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성명 나이 지역 보조기구 1 보조기구 2 보조기구 3 보조기구 4

1 김O희 84 서울 에이프런및식기류 배회감지모니터 기저귀커버 욕창매트리스

2 이O영 80 서울 배회감지기 치매인형(효돌-남) 에이프런및식기류 음성증폭기

3 김O옥 95 경기 에이프런및식기류 손떨림방지스푼 치매인형(효돌-여) 안전KIT

4 박O임 89 경기 배회감지기 목욕의자 약케이스(알람) 안전kit

5 김O길 71 서울 치매인형(카보짱) 배회감지모니터 전동석션칫솔 전동침대

6 김O화 56 경기 손떨림방지스푼 약케이스(알람) 치매인형(효돌-여) 전동석션칫솔

7 박O자 70 서울 치매인형(카보짱) 배회감지모니터 전동석션칫솔 전동침대

8 유O열 77 경기 배회감지모니터 안전kit 전동석션칫솔 변기안전손잡이

9 김O숙 94 서울 배회감지기 약케이스(알람) 치매인형(효돌-여) 폐달운동기기

10 이O희 88 경기 목욕의자 전동석션칫솔 치매인형(카보짱) 에이프런및식기류

11 서O자 76 경기 약케이스(알람) 안전kit gps배회감지기 실버카

12 정O호 79 서울 전동석션칫솔 치매인형(효돌-남) 화투패짝맞추기 욕창방지매트

13 김O경 82 서울 배회감지모니터 목욕의자 손떨림방지스푼 치매인형(카보짱)

14 김O순 84 경기 안전kit 배회감지모니터 손떨림방지스푼 목욕의자

15 조O돈 89 서울 논슬립매트 목욕의자 치매인형(카보짱) 전동침대

16 방O순 71 서울 안전KIT 손떨림방지스푼 치매인형(카보짱) 전동침대

17 강O순 79 경기 목욕의자 안전KIT 감각활동패드 약케이스(알람)

18 신O엽 90 경기 에이프런및식기류 목욕의자 치매인형(효돌-여) 안전손잡이

19 추O엽 93 경기 화투패짝맞추기 전동석션칫솔 치매인형(카보짱) 에이프런및식기류

20 임O순 77 경기 목욕의자 안전kit 치매인형(효돌) 실버카

21 이O례 92 경기 안전kit 목욕의자 치매인형(효돌) 실버카

22 김O자 86 서울 배회감지모니터 목욕의자 배회감지기 알림알약케이스

23 박O예 79 경기 치매인형(카보짱) 감각활동패드 논슬립매트 리프트체어

24 염O호 73 경기 손떨림방지스푼 목욕의자 약케이스(알람) 안전kit

25 정O자 79 서울 약케이스(알람) 전동석션칫솔 GPS배회감지기 치매인형

26 서O임 97 경기 에이프런및식기류 감각활동패드 전동석션칫솔 치매인형(카보짱)

27 정O옥 82 경기 약케이스(알람) GPS배회감지기 치매인형(카보짱) 변기안전손잡이

28 인O환 77 서울 치매인형(카보짱) 목욕의자 볼링게임 전동페달형운동기구

29 김O희 86 경기 목욕의자 감각활동패드 치매인형(카보짱) 약케이스(알람)

30 이O선 85 경기 배회감지모니터 치매인형(효돌-여) 안전KIT 계단안전손잡이(130cm*5개)

31 오O근 78 서울 약케이스(알람) GPS배회감지기 안전KIT 폐달운동기기

32 박O원 80 경기 손떨림방지스푼 안전KIT 치매인형(효돌-여) 감각활동패드

33 신O분 83 경기 배회감지기 배회감지모니터 화투패짝맞추기 치매인형(효돌)

34 김O자 78 경기 치매인형(효돌-여) 목욕의자 안전KIT 전동페달운동기

35 정O분 79 경기 치매인형(카보짱) 목욕의자 안전KIT 전동페달운동기

36 김O금 83 서울 배회감지모니터 목욕의자 치매인형(카보짱) 전동상하지운동기구

37 지O술 84 경기 손떨림방지스푼 약케이스(알람) 안전KIT 에이프런및식기류

38 양O순 73 경기 목욕의자 약케이스(알람) 치매인형(효돌-여) 안전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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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나이 지역 보조기구 1 보조기구 2 보조기구 3 보조기구 4

39 유O종 88 경기 에이프런및식기류 손떨림방지스푼 치매인형(효돌-남) 변기안전손잡이

40 이O영 89 서울 약케이스(알람) 안전kit 화투패짝맞추기 모션매트리스

41 이O순 83 경기 치매인형(효돌-여) 화투패짝맞추기 논슬립매트 미끄럼방지매트

42 이O수 80 경기 손떨림방지스푼 목욕의자 안전kit 치매인형(효돌)

43 정O만 79 서울 치매인형(카보짱) 전동석션칫솔 목욕의자 미끄럼방지매트

44 한O석 83 경기 안전KIT 약케이스(알람) 치매인형(카보짱) 안전손잡이

45 이O례 81 경기 손떨림방지스푼 목욕의자 치매인형(카보짱) 전동페달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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