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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입기 

 
겉모습은 사람의 자존감에 기여합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옷을 골라 입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환자는 옷 입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선택 또는 옷입기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옷 입기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많습니다. 

 

신체적 문제 

환자에게 균형 문제 또는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닫기 위해 필요한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는가? 

 

사고 문제 

 환자가 옷 입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가? 

 환자가 자신의 옷을 알아보는가? 

 환자가 하루 중의 시간 또는 일년 중의 계절을 인식하는가? 

 

환경 

 환자가 프라이버시 결여, 차가운 방, 조명 불량 또는 소음으로 괴로워하는가? 

 

기타 우려사항 

 당신은 환자를 빨리 옷 입히기 위해 재촉합니까? 

 당신은 옷 입는 방법에 대해 명료한 단계별 지침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옷 

입는 일이 너무 복잡합니까? 

 당신이나 타인 앞에서 옷을 입힘으로써 환자가 민망해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환자의 옷 입기 어떻게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지 알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을 단순화한다 

 따뜻한 날씨와 서늘한 날씨에 적합한 옷들을 포함하여 환자를 위해 적절한 

옷들을 펼쳐 놓으십시오. 

 적절한 경우, 환자가 좋아하는 옷 또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단 두 가지의 셔츠 또는 바지만 제안해보십시오. 

 옷장에서 필요없는 의류를 치우십시오. 환자는 선택할 옷이 너무 많으면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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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단순한 옷을 선택한다 

 편안하고 입고 벗기 쉬운 헐거운 옷을 선택하십시오. 

 풀오버 탑보다 앞에서 단추를 잠그는 가디간, 셔츠 및 블라우스가 때때로 입기 

더 쉽습니다. 

 다루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는 단추, 스냅 및 지퍼 대신에 접착포를 

사용하십시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옷 길이가 적당한지 확인하십시오. 

 환자가 편안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게 하십시오. 

 환자가 휠체어에 한정된 경우, 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더 편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규 옷을 조정하십시오. 

 특히 허리와 엉덩이에서 옷이 헐거운지 확인하고,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직물을 선택하십시오. 

 

옷 입는 절차를 조직화한다 

 각 품목을 입어야 하는 순서대로 옷들을 펼쳐놓으십시오. 

 환자에게 한 번에 한 품목의 옷을 넘겨 주면서 “옷 입으세요” 보다는 “셔츠 

입으세요” 같은 간단한 지시를 하십시오. 

 환자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한다 

 환자가 같은 옷을 반복적으로 입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과 같은 옷을 여러벌 

구하거나 유사한 옷을 준비하십시오. 

 환자가 옷을 여러 겹 입으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지 환자가 너무 덥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옷이 어울리지 않아도 비판이 아닌 칭찬을 하십시오. 

 

알츠하이머협회는 알츠하이머병의 진료, 지원 및 연구에서 세계적인 자발적 보건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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