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우리의 비전
건강한 정신 = 견실하고 건강한
다문화 지역사회

주소
Floor 1, 519 Kessels Road
MacGregor Qld 4109
전화
07 3167 8333 (브리즈번 대도시 지역)
1800 188 189 (브리즈번 대도시 이외 지역)
팩스
07 3167 8322

우리의 사명
우리의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협력을 통해
생애 전기간에 걸친 혁신적 다문화
정신보건 발달을 선도하며 건강한 정신 및
복지를 달성한다.

퀸즈랜드
교차문화
정신보건
센터

이메일
qtmhc@health.qld.gov.au
웹사이트
www.health.qld.gov.au/metrosouthmentalhealth/qtmhc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 시 30 분 – 오후 5 시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을 위한 주립
서비스

KOREAN

퀸즈랜드 교차문화 정신보건 센터 (QTMHC)
퀸즈랜드 교차문화 정신보건
센터(QTMHC) 란?
퀸즈래드 교차문화 정신보건 센터 (QTMHC)는
전 연령 그룹에 걸친 복잡한 정신보건 문제에
중점을 두고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정신 보건
케어 및 케어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CALD)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기관을 위해 주립
스페셜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TMHC 는 임상 및 문화 상담 서비스와,
정보, 자료, 임상 및 지역사회 교육 그리고
정신보건 증진,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용이하게 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임상 상담 서비스
QTMHC 는 임상 스페셜리스트와 2 개 국어
사용 정신보건 컨설턴트를 통해 스페셜리스트
임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 여 언어 및
문화 그룹을 커버합니다.
본 서비스는 정신 보건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보, 조언 및
추천 옵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페셜리스트 평가 및 단기 개입을
제공합니다.

도서관 및 다문화 자료

연구

QTMHC 는 여러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번역된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교차문화 정신
보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TMHC 는 교차문화 정신보건 분야의 증거
기반을 더욱 개발하고 이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증진합니다.

정신보건 증진, 예방 및 조기개입
QTMHC 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
지역사회에서 오명 감소 및 정신보건 인지와
회복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단체
프로그램 및 활동을 조정합니다.

교육 및 개발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부문 기관 및 단체의
정신보건 지식기반 구축뿐 아니라 정신보건 인력의
문화적 역량 구축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본 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주립 다문화 정신보건 코디네이터
(MMHC) 프로그램

 이용자 및/혹은 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QTMHC 는, 지역 다문화 단체와의 연락뿐
아니라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정신보건 케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MMHC 가 위치해 있는 퀸즈랜드 주 각처의
병원 및 보건 서비스 내의 정신보건
서비스와 협력합니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참여



QTMHC 는 더 폭넓은 정책 및 프로그램
영역뿐 아니라 QTMHC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인풋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이용자
및 보호자들과 협력합니다.

정책 및 서비스 개발
QTMHC 는 주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신보건 및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지속적, 전략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평가 및/혹은
심리교육을 조직하길 원하실 경우
직원들을 위한 교차문화 정신보건
훈련을 필요로 하실 경우
협력하고 있는 이용자 혹은
문화단체를 위한 특정 문화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지역사회에서 특정한 정신보건
문제에 대해 워크숍을 조직하길
원하실 경우
교차문화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책, 기사,
자료를 찾고 계실 경우
교차문화 서비스 개발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