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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금 
 
많은 치매 환자는 방광 또는 장 조절이 저하됩니다(실금). 원인으로 자연적인 충동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저하,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망각 또는 약물의 부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의학적 원인에 대해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실금 원인 

알츠하이머병을 앓은 환자가 최근에 방광과 장 조절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십시오. 

 

의학적 상태 

 요로 감염, 변비 또는 전립선 문제. 

 당뇨, 발작 또는 파킨슨병과 같은 근육 장애. 

 환자가 제 때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신체적 장애. 
 

약물 복용 및 이뇨제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킬 수 수 있습니다. 

 콜라, 커피, 홍차와 같은 음료는 이뇨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뇨제는 배뇨를 

촉진합니다. 
 

환경 및 의복 

 환자가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화장실로 가는 통로에 가구와 같은 장애물을 치우십시오. 통로의 조명을 밝게 

하십시오. 

 벗기 쉬운 옷을 입도록 하십시오. 

 
탈수 

 음료를 억제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탈수가 초래되어, 요로 감염으로 

이어지고 실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할 사항 

 방광 및 장 장애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오줌을 지리셨네요”라고 

말하기 보다 “무엇을 엎지르셨네요”라고 말하십시오. 

 사무적으로 대하십시오. 비난하거나 환자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프라이버시를존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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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통 

 환자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때 이를 말하도록 독려하십시오. 

 안절부절못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표정을 짓거나, 초조한 듯이 

왔다갔다하거나 갑작스럽게 말이 없거나 구석에 몸을 숨기는 등 비언어적 

몸짓을 관찰하십시오. 이러한 몸짓은 화장실을 사용해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아기의 말이 아닌 어른의 표현을 사용하여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언급하십시오. 

 환자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때 표현하는 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는 

화장실과 관계없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나(예를 들어, “화장실 스위치를 

찾을 수 없네”), 환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표현은 화장실을 가야겠다는 

의미입니다. 
 

화장실을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장실 문을 열어 두어 안이 보이도록 하십시오. 

 화장실 문에 화장실 표시를 붙여 두십시오. 

 벽과 대조되는 색으로 화장실 문을 칠하십시오. 

 화장실을 사용하기 안전하고 쉽게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변기 시트를 올리고 

변기의 양 측면에 손잡이 막대를 설치하고 야간 조명등으로 침실과 화장실을 

밝혀주십시오. 

 침실에 이동식 변기 또는 요강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변기로 착각할 수 있는 식물, 쓰레기통, 기타 물체를 치우십시오. 

 환자가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작은 양탄자를 치우십시오. 
 

미리 계획한다 

 환자가 일상적인 화장실 사용 시간을 관찰하고 알고 있으십시오. 

 평상 시 사용 시간 직전에 환자에게 화장실을 사용할 것을 상기시키십시오. 

 화장실을 규칙적인 시간에 사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가장 

먼저, 낮 시간에는 두 시간마다, 식사 직후와 취침 직전에 화장실로 모셔다 

드리십시오. 

 실금이 발생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실금이 두 

시간마다 발생하면, 이 시간 전에 환자를 화장실로 모셔다 드리십시오. 
 

후속 조치 

 환자가 소변이나 대변을 보았는지 화장실을 확인하십시오. 

 환자가 변기의 물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규칙적으로 민감한 피부 부위를 씻고 파우다 또는 연고를 바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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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를 모니터한다 

 취침 전에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콜라, 커피, 홍차, 주스와 같은 배뇨를 자극하는 음료수를 적게 마시십시오. 
 

조정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벗거나 세탁이 용이한 의복을 선택하십시오. 

 환자에게 패드를 댄 내복이나 성인용 기저귀 착용을 고려하십시오. 

 환자가 완전한 배뇨나 배변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서의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세면기에 물을 틀어 놓거나 배뇨를 자극하기 위해 환자에게 음료수를 

주십시오. 

 환자의 침대에 고무 시트나 실금 패드를 깔면 소변이 매트리스에 스미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협회는 알츠하이머병의 진료, 지원 및 연구에서 세계적인 자발적 보건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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