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자료 COVID-19 대유행병 시기 동안 빅토리아 주민들을 지원하는 신규
정신 보건 클리닉

14/09/2020

•

2020 년 9 월 14 일 월요일부터 빅토리아 주민들은 일반인들에게 개장하는 15 개의 신규
HeadToHelp 정신 보건 클리닉을 통해 추가적인 정신 보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HeadToHelp 클리닉은 무료 서비스이며 향후 12 개월 동안 기존 정신 보건 시스템 내에
추가 수용 역량을 제공하여 지원이 필요한 빅토리아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

가까운 클리닉을 직접 방문하여 HeadtoHelp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800 595 212*에
전화하여 자신들의 필요사항에 대해 정신 보건 전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

HeadToHelp 서비스 방문을 위해 GP 또는 기타 의료 전문인의 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GP 가 정신 건강 필요에 따라 그러한 클리닉을 통해 환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클리닉은 GP, 정신 보건 간호사,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의사, 사회 복지사 또는
지역 사회의 필요에 따라 기타 보건 종사자를 포함하는 여러 분야의 정신 보건 전문가들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들 클리닉은 COVID-19 안전 환경에서 운영되며,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직접 또는
원격 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클리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eadtohealth.gov.au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 통화는 무료이며, 휴대폰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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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 위치
멜번 시
노스 웨스턴 멜번 일차 의료 네트워크
42-48 Coleraine Street

DPV Health

Broadmeadows, Victoria, 3047
510 Ballan Road

IPC Health

Wyndham Vale, Victoria, 3024
3/55 Nicholson Street

Clarity Healthcare

Brunswick East, Victoria, 3057
사우스 이스턴 멜번 일차 의료 네트워크
76 Clyde Road

Berwick Healthcare

Berwick, Victoria, 3806
Healius t/a Young Street Medical and Dental

89-97 Young Street

Centre

Frankston, Victoria, 3199

Officer Medical Centre

4 Cardinia Road
Officer, Victoria, 3809

이스턴 멜번 일차 의료 네트워크
Access Health and Community

378 Burwood Road
Hawthorn, Victoria, 3122

Access Health and Community

2444 Warburton Highway
Yarra Junction, Victoria, 3797

Banyule Community Health

21 Alamein Road
West Heidelberg, Victoria, 3081
빅토리아주 지방

웨스턴 빅토리아 일차 의료 네트워크
Ballarat Community Health

260 Vickers Street
Sebastopol, Victoria, 3356

Barwon Health

155 Princess Highway
Norlane, Victoria,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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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레이 일차 의료 네트워크
15 Helm Street

Bendigo Community Health Service

Kangaroo Flat, Victoria, 3555
155 High Street

Gateway Community Health Service

Wodonga, Victoria, 3690
깁스랜드 일차 의료 네트워크
Warragul Specialist Centre

197-199 Sutton Street
Warragul, Victoria, 3820

Inglis Medical Centre

10 Inglis Street
Sale, Victoria, 3850

지원은 아래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보조 하의 정신 보건 서비스 이용에 대해 GP 에게 이야기.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전화 혹은 비디오를 통해 집에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정신 웰빙 지원 서비스
1800 512 348 혹은 coronavirus.beyondblue.org.au 를 이용. 이 서비스는 특별히
사람들이 COVID-19 대유행병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가능합니다.

•

귀하 혹은 귀하가 돕는 사람이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headtohealth.gov.au 를 방문. 이는 무료 및 저렴한 비용으로 전화 및 온라인 정신 보건
서비스와 지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이용 가능한 기타 디지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gital and Telephone Supports

Factsheet 를 참조하십시오.
•

고통을 겪는 사람은 Lifeline (13 11 14) 그리고 Kids Helpline (1800 55 1800)을 통해
즉각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icide Call Back Service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00 659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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