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 서비스(My Aged Care)

여성 정보센터(Women’s Infolink)

노인 안내 및 상담 전화
(Seniors Enquiry Line)

............................................ 1800 177 577

여성 법률 서비스 상담전화
(Women’s Legal Service Helpline)

myagedcare.gov.au.............. 1800 200 422

seniorsenquiryline.com.au.... 1300 135 500

wlsq.org.au.......................... 1800 957 957

청소년

여성 전용 공간(Women’s Space @
Labrador) - 여성 활동 지원 서비스
........................................... 07 5656 6300

어린이 상담전화(Kids Helpline)

남성
남성 전용 공간(Men’s Shed) - 남성 활동
지원 서비스
mensshed.org...................... 1300 550 009

DV 커넥트(DV Connect) - 가정폭력 피해
남성 지원
dvconnect.org/mensline....... 1800 600 636

노인
노인 학대 상담전화(Elder Abuse Helpline)
eapu.com.au........................ 1300 651 192

kidshelpline.com.au.............. 1800 551 800

골드코스트 청소년 서비스
(Gold Coast Youth Service)
gcys.com.au......................... 07 5572 0400

헤드스페이스(Headspace)

법률 지원(Legal Aid)
legalaid.qld.gov.au/home...... 1300 651 188

advicebureau.org.au............. 07 5532 9611

퀸즐랜드 인권위원회
qhrc.qld.gov.au..................... 1300 130 670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 - 공정하고
안전한 사업 실천 및 자문
fairtrading.qld.gov.au..................... 13 7468

기타

장애인

골드코스트시 재해 직통전화
(City of Gold Coast Disaster Hotline)

ndis.gov.au........................... 1800 800 110

퀸즐랜드 장애인 옹호 서비스
(Queensland Advocacy Incorporated)
qai.org.au............................. 07 3844 4200

안전 정보

골드코스트 지역사회 법률센터 및
상담소(Gold Coast Community Legal
Centre and Advice Bureau)

headspace.org.au/southport... 07 5509 5900

국가 장애인 보험 제도

KOREAN

법률

게재된 그림은 골드코스트 성폭력 방지센터
(Centre Against Sexual Violence)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 1800 606 000

고지사항: 골드코스트시 카운슬에서
발간했으며 해당 정보는 2019년 5월 현재
정확합니다. 수록된 외부 지원 서비스는
카운슬 소속이 아닙니다.

골드코스트시 세동제거기(defibrillator)
위치 안내

전화 1300 GOLDCOAST (1300 465 326)

cityofgoldcoast.com.au/defibs

웹사이트 cityofgoldcoast.com.au/
communitysupport

CGC14470

여성 (계속)

안전 수칙

긴급 서비스

웨슬리 선교단체(Wesley Mission
STARH) -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1300 865 306

메디케어 -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가족 및 부모 상담전화(Families and
parents line) .................................. 13 6150

humanservices.gov.au................... 13 2011

부모 및 가족

병원 (공립)

섭식 장애 서비스(Eating Disorders
Queensland)
edq.org.au............................ 07 3844 6055

범죄 신고 센터(Crime Stoppers)

골드코스트 대학 병원(Gold Coast
University Hospital)������������1300 744 284
로비나 병원(Robina Hospital)
.......................................... 07 5668 6000
트위드 병원(Tweed Hospital)

crimestoppers.com.au............. 1800 333 000

.............................................07 5536 1133

위기 지원

보건

골드코스트 다문화위원회(Multicultural
Communities Council Gold Coast)

생명의 전화(Lifeline Gold Coast) - 위기
지원 및 자살 예방

13 헬스(13 Health)................. 13 432 584
독극물 정보 센터

lifeline.org.au..................................... 13 1114

health.qld.gov.au/poisonsinformationcentre.
..................................................... 13 1126

다문화가정협회(Multicultural Families
Organisation)

구급차, 경찰, 소방서

......................................... (트리플 제로) 000

방심하지 않고 항상 주위를
잘 살핍니다.

범죄 신고

조명이 밝고 인적이 많은
곳으로 다닙니다.

police.qld.gov.au............................... 13 1444

미리 계획하여 가려는 곳과
집에 오는 방법을 알아둡니다.
개인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사고가 생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폴리스링크(Policelink) -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노숙자 서비스(Gold Coast Homeless
Service)����������������������������������07 5579 6060
구세군(Salvation Army)

골드코스트 헬스(Gold Coast Health) 24시간 정신건강 전문 지원 서비스

salvos.org.au..................................... 13 7258

............................................ 1300 642 255

성빈센트협회(St Vincent De Paul Society)

알코올 및 약물 정보 서비스

vinnies.org.au��������������������������1800 846 643

........................................................ 1800 177 833

다문화
통번역 서비스(TIS National)

tisnational.gov.au........................... 13 1450

mccgc.com.au..................... 07 5527 8011

mfo.org.au............................ 07 5571 0381

이민자 센터(The Migrant Centre)

migrantcentre.org................. 07 5591 7261

부모 및 가족
센터링크 -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qld.gov.au/families......................... 13 7468

부모 상담전화(Parent line) - 부모 지원

parentline.com.au................. 1300 301 300

임신 및 가족 지원

pregnancyfamilysupport.org...... 07 5575 8442

베네볼렌트 협회(The Benevolent
Society) - 아동 및 가족 지원 서비스

benevolent.org.au................. 07 5644 9100

여성
DV 커넥트(DV Connect) -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dvconnect.org/womensline......1800 811 811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1800respect.org.au.............. 1800 737 732

SARA(다문화 여성을 위한 가정 및 가족
폭력 지원 서비스)�������������� 0405 065 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