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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들이 줄 수 있는 도움 

 우울증 증상을 보일 때 가능한 한 빨리 의사에게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격려하며,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환우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시키고 주의깊게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여유로운 마음 (인내심)으로 환우를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 줍니다. 

 가벼운 운동, 영화나 전시회 감상, 취미 활동등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좌절감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본인이 싫어하거나 능력에 

벅찬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그치거나 좌절시키는 말을 삼가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생긴 병이라거나,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다고 비난하거나, 게을러서 그렇다는 등의 말은 치

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우울증 (Depression) 
 

 

우울증은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신과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 드는 상태와는 

다르며,  수면, 식욕, 신체, 사고방식,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몇 달, 또는 몇 년간 증상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서 쉽게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우울증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20 대에 주로 

시작되고 40 대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층  에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자는 

생리, 임신, 출산, 폐경 등 호르몬의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 우울증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나약해서 생긴다거나,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의지로 극복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  

우울증 증상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게 되어 심하면 

자살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질병중의 하나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완치가 가능하며, 대개는 발병 

이전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치료 시작 

후 의사와 상의없이 임의로 성급히 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재발되기가 쉽습니다. 

 

 

 

 

 

 
 

 

새움터 (Sae Woom Tor)는 새싹이 움트는 곳이라는   

뜻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이나 가족

들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틔우려는 열정을 가진 정신과 

의사, 사회 복지사, 간호사, 카운셀러들의 단체입니다. 

 

새움터는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한인 교민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시각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로 돕고 이해하는 밝고 건강한      

한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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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