다. 물리치료실로 모셔보겠다.

3.-박은령 사회복지사
때 솔직히 정확히 말하지 말고 침상을 치운다던가 방
청소를 해야한다는든지의 말로 휠체어로 이동시킨 후 
활동에 참여를 시키는 방법이 있다
부할 수도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윤정 믈리치료사
일단 프로그램이 끝난 후 
보자.

(회의내용)

대안적 서비
스 제공 유형

2016. 02. 15
-박은령 사회복지사: 
여할 것이다. 고함이나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으므로 참여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
-박동희 요양보호사: 
금요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다.
-박은령 사회복지사: 
아하신다고 하니 꼭 참석하셔야한다
-권은미 시설장: 목욕스케쥴을 조정해드리겠다

(회의내용) 2016. 02.12
-권은미 시설장: 어르신의 고함이나 밤에 이상행동은 어떠한가?
-박동희 요양보호사: 밤에 늦게주무시면서 고함치는 것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먹
을 것이 옆에 있으면 밤이라도 다 잡수신다.
-권은미 시설장: 바깥에 놔두고 적절히 제공해드리도록 하고, 프로그램에 모셔지
는 것은 어떠한가?
-박동희 요양보호사: 처음에는 팔다리로 휘저으면서 거부반응이 심하여도 기분좋
게 유도하여 오후 프로그램에 모시고 있다.
-박은령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시간에 일단 오시면 점잖게 행동하시고 열심히 작
업하고 있다.
-문윤정 물리치료사: 3층 체조시간에 아주 잘 따라하고 계신다.

(회의내용)

대안적 서비
스 제공에 
따른 결과

중간 모니터
링 경과

(회의결과) 오전에는 조순분ct., 오후에는 정진국ct.가 보행연
습을 하고 있어 물리치료실에서 하는 스케쥴이 
잡기 어렵다. 보행운동이 꼭 필요하다.

(회의결과) 1.3시45분에 끝나는 3층 체조시간
후에 15~20분 정도 복도에서 보행
연습을 할 것이다.향후조치

계획
잔여문제점

권은미, 박은령, 문윤정, 박동희
참여자명단 서명

참여자 서명

번호 이름 ID 서명 번호 이 ID 서명 번호 이름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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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10:00:00 ) 회의장소 3층 거실

측정결과 정상에 해당되
에서 활동하여야 

하나 큰소리를 수시로 내는 문제

목욕, 프로그램 활동, 물리치료 등
과 관련하여 침상에서 다리가 아
프다며 거부하는 것이 강함.

박은령 사회복지사: 활동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할 
때 솔직히 정확히 말하지 말고 침상을 치운다던가 방
청소를 해야한다는든지의 말로 휠체어로 이동시킨 후 
활동에 참여를 시키는 방법이 있다. 환경이 낯설어 거
부할 수도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윤정 믈리치료사: 물리치료실로 모셔오기가 힘들면

일단 프로그램이 끝난 후 3층체조시간에 참석을 시켜
.

: 계속 치매 C그룹에 소속되어 치매프로그램에 참
고함이나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으므로 참여 활동하는데 

: 오후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목욕을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목욕을 하고나서는 참석하지 않으신

: 수요일은 주로 서예교실이 진행되는데 서예를 좋
아하신다고 하니 꼭 참석하셔야한다. 조정해주시면 좋겠다.

목욕스케쥴을 조정해드리겠다.

급여계획반영 내용

2016.02.18치매그룹 C에 소속되어
치매프로그램에 주3회 참여.

ID silverbell 박은령

ID 서명

인사기록카드에 등록되지 않
은 참석자서명 코너입니다

참석자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