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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정성복지센터 
   직책 : 요양보호사  
   성명 : 이 순화  
 
   
  ▣안녕하세요. 정성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이순화입니다.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커다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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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수급자 000 어르신은 97세로서 혼자사는 독거노인
으로 허리가 굽어 똑바로 눕지 못하며 요통 및 하지 
통증으로 부축하여 이동하며 혼자는 기어서 이동을 
하므로 옷갈아입기 목욕하기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태로 욕창이 아주 심한상태였고,  
  
 고령으로 인지행동 환청, 환촉상태에서 변비가 심
해 항문에 손을 넣어 그 변을 끄집어내어 이를 송편
을 만든다는 등 문제행동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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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론 
 
수급자 000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국가에서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병마와 시달리
면서 어렵게 혼자살고 계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에 전화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하였습니다.  
 
  상기 수급자는 2009년 7월10일자로 요양등급을 받
고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극구 반대하여 서
비스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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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복지센터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를 
하기위해 가가호호 방문을 하다 수급자 댁을 방문하
여 어르신의 상태를 보고 방문요양제도에 대하여 상
세히 설명을 하여 수급자 000를 설득하고 오금동주
민센터에 접수도 해주고,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
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문제행동을 하자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교체되는 것을 보고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수급자 어르신을 틈틈이 돌봐드리기는 했지만, 이렇
게 상태가 약화된 줄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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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 서비스 개입전  
 
  수급자 000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출입을 
하지 못하며 병원에도갈 수 없는 상태였고, 특히 변비가 
심한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약 처방을 요구하자 본인이 직접 와서 진단 못 
받으면 약을 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은 처방받지 못하고 식이섬유 등을 처방받아 치료코
자 하였으나 변비는 고치지 못하고 어르신은 더욱 더 고
통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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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에 시달린 수급자는 자신의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 
변을 끄집어내어 이곳저곳에 변을 묻히는 것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항문을 너무 파내어 상처가 나고, 욕창까지 발
생하여 욕창이 너무 심해 간호사를 불러 치료를 받았지
만 낫지 않았습니다.  
 

수급자가 극도의 정서불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위해 특단을 짜 변비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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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비. 욕창치료 특단의 조치 
 
◆ 우거지, 해초류, 연근,우엉, 된장위주로 식단을 만       
    들어 제공하면서 변비치료를 실시하였고, 
 
◆들에가서 쑥을 채취하여 그 물로 좌욕을 시켜드렸 
   습니다.  
 
◆변비로상처가 난 항문과 욕창부위를 일광욕을 매일
시켜드렸습니다. 그외에도 장기요양급여제공 지시대
로 관절구축,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등을 하여 
합병증이 제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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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 서비스 후 결과  
 
 국가에서 범국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문요양서비
스도 모르는 독거노인에게 방문요양의 해택을 받도록 
배려를 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변비 치료를 위하여   식이섬유로 식단을 제공하고,   
 ◆야생 쑥을 채취하여 그 물로 좌욕을 시키고, 일광욕 
    까지 시켜 그 변비를 완전하게  치료하여 건강상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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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로 인하여 고통을 참기위해 자신의 항문에 손 
   가락을 넣어 변을 끄집어내는 행동을 중단하였음. 
 
◆욕창 완전히 치료됨 
 
◆인지장애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의 학습을 시켜 
    인지능력  향상 
 
◆관절구축 및 신체기능상태의 약화방지를 하여 합 
   병증을  예방하였다. 
 
◆수급자가 97세 임에도 85세보다 더  건강하게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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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복지센터장이 지속적인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심리적, 정서적 모든 면에서 매우 안정 된 상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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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 국가에서 범국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으로 어르신들의 삶
이 더 행복해 질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변을 보게 하기 
위해 항문에 오일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손
가락으로 끄집어내는데 1시간 이상 실갱이
를 하다보면 변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주 심
하면 손가락으로 변을 파 드렸다. 
 

97세의 독거노인의 변비.욕창을 치료하는 요양보호사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dcdbf64c429f2f6596cb63e484b310a0/


 
◆수급자가 자신의 변을 끄집어내어 이를 가지고 
노는 치매노인에 대하여 식이섬유로 식단을 제공
하고 욕창 및 항문의 상처 등을 일광욕을 시켜 그 
변비를 치료하게 하므로 인하여 그 수급자가 97세 
임에도 85세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어르신이 행복
하게 살 권리를 질적 양적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100세가 되실 때가지 지금처럼 건강
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가호호 찾아다니는 정성복지센터장님 같은 분 
   이 계셔서 어르신들이 행복해질수 있어서 정말 
   좋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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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되어가고 있는 욕창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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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부위를 일광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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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부위를 일광욕 및 관절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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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부위를 일광욕 및 관절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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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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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하여 합병증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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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비치료를 위하여 우거지, 해초류, 
된장,연근,우엉 등의 모든재료를 다져서 
죽도쑤어드리고, 비빔밥도 해드려 변비
가 완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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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성복지센터  
   이순화요양보호사 의 지극정성으로  
   나 이제 건강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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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000할머니(97세)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요양서비스도 모르는 독거노인이시다.  
 가족이 없는 000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이순화씨는 수
급자의 상태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요양보호사를 취득
하여 가슴으로 먼저 효를 새기며 어르신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질적 양적 향상시켰습니다.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효를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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