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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통계 

미국인 5명중 1명은 정신질환을 가

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아시아계 미국인은 백인 미국인에비해

감정 또는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요청할 확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전쟁을겪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주한 난민 중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50~70%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40%는 우울증을, 그리고 35%는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National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Mental Health Association). 

아시아계 미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자살은  10번째에 해당합니다 

(The Office of Minority Health). 

15~24세 및 65세 이상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은 모든 인종/민족  

그룹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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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몇 시간 찾아봤는데 

낼만한 곳이 없었어요. 

애비는 2개월 전에 실직했지만, 남편 조나단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나단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애비가 전날 밤에  

입던 옷을 입은 채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지냈어? 오늘 어땠어? 이력서 낸 직장이  

있었어? 

애비, 괜찮은 거야?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피곤하고 머리가 많이 아파요. 

저녁 생각도 없고 잠이나 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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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오후 5시 반밖에 안 됐는데... 

조나단, 그냥  

피곤해서 잠만  

자고싶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 힘도  

없어지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식욕도 없어진것 

같아. 어디 아픈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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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의 

징후와 증상 

사람과 일상  

활동을 멀리함 

무감각해지거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짐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있음 

식구나 친구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싸움 

무기력 또는  

희망을 상실한  

느낌 

평소 이상의  

흡연, 음주, 또는 

약물 복용 비정상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잘 

잊어버리거나, 화 

또는 겁이 많이남 

일상 업무 수행 

불가 

어떤 생각이 머리

에서 떠나지 않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을 가짐 

인간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감정 변화  

경험 환청을 듣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음 

Source: Mentalhealth.gov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을 겪고있다면 조기  

경고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나 수면 

시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음 

기운이 없거나  

맥이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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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자, 일요일인데 절에서 열리는  

건강 검진 행사에 가보는 게 어때? 

난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봐서  

가요. 

오케이, 좋아요. 

준비할께요. 

당신 항상 지역사회 행사에  

가는 걸 좋아했었잖아. 다음  

행사는 5개월 후에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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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행사에서 애비와 조나단은 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의 정보 자료 테이블로 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정신 건강 인

쇄물을 보고 계시네요.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저희 식구 중에는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요. 

애비, 이 인쇄물이 

재미있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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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은 우리의  

전체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정보가 더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상의 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고, 

건설적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상태. 

정신적 괴로움 및/또는 손상된 기능에  

연관되어 사고, 감정 또는 행동(또는 이 중  

일부의 결합)의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총체적으로 모든 진단이 가능한 정신적인  

혼란 상태 또는 정신 질환. 

Sourc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정신 건강은 

무엇인가? 

정신 질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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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만, 실성한  

사람만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 질환이 뇌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정신과 신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 우리의 생각, 

느낌 또는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을 

이해해야 건강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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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식구, 친구 

또는 의사와 대화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와 

대화하면 편견없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걱정하시는 점은 잘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너무 억제하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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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전문가의  

유형 

정신과 의사는 

의학적 및 정신의학적으로 평가하고  

정신의학적 장애를 치료하고,  

심리요법을 제공하며, 약물 처방 및 

그 경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심리 테스트와 평가를  

제공하고 감정/행동 문제와 정신  

장애를 치료하며 다양한 심리 치료 

기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정신건강 임상 간호사는  

정신과 질환이나 약물 오용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 및 진단, 약  

처방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정신건강 간호사는 정신  

질환, 임상 사례 관리 및 심리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는 사례 관리, 입원  

환자의 퇴원 계획 서비스, 환자의  

배치 서비스 및 기타 환자를 위한  

다양한 일상 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한 전문 상담사는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와 진단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또는 그룹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료 전문가란 “같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으로서 회복 과정동안  자신의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Source: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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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은 제게 

약만 주는 것이 

아닌가요? 

반드시 개인별 상황을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하며 치료도 개인별로 맞추어야 

합니다. 일부 증세의 완화를 위해서 약물 투여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최선의 치료 방법에는 약물과 일부 형태의 대화 치료법이 사용됩니다. 

Sourc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모든 치료에 약물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운셀러, 사회 복지사, 또는 

심리학자와 상담한 후에  

정신과 의사한테 환자를  

연결해줄 필요가 있는지  

결정됩니다. 그 후에 정신과  

의사가 약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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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런 활동이 도움되지 않을 경우  

여기에 있는 저희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연락처로 연락하세요.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와 대화를  

원치않는 분에게는 정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 일정한 수면 습관, 

그리고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정신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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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 보건 사회 복지부는 다양한 정신 건강/약물 오용 및 

위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 240-777-1770의 Access to Behavioral 

Health 으로 연락하십시오. 

지역별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처 

본인 또는 아는 사람이 몇 가지 증상을 겪고 있거나 그 증상 중 일부가 

악화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를 위한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이해

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 전화 240-777-4517로 연락하시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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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후원 기관: 

Asian American Health Initiative (AAHI)는 AAHI 운영 위원회,  

photonovel 배우, 지역사회 동반자 그리고 이 자료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AAHI 직원의 헌신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hinese Culture and Community Service Center, Inc. (CCACC) 

Viet Nam Medical Assistance Program (VNMAP) 

Cross Cultural Infotech (CCIT)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KCSC) 

Asian Indians for Community Service, Inc. (AICS) 

Association of Vietnamese Americans (AVA) 

AAHI Steering Committee 

면책 선언: 이 photonovel의 인물, 장소 및 사례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 인물 또는 

사건과 비슷할 경우,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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