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나의 양로 서비스(My Aged Care)

1800 200 422

시드니 지역 보건 서비스 액세스 케어팀 1300 722 276
(Sydney Local Health District Access Care Team)
국가 치매 상담전화
(National Dementia Helpline)

1800 100 500

간병인 게이트웨이 (Carer Gateway)

1800 422 737

호주 치매 지원
(Dementia Support Australia)

1800 699 799

자립생활 센터 서비스
(Independent Living Centre Service)

1300 885 866

생명의 전화 (Lifeline, 24시간 상담전화)

131 114

정신건강 안내 전화(Mental Health Line)

1800 011 511

국가 배변배뇨 관리 상담전화
(National Continence Helpline)

1800 330 066

NSW 노인 및 장애인 학대 상담전화
1800 628 221
(NSW Ageing and Disability Abuse Helpline)
통번역 서비스

131 450

노인 권리 서비스

1800 424 079

지원: 호주 치매 협회(Dementia Australia)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 프로그램
(Dementia Friendly Communities Program)
주관: 지역사회 문화 유대(Community and Cultural Connections Inc),
이너 웨스트 카운슬, 이너 웨스트 지구 지원 개발 담당관, 시드니 지역
보건 서비스, 캔터베리 뱅스타운 시티 카운슬, 이너 웨스트 다문화 액세스

이너 웨스트
치매 진료 의뢰
안내서

기억력이 걱정되십니까?

자택에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증상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자신이 우려하는 사항을
의사에게 얘기하거나 가족/친구가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	
My Aged Care는 호주 정부의 전화 서비스 및 웹사이트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도움이 되는 서비스(예: 샤워 또는 청소)
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담당의사가 노인과 전문의(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에게 의뢰해 줄 수 있습니다.
•	
계속 걱정이 되는 데도 담당의사가 노인과 전문의를
연결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의사에게 가서 전문의 의뢰를
요청하거나 ACCESS CARE TEAM 전화 1300 722 276번으로
연락하십시오.
•	
Access Care Team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여타 서비스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치매일까 걱정되거나 그들을
간병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족이나 친구가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MY AGED CARE로 연락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노인과 전문의 방문
•	
노인과 전문의는 여러분의 증상과 진단, 치료,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	
노인과 전문의는 치매가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담당의사나 노인과 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My Aged Care로 연락해 지원 서비스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에 도움이 되는 다른 지원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My Aged Care 연락처

1800 200 422
www.myagedcare.gov.au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	
원하시는 언어로 통화가 가능하며, 해당 담당자가 자택을
방문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통번역 서비스(TIS) 전화 131 450번을 통해 통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My Aged Care 로
전화해서 통역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