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보 

킌즈랜드  횡문화  정신건강  센터  (QTMHC) 

메트로사우스  중독  및  정신건강  서비스  (MSAMHS) 

제공하는  서비스 :  

저희는  퀸스랜드의  전지역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은  분들을  위하여  일하는  전문  

기관으로써 , 정신  건강을  위한  적합한  보살핌과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수  있도록  하며  

또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    

비용 :  

무료  

해당  지역 : 

킌스랜드  전지역  

 

서비스를  받는  대상 : 

 다른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 

 모든  연령층    

 감성적 , 사회적 ,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정신과  치료와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정신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문화  단체들 . 

 

동의 : 

저희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서비스  받는  일을   저희와  직접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환자  당사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 또한  그  환자의  가족과  저희가  연락하고  

함께  일하는  것도  환자  본인이  허락해야만  합니다 . 하지만  만약  본인이나  타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검사나  그에  따른  절차를  2016 년에  제정된  

정신건강법에  의거하여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하는  업무 : 

 저희는  정신  건강  문제를  그  환자의  문화나  종교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  질  수  

있고  또  그  환자의  문화나  종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이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이런  이해는  정신  질환을  다루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치료와  관리  계획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  



 

 

 

 

 

 

 저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환자가  겪고  있는  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신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저희는  각  다문화  단체의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자원을  조달하여  각  문화의  

특성상  정신질환과  자살을  치욕스러운  것으로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하여  다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수  있도록  돕고  또한  정신질환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정신  질환과  복지라는  제목을  갖고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즉  예를  

들어 , 각  지역의  단체장들이  해당되는사람들을  치료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결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 

 저희는  정신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정보를  많은  다양한  언어로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 

 

무엇  때문에  저희가  문화차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저희  센터에는  160 개  이상의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에서  발굴된  두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갖춘  종사자들이  일합니다 . 저희는  이  종사자들을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연결시켜서  정신건강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연락처 : 

누구든지  ( 가족이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든  ) QTMHC 즉  킌스랜드  횡문화  

정신건강센터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7) 3317 1234 혹은  1800 188 189  

(브리즈번의  외곽지역에서  전화하실때  거시는  번호) 

 

연락가능  시간 : 월요일  부터  금요일  오전  8:30 부터  오후  4:30 까지 . 

 

주소 : Level 2, 228 Logan Road Woolloongabba QLD 4102  

 

이메일주소 : QTMHC@health.qld.gov.au 

 

웹사이트주소: https://metrosouth.health.qld.gov.au/qtm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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