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 건강 및  
정신과 치료

저희 잉글우드 병원 메디컬 센터는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모든 환자분들을 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의들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사, 
예술치료사 등으로 이뤄진 의료진 팀이 환자 
개개인별 맞춤 치료를 통해 환자분들의 행복한 
완치와 더나은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350 Engle Street, Englewood, NJ 07631

201-894-3000

englewoodhealth.org

추가 정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201-894-3142 로 연락하세요. 

(한국어 서비스를 원하시면 201-608-2341
로  연락하세요.)

주변에 정신과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가 있을시 911로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nglewood Hospital and Medical Center 는 관련 연방 
공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료 통역 서비스를 
원하시면 201-894-3368로 문의바랍니다.



전문적 치료
저희 병원의 행동 건강 및 정신과에서는 24시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입원환자들을 18세 이상 
성인과 60세 이상 노인, 두 분류로 나누어 정신과 
전문의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환자의 상태를 매일 
돌봅니다.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시 상태 진단

• 적절한 약제 정책 개발

• 전기 충격 요법

• 개인 혹은 그룹 테라피 요법

• 환자 및 가족 교육

• 퇴원 계획

• 개개인별 차별화된 치료법

• 주치의를 통한 후속 조치

성인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단기간 집중적 치료를 통해 
환자를 치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중 케어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대상 정신과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울증

• 우울증, 불안 장애, 정신병

• 정신분열

노인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은 24시간 안전한 
시설에서 돌봄이 필요한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들은 
대부분 급성 정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환자들입니다.

노인 환자들은 주로 여러 형태의 치매에 
따른 인식력 장애로 겪게되는 여러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그 증상들의 예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상 행동의 장애

• 자살 충동 및 시도

• 수면 및 식사 장애

• 극도의 불안 장애

• 정신 혼란 및 인식 불능

• 남을 해치려는 충동 

• 극도의 흥분

진단 및 치료
저희 의료진은 환자의 최상의 의료 및 정신적 
치료를 위해 환자의 가족과도 연계해 치료를 
도우고 있으며 전문의의 감독아래 개개인별로 
차별화된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에 의거해 환자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및 
친지, 친구분들은 치료 기간 중 언제든지 병문안과 
전화 등을 통해 환자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환자는 가족으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응원을 받아 치유에 도움이 되며 가족 입장에서도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직접 
보며 마음에 안정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입원후 24시간 이내 정신과 의료진과 환자, 
혹은 환자 가족이 만나 치료 진행 계획에 대해 
의논하게됩니다.  하루 단위로 짜여지는 치료 
스케쥴은 환자가 보다 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병원은 개개인별 병상 간호, 
개인 및 그룹 테라피 요법, 정신과 교육, 상담 등을 
총 동원하여 환자의 빠른 치유에 힘쓰고있습니다.

퇴원 계획
퇴원 계획은 환자가 입원하는 동시에 짜여집니다. 
최선의 퇴원조치는 환자가 최대한 문제없이 
정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의 
사회복지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의들을 섭외해 
환자가 퇴원후에도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연결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