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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이나 핑거를 해야 하고 또 다시 변비상태가     
되어 손으로 항문을 만지신다 3 

 처음  입소  어르신들은  대부분  만성  또는   
 악성  변비가  있다 .  1 

변비약은  보통  2~3종류이상이다  2 

배변은  기본적인  배설욕구이므로  변비해결   
특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  

5 

항문입구까지  차  있는  굳은  변이 어르신 손가락과 
손톱, 옷, 이불과 침대, 벽에도 묻혀 놓는다 

4 

추진배경 

변비해결 특급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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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해결 특급프로젝트 

전  직원이  노인성 변비의 
특성을 이해한다. 

목  적 

전체어르신들의  만성변비를 
해결한다. 

변비해결로  어르신들의 
품위를 유지시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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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처방된 변비약을 

1개 이상 줄이며 

최소화 한다. 

만성변비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매증상도  완화

시킨다. 

배변활동은  기본적 

배설욕구로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  

또는  최소 3일을  

넘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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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변상태  
  매일확인 

(전직원공유) 

1. 비타민과일 
요플레매일제공 
(오전9시30분) 

변비해결방법 

수행방법 

2. 수분공급
(매일6회-

1,000CC이상) 
  

3.죽염꿀물제공 
(1일1회이상) 

6.복용약물
최소화 

(의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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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부핫팩및
대장마사지 
(1일1회이상 



  효 과 (벽에 똥칠하는 것은 치매가 아니다) 

기본적인 배설욕구해결 

1. 배변주기 

   : 1일 1회  또는  

     최소 3일 

2. 일정한 식사량 

3. 원만한 수면활동 

활력징후의 안정 

1. 혈압.맥박의 안정화 

2. 체온의  안정 

3. 만성변비로 인한 

합병증(변실금 , 

소화장애, 두통,

피부장애  등)예방 

어르신의 품위유지 

1. 변을 손에  묻히고 

   벽에 바르던  

        이상행동 멈춤 

2.치매증상의  

        현저한 완화 

3. 신체청결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온유함 유지 

4. 얼굴 피부색이  

   맑아지고  활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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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및 수행인력 

소요예산  : 1년 예산  6,600,000원 (월550,000원) 

추진기간 : 2008년 7월 1일 ~ 2013년 6월 현재까지 

수행인력 
(매일 19명) 

간호팀
2명 

조리팀
2명 

생활팀장 요양보호사
14명 

디아코니아노인요양원 



추진과정 상 갈등 극복과정 

조리팀과  

요양보호사팀, 

 간호팀 사이에서 

역할분담으로   인한 

갈등 

1.책임회피 및 
역할갈등 2.갈등극복과정 

1. 전  직원교육 실시  

  : 노인성변비의       

   특성과 변비해결 

    후의 기대효과 

2. 역할분담 실시 

 

3.현재진행상황 

1. 책임있는  

       역할분담 

2. 개별사례나눔 

3. 변비해결로          

   어르신케어 50% 

     성공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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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요플레 만들기 
 

토마토
1개 

우유 
3,500cc 

생요플레 
3개 

1.식기건조기 
90℃- 40분 

2.실온14시간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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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기준) 



비타민과일요플레 만들기 

비타민과일요플레(1일 1회-오전9시30분) 

직접만든
요플레

3,500cc 

요구르트
15개 

토마토 
(사과) 
15개 

바나나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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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과일요플레 및 수분공급사진(1일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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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꿀물 및 대장마사지 

1.죽염꿀물 드리기 
   : 1일 1회 이상  

 2.핫팩 및 대장마사지-1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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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공급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