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polar Affective Disorder (Updated in June 2017)                            Bipolar Affective Disorder (Korean) 

      

      증상 

극단적인 에너지의 충만, 기분의 고조와 깊은 절망, 

고통등의 양극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증 상태의 증상 

 피곤을 느끼지 않으며, 수면 욕구 감소 

 기분이 고조되고,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자신감 증가 

 충동적이 되며 판단력 저하 

 차림이 화려해지거나, 지나친 치장/화장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무리한 추진 

 돈 씀씀이, 성 생활의 큰 변화 

 말이 빨라지며 또 많아짐 

 쉽게 짜증을 내거나 흥분함 

 환각, 망상 (증상이 심한 경우)  

 

         울증 상태의 증상 (우울증 증상과 비슷함) 

 슬픔이 지속되거나 이유 없는 눈물을 흘림 

 평소에 즐기던 일에 흥미를 잃거나 사회생활 감소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 

 식욕이나 수면 습관의 변화 (감소 혹은 증가) 

 걱정, 불안 증상의 증가 

 염세적이고, 죄책감이나 자책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정확한 진단이나 진료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양극성 기분장애 
        (Bipolar Affective Disorder) 
 

양극성 기분 장애는 기분, 에너지, 생각과 행동의   

극단적인 변화가 특징입니다. 조증 (기분이 상승한  

상태)과 울증 (기분이 가라앉는 상태)이 교대로     

나타나며 이러한 기분 변화는 수 일, 수 주 또는   수 

개월간 지속 되기도 합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으며 병의 경과  또한 양호한 편이나, 재발이 잦은 

질병이므로 양극성 기분 장애에 대한 환우나 가족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역할 

 병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환우의 기분 상태를 관찰합니다 

 재발의 징후를 가능한 한 빨리 인지하여 담당  

의사와 의논합니다 

 치료의 효과를 믿고 따르며, 지속적인 약의 복용을  

도와 줍니다 

 환우의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식사 시간이나 일생 생활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도와 줍니다. 

 모든 의사 결정에 환우와 가족이 함께 합니다 

 가족들을 위한 필요한 도움이나 후원을 받습니다 

 

 
 

 

 

 

 

 

새움터 (Sae Woom Tor)는 새싹이 움트는 곳이라는 뜻

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이나 가족들

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틔우려는 열정을 가진  정신과 

의사, 사회 복지사, 간호사, 카운셀러들의 단체입니다. 

 

새움터는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한인 교민사회의 정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시각을 향상시킴

으로써 서로 돕고 이해하는 밝고 건강한 한인 공동체

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비전 (Vision)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한 삶 추구 

 

           미 션  (Mission)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빠른 회복 과정을 통한 사회 참여 지원 

 한국 문화와 정서에 맞는 서비스 지원 

 

 
      

 

새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이메일로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철저) 

홈페이지 : www.saewoomor.org.nz 

이메일    : admin@saewoomtor.org.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