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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우울증 원인

1. 뇌 기능의 변화 : 신경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뇌 안의 물질이 감정 등의 뇌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

해 우울증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전적 요인 : 우울증을 가진 가족 내에서 우울증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3. 스트레스 : 죽음, 이별, 실패, 실직, 건강문제 등의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약물 및 알코올 : 술이나 약물을 먹게 되고 이 때문에 다시 우울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증상

집중력 및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잠을 충분히 못 이룹니다.

식욕감소 및 폭식으로 인한 체중변화를 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 초조, 긴장, 안절부절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울한 기분, 반족적인 슬픈 생각, 걱정과 자책감을 가집니다.

우울증 치료

정보마당 정신건강정보 기분장애

우울증이란 무엇일까?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병으로 평생 유병율이 15%이며, 특히 여자의 경우 25% 정도에 이릅니다.

기분장애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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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영화로 이해하기

[ 비버 ]

‘비버’라는 인형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려는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분투기를 다룬 작품입니

다.

성공적인 사업가, 월터는 현재 극심한 우울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도 소원해지게 됩니다.

월터는 자신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는 자살시도를 하던 끝에, 손가락인형인 비버를 발

견, 비버인형과 함께 우울증 극복해 나가는 영화입니다.

조울증

조울증 원인

1. 뇌 기능의 변화 : 신경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뇌 안의 물질이 감정 등의 뇌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우울증

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전적 요인 : 우울증을 가진 가족 내에서 우울증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3. 심리사회적요인 : 심리적 또는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기도 합니다.

조울증 증상

1. 조증 증상

쉽게 흥분하고 들뜨는 기분을 가집니다.

상황에 부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한 불면 상태를 보입니다.

2. 우울증 증상

집중력 및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잠을 충분히 못 이룹니다.

식욕감소 및 폭식으로 인한 체중변화를 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울증 치료

조울증이란 무엇일까?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1회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조증은 의기양

양, 기고만장 등의 행복감에 차 있는 상태를 말하며, 우울증은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http://www.muan.go.kr)



'조울증' 영화로 이해하기

[ 미스터존슨 ]

1993년에 만들어진 리차드 기어 주연의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떠난 후 조울증을 앓게 된 한 남자와 그를 치료하고자 했던 여의사의 사랑이야기

입니다.

영화에서는 조울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소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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