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가능한 기타 서비스 찾기
3 단계 – 지원 가능한 기타 서비스 찾기
본인이 적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고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는 기타 다양한 지원 선택 사항이 존재합니다.
기타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담당 GP
호주 국가 장애 보험청(NDIA)의 NDIS 공인 제공 기관 목록(해당 기관 중 많은 곳에서는 NDIS 재정 지원 참가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정신 건강 게이트웨이해드 투 헬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각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주요 정신 건강 서비스 – 정부/공공 기관 및 비정부/커뮤니티 기반 – 는 계속해서 NDIS와 함께 존재합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주 및 준 주의 공공 정신 건강 서비스와/혹은 정신 건강 주요 기관(예: 소비자, 간병인 및 커뮤니티 부분)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련 기관 목록 역시 하단을 참고하세요.

정신 건강 ‘게이트웨이’
모든 이용 가능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전국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정신 건강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드 투 헬스’라 부르는 정신 건강 게이트웨이를 다
음의 웹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headtohealth.gov.au/.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직접 안내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 진입의 첫 번째 지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해당 서
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게이트웨이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전화로 지원합니다.
이-테라피와 자활 자원 등의 디지털 기술 사용법
본인의 케어와 관련하여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및 툴 접근
증거 기반의 정보 및 충고 접근,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결

주 기관 및 준 주 기관
하단에 나열된 주 및 준 주 정신 건강 링크는 NDIS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CT
ACT Health Mental Health Services – Mental Health Triage Ph: 1800 629 354 (무료 전화, 핸드폰 제외) Ph: (02)
6205 1065: http://health.act.gov.au/our-services/mental-health/act-wide-mental-health-services
ACT Mental Health Consumer Network: http://www.actmhcn.org.au/
ACT 정신 건강 소비자 네트워크(ACT Mental Health Consumer Network)는 소비자 주도의 주요 기관으로써, ACT 내의 정책 및 결정권자 포럼에서 정신 건강 소
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며 정신 건강을 경험한 사람들을 사회에 온전히 참여시키도록 노력합니다.
Mental Health Carers Voice: http://www.carersvoice.com.au/
정신 건강 간병인의 목소리(Mental Health Carers Voice)는 정신 건강 간병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ACT 내의 서비스 수행 및 정책 개발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Mental Health Community Coalition of ACT: http://www.mhccact.org.au/about/
ACT 정신 건강 커뮤니티 연합(Mental Health Community Coalition of the ACT, MHCC ACT)은 2004 년 처음 설립된 주요 에이전시로써,
ACT 내의 정신 건강 부분을 관리하는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대표 역할과 중요 역량 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신 건강 부분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복 및 조기
치료, 예방 및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비정부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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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NSW Ministry of Health (Mental Health Branch) Mental Health Line Ph. 1800 011
511: http://www.health.nsw.gov.au/mentalhealth/Pages/contact-service.aspx
Way Ahead Mental Health Association NSW: https://wayahead.org.au/
웨이 어해드(Way Ahead) 에서는 웨이 어해드 디렉토리에 포함하고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eing: http://being.org.au/
비잉(Being) 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에서 운영하는 독립적인 주요 기관입니다.
Mental Health Carers NSW: https://www.mentalhealthcarersnsw.org/
정신 건강 간병인 NSW (Mental Health Carers NSW) 는 뉴 사우스 웨일즈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병력 환자의 가족 및 친척, 친구를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비정부 기관입
니다.
Mental Health Coordinating Council: http://www.mhcc.org.au/
정신 건강 조정 협회(Mental Health Coordinating Council, MHCC)는 뉴 사우스 웨일즈의 커뮤니티 정신 건강 협회의 주요 기관입니다.

NT
Northern Territory Mental Health Line (Mental Health Access Team) Ph. 1800 682
288: https://nt.gov.au/wellbeing/mental-health/24-hour-mental-health-hotlines
Carers NT: https://carersnt.asn.au/
간병인 NT(Carers NT)는 노던 테리토리의 약 3만명에 이르는 가족 간병인을 대표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Northern Territory Mental Health Coalition: https://www.ntmhc.org.au/
노던 테리토리 정신 건강 협회(Northern Territory Mental Health Coalition, NTMHC)는 노던 테리토리 내에서 커뮤니티가 관리하는 (NGO) 정신건강 분
야 주요 기관입니다.

QLD
Queensland Health Ph. 13 HEALTH (13 43 25 84): 정신 건강 서비스 검
색: https://www.qld.gov.au/health/mental-health/help-lines/services/index.html
Queensland Voice for Mental Health: http://qldvoice.org.au/
정신 건강을 위한 퀸즐랜드의 목소리(Queensland Voice for Mental Health Inc)는 퀸즐랜드 내 정신 건강 서비스 소비자 및 간병인을 위한 주요 대표 기관입니다.
Queensland Alliance for Mental Health: http://qldalliance.org.au/
정신 건강을 위한 퀸즐랜드 연맹(Queensland Alliance for Mental Health)은 커뮤니티 정신 건강 분야를 위한 주요 기관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퀸즐랜드 연합에서는
커뮤니티 정신 건강 분야의 가치와 전문성을 홍보, 강화 및 발전시켜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주도의 회복 지향적 해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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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SA Health Mental Health Triage Service / Assessment and Crisis Intervention Service, Ph. 13 14
65: https://www.sahealth.sa.gov.au/wps/wcm/connect/public+content/sa+health+internet/services/mental+he
alth+and+drug+and+alcohol+services/mental+health+services/acute+mental+health+services
Health Consumers Alliance of South Australia: http://www.hcasa.asn.au/
건강 소비자 연맹(Health Consumers Alliance, HCA)는 2002년 설립된 건강 소비자를 위한 주요 기관입니다.
Carers South Australia: http://carers-sa.asn.au/
Carers SA는 주 전역에 걸친 ‘가족 간병인의 목소리’로, 주 전체의 가족 간병인을 대표하여 가치 있는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Mental Health Coalition of South Australia: http://www.mhcsa.org.au/
The Mental Health Coalition of South Australia는 남호주의 비정부 정신 건강 분야를 위한 주요 기관입니다.

TA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tatewide Mental Health Services Ph. 1300 135
513: http://www.dhhs.tas.gov.au/mentalhealth/mhs_tas
Flourish Mental Health Action In Our Hands: http://flourishtas.org.au/
플로리쉬(Flourish)는 정신 건강 소비자와 함께 노력하여 그들의 권리, 책임 및 견해가 정책 입안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타스마니아 커뮤니티에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Mental Health Carers Tasmania: http://www.mentalhealthcarerstas.org.au/
Mental Health Carers Tasmania (MHCTas)는 정신 건강 간병인 지원을 제공하는 주 전체 리더입니다.
Mental Health Council of Tasmania: https://www.mhct.org/
The Mental Health Council of Tasmania (MHCT)는 소비자와 간병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하는 타스마니아 커뮤니티 정신 건강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VIC
Health Victoria Mental Health Services General Enquiries: 1300 767 299 (9.00 am to 5.00 pm) or 03
9096 8287: http://www.health.vic.gov.au/mentalhealthservices/
Victorian Mental Illness Awareness Council (VMIAC): http://www.vmiac.org.au/
VMIAC는 정신병력이나 기타 정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빅토리아주의 주요 비정부 기관입니다. VMIAC에서는 정보 제공 및 상호 지원과 자가 치료, 개인 및 그룹의 제도적 지지, 연
구 및 평가, 교육 및 훈련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Tandem (formerly Victorian Mental Health Carers Network): http://tandemcarers.org.au/
Tandem은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정신병력 환자 혹은 정신적 고통 경험 환자의 가족과 간병인을 위한 주요 기관입니다.
Psychiatric Disability Services of Victoria (VICSERV): http://www.vicserv.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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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SERV는 빅토리아주 내에서 커뮤니티 관리 정신 건강 서비스를 대표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WA
WA Department of Health mental health emergency 24/7 Ph. 1300 555 788 or 1800 522 002 (toll
free)
Consumers of Mental Health WA: http://www.comhwa.org.au/
Consumers of Mental Health WA (CoMHWA)는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 비영리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정신 건강 개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입니다. CoMHWA는 소비자가 직접 이끄는 동시에 소비자를 위해 운영됩니다.
Helping Minds: http://helpingminds.org.au/
Helping Minds에서는 정신병 환자를 돌보는 아동, 청년, 성인 및 가족 혹은 정신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을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고품질의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stern Australian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https://waamh.org.au/
The Western Australian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WAAMH)는 커뮤니티가 관리하는 서부 호주 내의 정신 건강 분야 주요 기관으로써, 100
여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개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삶의 단계에 맞춘 연결
장애를 가진 젊은이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a Disability Australia: http://www.cyda.org.au
젊은 간병인 –Young Carers: http://www.youngcarers.net.au
부모님이 정신병력을 가진 아동이나 젊은이(COPMI), 그리고 이러한 아동을 지원하는 가족 및 서비스 제공자 –COPMI: http://www.copmi.net.au
노년층 –Aged and Disability Advocates Australia: https://adaaustralia.com.au

우선순위군에 맞춘 연결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원주민 – First People’s Disability Network Australia:http://fpdn.org.au/
문화와 언어적으로 다양한(CALD) 집단 – National Ethnic Disability Alliance Australia:http://www.neda.org.au/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증 및 퀴어(LGBTIQ+) 집단 – National LGBTI Health
Alliance: http://lgbtihealth.org.au/

응급 도움 요청
격한 감정에 휩싸이거나 매우 고통스러울 때는 다음과 같은 위기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4/7연중 무휴 위기 지원 센터
Lifeline13 11 14
Suicide Call Back Service 1300 659 467
Kids Helpline 1800 55 1800
MensLine Australia 1300 78 99 78
현재 혹은 전 호주 방위군(ADF) 회원 및 가족
Veterans and Veterans Families Counselling Service 1800 011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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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hours Support Line 1800 628 036
Defence Family Helpline 1800 624 608
1800 IM SICK 1800 467 425
다음과 같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GP 또는 의료 전문인(응급 상황에서는 도움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 지원 000
비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000 번으로 전화를 하시어 경찰, 구급차 혹은 소방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no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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