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KCWA NEWSLETTER
27 M adi s on Ave. T oronto, ON M5 R 2S2 P h one. 41 6-340- 123 4 Fax. 416-3 40-8 114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하며..

Volume 56

회원여러분, 또 평소 여성회를 사랑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여성회의 서
비스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인사 드립니다. 본인은 금년 2
월에 개인 사정으로 회장직을 사임한 제18대 백경자회장의 뒤를 이어 그 잔여 임기동안
회장으로 피선된 최성학입니다. 신문을 통해 그간 여성회 내부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
었던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이던 단체이던 더 발전하고 성장하
려는 과정에서 오는 진통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으며
캐나다 한인 여성회 이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재정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토론
토와 그 인근에 한국계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캐나다 정부가 모든 면에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이즈음에 여성회도 예외 없이 한국 동포 이민자들의 정착, 사회복지, 가정문
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그 많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는 모든 어려움을 진정한 봉사의 정신과 슬기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18 여년에 걸친 여성회의 역사
를 통하여 각계 정부 기관들과 활동 자금을 주는 여러 재단으로부터 공신력을 얻어 보
조금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급증하는 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도 자금부족이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저희 단체 나름대로의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성회는 저희들의 사업을 항상 든든히 밀어주는 한인 동포 지역사회가 있기 때문에 모
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각종
최근의 소식, 프로그램, 서비스 문의 또는 도움 요청등을 하시려면 직접 전화문의나
News Letter 또는 KCWA Website(www.kcwa.net)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항
시 얻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April 2003

회장 최성학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 남, 녀 모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국계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정착및
적응을 돕는 각종사업
- 가정 폭력 피해 여성
과 그 자녀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비롯해 다양한
내용의 가정상담을
제공합니다.
- 월페어,

실업수당,

연금, 정부주택,
의료 보험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매달 취업 세미나를
개최하는등
각종 취업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각종 교육 교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ןΒ

건강 세미나 “자궁 경부암”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오는 4월 25일 금요일 오후 6:30분 부터 전 여성회 사무실이
있던 339 Bloor St.의 Recreation Hall 에서 동포사회의 여성분들을 위해 건강 세미
나를 개최합니다.주제는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비디오나 모형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강사로는 토론토시 공중 보건과 간호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회
원들은 물론이고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한인 여성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남성분들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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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여성회애서 주관하는 자선활동의 하나로 에반젤 극빈자 홀에서 미용 이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자원 봉사자
로 지속적인 봉사를 해 주시는 김성애님이 지난 3월 12일 여성회 최기선이사님과 그곳을 방문하여 미용서비스를 하고
난 후에 에반젤 뉴스레터에 실린 글을 옮겨 보았다.
에반젤 홀은 홈리스, 극빈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돕는 기관이다. 여성회는 2003년 이후로 1월, 3월에 봉사를
하였고 5월 14일 1시부터 2시간 가량 미용, 이발 서비스가 있을 예정이다. 김성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Once upon a time…
Every two months the Korean Canadian Women’s Association (KCWA) transforms Evangel Hall into a hair-cutting establishment!
A top-notch hair stylist and assistant stay for the afternoon and up to 20 members of the Evangel Hall community participate. They leave the Hall feeling like a million dollars.
They’ve been treated well and can better present themselves to potential landlords or employers. Thank you to the
KCWA for this innovative partnership!
Recently, Hair Cut Day occurred during March Break. Mrs. Kim, the hairstylist, brought her young daughter Namee with
her. Namee is in Grade Two and here is Namee’s story about the day.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hair store some people wanted to go and have a haircut. Some people dyed their hair blue!
Those people who wanted haircuts went to the store, and Miss Kim was cutting the hairs. Those people liked how Miss
Kim cutted their hairs.
Then more customers came to the store! Then Miss Kim had more hair to cut!
And more and more people came, and Miss Kim cutted happily ever after!
The End!
Namee Kim


؛Ԓॸ ͯāॸ ͐٪ ФϬ
지난 2002년 12월 17일 최기선 총무위원장, 오명화
이사, 이현주 전사무장이 룻교회 양로원을 방문하여 이
상온이사가 기부한 떡을 전달하였다.
이상온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ÝѬɋ İī
고통 분담 프로젝트는 1996년 이래 한국일보사
와 공동으로 벌이고있는 여성회의 지속 사업으로서,
우리 주변의 불우한 분들이 당면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다음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혜자에게 월 $100 씩 6
개월간 보조해 드리고 있으며, 기부금 전액이 이 사

ս؊ ڞज़ॸ ळ؛ ڞԒॸؓ ֈ یɆ

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보내실 때는 수

지난 2002년 12월 연말을 맞아 실협에서 50포의 쌀을

취인은 캐나다 한인여성회로 하시고 (Payable to:

여성회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기증해 주었다. 따뜻한 마

KCWA), 반드시 “고통 분담 기부금” 이라고 표기하

음이 오고가는 크리스마스에 여성회를 위해 배려한 실업

셔야 합니다.

인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єǅս ç: KCWA ,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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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프로그램
ߕ؋ ìͅ ϩͣ ԔЊƴ
제 36 차 Electrician

부동산
중개인이
되는 길
ߕ؋
؞Ø ूӡ
9ad`cmaYbh7cbbYWh]cbgZcfmci

일시: 2002년 11월 28일 (목) 오후 6 시
강사: 윤석환(자격증 소지자)

제 37 차 전문요리사
일시: 2003년 1월 20일 (목) 오후 6 시
강사: 안성덕(Certified first cook)


제 38 차 간병사
일시: 2003년 2월 20일 (목) 오후 6시
강사: 신숙자(한인 간병사 협회 회장)

ϩͣ ԪʬԔ ջÝ
Income Tax시즌을 맞아 4월 5일 (토) 자원봉사자
들(박용민외 2명, 서소라)의 수고로 18명의 여성회 클
라이언트에게 무료 income tax를 해주었다. 그외 가
정상담원 이영선씨의 딸 강경은양이 baby-sitter로
수고해 주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해 주기로
하였고 저소득자들이면 무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
다.

간병사(Personal Support Worker)란?
간병사란 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는 만성 환
자, 수술을 마친 환자들, 또는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분들의
가정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컽는다. 각환자의 증상과
필요에 따른 간호를 위하여, 때로는 영양사, 위생사, 물리치
료사 역할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환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필요까지도 채워주어 환자의 빠른 회복이나 만성환자의
일상생활 활동 범위를 넓혀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즘은 Health care agency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간병사를 찾기도 한다. 간병사가 되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George Brown과 같은 칼
리지에서 6개월 정도의 full-time과정을 마치면 된다.
Yorkdale Adult Learning Centre에서도 27주의 PSW과
정이 있다.(전화: 416-395-3350)
양로원이나 병원 등에서 일할 수 있고 Health Care
Agency를 통해 일을 할 수도 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2003년 4월 27일 캐나다 정부의 후
원으로 개최된 Employment Connection for You!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메트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
는 광역 토론토시에서 활동중인 구직 관련 비영리 단체들
이 한자리에 모여 각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
보를 홍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한인 여성회에서는 취업 준비를 하시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각종 무료 구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다른 단체들과 정보를 교환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여성회는 행사를 통해 그동
안 취업 세미나를 통해 다뤄졌던 직업별 정보및, 자격증 취
득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몇가지 유용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1. 여성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New Experiences for Women에서 제공하는 Free Job
Search Help for Women 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요일부터 수요일, 아침 9:30에서 12:30까지 제공되며, 구
직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N.O.W. 프로그램은 구직 관련 세미나를 제공하면서
work placement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NOW Program: Bickford Centre
777 Bloor Street West, Room 122
Toronto
3. Learning Enrichment Foundation 에서는 본인의 경력
과 기술을 상담한 후 Job Matcher가 본인한테 맞는 직업
의 고용주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이력서를 가지고 가서 Job matcher를 찾으시면 됩니
다.
Learning Enrichment Foundation
www.lefca.org
416-769-9675
116 Industry Street,
Toronto
☻ 자세한 사항은 여성회 취업담당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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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 여성회 Website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Website: www.kcwa.net
E-mail: kcwa@kcwa.net
☻ 여성회 주관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세미나가 오는 4월 25
일 339 Bloor St. West 2층 레크리에션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여성회 기금마련을 위해 Rummage Sale을 정기
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품, 옷가지,
가구, 가정용품 등을 수집하고 있으니 여성회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 가겠습니다.
☻ 한인가정 지원센타 운영을 게획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곧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됩니다.

☻ 여성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통역원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
자를 위한 orientation은 4월 30일 오전 10:00에, 통역원을
위한 orientation은 같은날 오후1:00에 여성회 회의실에서
있습니다.(통역원 test를 통과하신 분에게는 무료 통역인
training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회로 문의하십시오.

ƴɁ ळ؛ ڞԒॸ زȪ 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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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5일 취업관련 세미나가 “Canadian Experience”라는
내용으로 오후 6:00부터 여성회에서 있습니다. 이날 오신분
들중에 영어로 인터뷰연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등록도 받습니다.

N

Spadina Ave.

☻ 5월 24일 한인회관에서 KIN(한인 단체 연합)주최로
Health Fair가 열립니다. 이민자들의 생활전반에 걸친 정
착을 돕는 주류 사회 및 한인 사회내의 단체들이 참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로 워크삽도 있을 예정입니다.

Bloor St. W

W

E
S

St. George
Subway

Bata
S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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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2003년 4월)

(2003년 4월 현재)

■ ڟЛ İѪڪ
강윤선$130 K-mart $50 Younghee Lee $50 Carol Kim $5
박정애$30 이정준$25 유로사 $10 김혁 $200 김원하 $250
영락교회 $2500 두레마을 $500 김종훈 $200 정혜령 $30
이상온 $100(양로원떡값) 박영화 $25 무명 $100 이종화 $50
박현주 $100 김충자 $20 이상온 $200 최기선 $53
■ ÝѬɋ İѪڪ
정경애 $50 Carol Kim $100 Jai Sook Martin $100
베델교회 에스더여선교회 $200 김민실 $100

■ ڪ٪ ќӡڪ
사무실 업무 자원봉사: 정세인, 유로사
Income Tax clinic 자원봉사: 박성민 외 2명, 서소라,
이영선, 강경은, 최정희, 정경애
기타 자원봉사: 신미라, 허영임


 ˖फ़ࡨ ڗİѪƴ ؛ވɻ ९اषȷɁ"
̱؛Ѭ ڗԭ؛ ͐ڈԒॸΆ ࡖ٥չɁ"

İѪī#ॸҍ ؿशŞ ؛Ԓॸ͐ єǅ܄րչز
이 름: (한글)
주 소:
우편번호(Postal Code):
전 화:

(영어)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일반회원(1년)
▶ 평생 회원

$

20.00

■ 일반 회원
강경희
김영순
김정순
김준옥
김연화
김지연
문영애
박영화
유우순
송희정
신샌디
윤은자
유복희
이은주
이정자
이영선
정경애
조혜령
조영숙
한복현

강위성
강윤선
김덕숙
김정자
김영곤
김영애
박영신
박정혜
서소라
송신애
안윤화
윤부전
윤경아
이원자
이계순
이미선
정경희
정보영
최수영
한은정

공영희 곽민정 고문자 고경림 권수현
김균희 김경숙 김경희 김복선 김정민
김순주 김클라라 김을경 김한나 김효은
김정숙 김정우 김말화 김명희 김수복
김윤덕 김충자 김진실 김미희 김은희
권수산나 김해숙 김정애 김정희 남영희
박혜원 박정원 박재인 박증자 박상인
백영희 변수자 심재숙 신경재 임동란
신영숙 손구자 송복희 손승희 송유미
서은심 서은복 서정순 신건선 심선경
위정숙 위다래 위슬기 유상희 윤혜숙
엄희선 엄성민 오명화 원겸수 유명희
이미영 이양자 이영희 이영리 이영숙
이상주 이봉자 이행자 이호선 이정숙
이매례 이유덕 이선영 이양자 이영희
이영숙 이청자 인명미 임계화 장옥선
정종례 정로즈 정혜령 조명숙 조양희
조김유경 장정숙 장옥수 장화자 전은희
최은옥 최정희 탁연자 하영리 한명주
한정섭 허성희 홍순희 허문숙

■ 평생 회원
강숙희 강성옥 강영신 강정숙 김성임 김수잔 김애숙
김영자(1) 김영자(2) 김영주 김영희 김은아 김은영
김재숙 김주은 김진순 김삼순 김혜경 김순정 김경애
김현옥 노숙채 노혜성 남준희 박남순 박묘식 박숙훈
박순기 박순녀 박애나 박정애 백경자 신복실 신숙희
안귀란 여민자 유연자 엄아가다 유주현 유인희 유정자
이경훈 이규희 이덕훈 이명숙 이희정 이병희 이상온
이선희 이숙훈 이영자 이정자 이정준 이칠영 이현주
장시은 전인숙 정인영 조광호 조미래 조숙자 조순옥
정정린 주영미 채숙자 최기선 최수지 최성학 최영자
최정현 최정훈 차인숙 한계택 한귀남 허영미 홍승실
하영리

$ 200.00

▶ 기부금 (donation)

$

수표는 KCWA를 수취인으로 해 주십시오.
Korean Canadian Women’s Association
27 Madison Avenue, Toronto, ON, M5R 2S2

☻ 회원명단에 누락되신 분이 계시거나 이름 표기가 잘못 되신분이
계시면 한인 여성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KCWA NEWSLETTER

İ 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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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27 일 캐나다한인여성회에서 우울증을 주제로 하여
공개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울증이란 어떤 병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날 참석해주신
교민들께서 “내가 우울증인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시고 상당히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지면을 빌어 그 날은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우울증의 기본 증상에
대해서 조금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의학지식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병을 보지 못하면
오히려 모르니만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증세와
비슷하다고 하여 무조건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단정짓는
것은 경계하여야 함은 상식 중의 상식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우울증의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일단 우울증이 발병하면,
1.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첫
증상입니다. 대개의 경우 자신감이 떨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힘든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며 혼자만 있으려 하고 평소 별 무리없이 잘 해오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기가 싫어진다든지 피곤해서 혹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 이전과 달리 일상의 생활에서 재미나 즐거움, 흥미를 느낄 수
없고 가족을 데리고 야외에 나간다든지, 친지의 생일초대에
간다든지, 또는 친구들을 만나 정기적인 친목모음을 가지는 등의
일상사들을 마음의 부담처럼 여기며 이로 인하여 평소 가졌던
직업조차 포기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3. 평소와 달리 생각하는 내용이나 폭이 줄고, 타인과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가 급격히 줄어들며, 그에 따라 말과 행동이 전보다
단조롭고 느려집니다. 많은 경우 장차 닥쳐올 실패나 직장에서의
감원 등에 대해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거절이나
보복에 대해 걱정이 많아져서 무슨 일이든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즉 결단력이 없어지고 우유부단해지면서,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함께 흔히 불안이나
초조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보통 이로
인해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거나 갑자기 화나 짜증을 내기도 하고
스스로 이를 이기기 위해 과도한 흡연, 알코올이나 약물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술이나 흡연, 약물들이 일시적인
증상 경감을 가져와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에서 잠시나마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중독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4. 우울증으로 인하여 아무 이상이 없던 신체에 신경성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하게 호소하는 신경성 신체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 및 체중 감소, 소화장애, 변비, 설사, 두통, 뒷목이 뻣뻣함,
팔다리가 저림, 전신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 있고, 때로는 가슴
답답함, 가슴 부위의 통증, 두근거림, 눈이 침침함,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들의 또
다른 특징은 쉽게 만성화 되고, 치료하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지만 뚜렷한 이상을 찾지 못하거나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증상이 생기고
자신의 신체증상 때문에 우울해 졌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울증 때문에 이차적으로 생긴
신체증상이므로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신체 증상들도 고치기

Ķӭे Öѫɓ लāѐ٪ ےջê ā Վ 
어렵습니다.
5. 우울증이 심해지면 성적욕구가 감소되며 흔히 성기능도
저하됩니다.
6. 우울증 환자들은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거나 주위의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잠을 자더라도 자꾸 깨게 되며 쉽게
다시 잠을 들지 못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전과 달리
새벽에 일찍 깨어나고 다시 잠이 잘들지 못하는 현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7. 흔히 우울증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심하고 오후가 되어
해가 저물어 가면서 덜해지는 낮밤의 변동이 나타납니다.
8.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기력감, 세상에 나만
외따로 떨어져 혼자만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분노와 공격의
감정, 심한 죄책감, 스스로를 징벌 하려는 욕구 또는 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중증단계에서 정신병적 양상까지 생기게
되면 의심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망상이나 환청이나
환시 같은 환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10%에서
이런 정신병적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가벼운 우울증상들을 너무
오래 방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은 위와 같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매우 복잡한 증상을 가지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양상 역시 매우 복잡하여 다른
질병과 혼돈되기도 합니다. 또한 증세의 정도에 따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단계가 존재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우울증의
증상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증상들을 조사하여 그
빈도에 따라 작성한 증상 리스트를 진단에 참조합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반드시 치료에 임해야 하는 우울증의 진단기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 아래 증상 중 5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A. 우울증의 필수증상은 적어도 2 주의 기간동안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1)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하다.
2) 거의 매일 모든 것 또는 거의 모든 것, 하루 대부분의활동에서
흥미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다. (주관적이거나 타인에 의해
관찰됨)
B. 또한 다음 증상에서 4 가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 체중감소나 증가, 식욕의 감퇴나 증가 (1 개월 동안 체중이
5% 이상 변화)
2) 불면이나 과수면
3)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좌불안석이나 처진 느낌)
4)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에너지 상실
5) 삶에 대한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
6)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7)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사고나 기도 및 계획을
세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