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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of the Family and Friends 
 

 

 Encourage your loved one to see a health 

professional as soon as possible so that appropriate 

diagnosis and treatment can be received 

 Encourage and support your loved one to engage 

and persist with their treatments – whether they be 

talking therapies or medication 

 Endeavour to understand the feelings of your  loved 

one 

 Actively engage your loved one in conversation and 

listen to them carefully 

 Be patient and keep encouraging your loved one 

 If your loved one expresses thoughts of self harm or 

suicide then act accordingly to agreed plans. This 

may include informing appropriate clinicians 

 Encourage regular exercise, hobbies, enjoyment of 

movies or other interests but be careful not to 

enforce these against his/her wishes or capabilities 

at the time as this may increase their sense of failure 

and guilt and could worsen symptoms 

 Avoid criticism or other negative comments – such 

as ‘depression is due to lack of will-power or 

laziness’, ‘you can do this but just choosing not to’ - 

that can increase sense of feeling defeated and can 

adversely affect your loved one’s recovery 

 

 

    

   Depression 
 

Depress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mental 

illnesses seen around the world.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it is different to a transient state of 

sadness or low mood but rather a condition that 

affects mood as well as sleep, appetite, physical 

state, thinking and even behaviour that can last for 

months or years. Often we find many people with 

depression can become frustrated or even angry 

because others around them may not fully 

comprehend the extent of their sufferings or may 

even make light of difficulties they face.  
 

Depression can come at any age but often starts in 

the 20s and incidence peaks around the 40s. 

Depression is being increasingly identified in children 

and adolescence as well. It is more common in 

women, which may be related to hormonal changes 

seen through menstruation, pregnancy, delivery, and 

menopause. It can be naive to think that depression 

can simply be overcome by ‘will-power’ based on 

the belief that it is a ‘disease of mind’ or caused by 

‘feeble-mindedness’. If it was left untreated, 

depression could result in significant and prolonged 

suffering and even suicide. However depression is 

one of the most treatable mental illnesses and 

remission can be achieved with appropriate 

interventions. Most people can recover their function 

back to the state prior to their depression but they 

may also relapse, especially if necessary treatments 

(including medications) are prematurely stopped 

against medical advice.  

 

 

 

 

 

 

Sae Woom Tor is a charitable trust which was 

established in 2009 to support and help Korean 

individuals and/or their families who suffer from 

mental illness and to give them hope for the 

future. The members are both Korean and English 

speaking professionals including psychiatrists, 

social workers, nurses and counselors. Sae Woom 

Tor refers to a place where new sprouts burst 

open in the spring; it is a symbol of hope for the 

future. 
 

Sae Woom Tor aims at promoting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all people in the Korean 

community by provid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advocacy to the services which support 

people with mental illness.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aewoomtor.org.nz.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by email;admin@saewoomtor.org.nz 

Sae WoomTor guarantees strict confidentiality 
 

 
 

 

This brochure is intended to help you better understand 

mental health. Please consult your doctor for accurate 

diagnosis and treatment (Updated in July 2014) 

 

http://www.saewoomtor.org.nz/
mailto:admin@saewoomtor.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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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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게을러서 그렇다는 등의 

말은 치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을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작성: 2013년 11월)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우울증 (Depression) 
 

 

우울증은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신과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일시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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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에 주로 시작   

되고 40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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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틔우려는 열정을 가

진 정신과 의사, 사회 복지사, 간호사, 상담사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새움터는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시각을 향상 시킴으로써    

서로 돕고 이해하는 밝고 건강한 한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새움터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ental Health 

Foundation of NZ (Like Minds, Like Mine)와 Internal 

Affairs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전 (Vision) 
 

 정신 건강을 증진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고  

개선하여 삶의 희망 나누기 
 

 

 

 

 

새움터 홈페이지 www.saewoomtor.org.nz를 통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철저) 

 

 

http://www.saewoomtor.org.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