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는 고객님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 
Depression in 
Older Adults

1.866.586.8044 
agewellnewyork.com

Knowing  when and how to 
get help for this treatable 
illness

Depression is different in 
older adults

According to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bout 
80% of older adults have at least one 
chronic health condition, and 50% 
have multiple health issues. 
Depression is more common in people 
who also have other illnesses such as 
heart disease or cancer, which may 
result in limitations in their daily life.

Understanding depression and 
recognizing the signs are the first 
steps to getting help. 

Language is not a barrier,  
we            offer         interpretation          services.

Welcome   환영합니다  歡迎д 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Bienvenido   
Benvenuto    
Alo é Byenveni

We’re here for your call.

AgeWell New York plans are available  
to Medicare beneficiaries and those 
with both Medicare and Medicaid,  
residing in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including Westchester, Bronx, 
New York (Manhattan), Queens, Kings 
(Brooklyn), Nassau, and Suffolk  
counties.

Toll Free 1.866.586.8044
TTY/TDD 1.800.662.1220

info@agewellnewyork.com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이해하기

1.866.586.8044 
agewellnewyork.com

이 치료 가능한 질병에 
대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들의 우울증은 
다릅니다
질병 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고령자들 중 80% 정도가 
최소 한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으며 50%는 다수의 
건강 문제를 갖고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심장병이나 암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다른 질병 
보다 더 자주 발생합니다. 

우울증을 이해하고 그 증상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을 받는데 
필요한 첫번째 단계입니다.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은 문제가 이닙니다.

Welcome   환영합니다  歡迎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Bienvenido   Benvenuto  
Alo é Byenveni

에이지월 뉴욕 (Agewell New 
York)보험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웨스체스터, 브롱스, 맨해튼, 
퀀스, 나소, 서퍽(Westchester, 
Bronx, Manhattan, 
Queens,Brooklyn,Nassau, 
Suffolk)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메디케어 혜택자 및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가입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1.866.586.8044
TTY/TDD 1.800.662.1220

info@agewellnewy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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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뇌에 화학적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일어날수는 

대부분의 감정 변화는 슬픔, 불안, 

걱정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우울증의 증상을 알기:

• 일상 생활하는데 관심 또는 

즐거움이 적다. 

• 울적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 수면 또는 수면의 지속의 어려움이 

있거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다. 

•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적다. 

• 식욕이 없거나 과식한다. 

• 자기 자신에게 대해 안좋게 느낀다. 

• 신문을 읽거나 TV를 시청 할때 

집중하기 어렵다. 

• 안절부절하거나 더 많이 움직인다. 

우울증 기분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 정기적인 운동. 체력 관리 및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안전한 

방법에 대해 의사와 의논하기

•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매일 8

시간씩 수면 권장

• 건강한 식단 유지-영양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건강한 음식 

선택 및 매일 멀티비타민을 

복용하기. 

•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 애완동물을 기르기

•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 항상 

배우기를 희망했던 것이나 상상력 

및 창의성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에이지월 뉴욕의(Agewell New 

York) 케어팀은 사회복지사, 

케어 매니저, 네비게이터로 

구성되어있고. 고객님께 도움을 

주기위해 존재합니다. 맴버 서비스 

전화번호 866.586.8044번 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 또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위기 상황에 있는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911에 전화하기

• 근처 응급실 또는 주치의가있는 

내과에 방문하기

•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기 위해 

국가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 

수신자 부담 24시간 핫라인에 

다음 전화번호로 상담하기 

1-800-273-TALK (1-800-273-8255) 

TTY: 1-800-799-4TTY (4889)

    우울증 증상     우울증을 이겨내기     도움을 받기

   
    
  65세 이상 성인 중 15-20%가 
  우울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