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 즐겼던 것들에 대해 흥미가 사
라졌습니까?

기분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지 않게 
됩니까?

식욕을 잃었거나 너무 많이 드십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유지하는데, 예를 들
어 수표장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데 어
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걱정이
십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간병하고 있는 
분이 Insights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
다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Independence at Home

IndependenceAtHo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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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위해

Insights 가 필
요합니다

866-421-1964

1.

2.

3.

4.

5.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 중 많은 수가 불안,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가면
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일반적이 되어 갑
니다. 때때로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도 심
해져서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Independence at Home이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알아 보십시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간병하고 
계시는 분이 다음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무료전화: 

일반 전화: 

866-421-1964
562-637-7116

SCAN 지역 사회 서비스

SCAN 지역 사회 서비스



본인의 건강에 대한 이해

저희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의 간병인은 자신의 
간병 처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
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낄 때, 여러

분은 아마도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거나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

찰을 받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나 간병

인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거나 장애

인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쉽지 않습니다.

간병인 또한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불안, 신경 과민 또는 우울증을 느끼는 것

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여전히 이 감정 처리

를 위해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Independence at Home의 Insights 프로그램은친근하고 숙

련된 치료사를 연결하여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호전되도록 도

와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신체적 건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인이거나 노인의 간병인인 경우에는, Insights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치료가 매우 쉽
습니다. 단 몇 주 
내에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
습니다!

여러분의 자택에서 제공됩니다

노인 및 장애인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한 경우 약사의 도움도 포함됩니다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에 의해 제공됩니다

가정에서의 독립적인 생활 장려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간호하는 누

군가의 요양원 입원 방지

간병인을 위한 자가 간호 및 리소스 제공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IAH 제공 서비스: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

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IAH의 목표:

그레이터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또

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거주.

55세 이상의 노인 

또는 55세 이상 

노인의 간병인.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IAH에 전화해 

주십시오.

866-421-1964

하지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십니까?

2주 이상 슬픔을 느끼거나 우울한 경우,

의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스스로 두려

움을 느끼거나 걱정이 되면 가족 구성원에

게 이야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형의 건강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ational Council on Aging;
Caregiving in the U.S., 2015

¼ 의 노인들은 우울증, 심각한 불안 또는 

또 다른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경험합니다.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