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D 가족 서비스

장애 아동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Eurella Community Services
전화: 9747 4810

www.eurellacommunityservices.com

지적 장애가 있는0세-5세 아동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arobran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0세-5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개개의 프로그램은 각 아동이 가정과 그룹 과정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음악이 포함됩니다.

St Anthony’s Family Care
전화: 9747 5782

www.safc.org.au

0세-7세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그리고0세-16세 아동을 위한
신축성있는 임시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별 프로그램은 각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 및 가족의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Family Resource & Network Support Inc (FRANS)
전화: 9799 4333

www.frans.com.au

장애 아동들에게 커뮤니티 액세스, 레크리에이션 여행, 졸업후 프로그램,
임시간호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The Infants Home Child & Family Services (TIHC&FS)
전화: 9799 4644

www.theinfantshome.org.au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통합 조기 아동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tro Migrant Resource Centre / Metro Assist
전화: 9789 3744

www.metromrc.org.au

메트로 MRC 는 새로 도착한 이민자, 난민, 인도주의 입국자,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주민들 포함해, 우리 지역 전체에 있는 커뮤니티 및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착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Inner West 를 비롯하여
Bankstown, Canterbury, Marrickville 에 제공됩니다.
메트로 커뮤니티 허브는 현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지원 기관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커뮤니티에 참여를 권장합니다. 그 허브는 Strathfield 및
Ashfield LGA 에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에게 ‘즉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Navitas

전화: 9745 2420

www.navitas.com

새로 도착한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언어 및 읽고 쓰는 능력을 길러주는 서비스.

Australia-Korean Welfare Association (AKWA)
전화: 9718 9589

www.koreanwelfare.org.au

비영어권인 한국인 커뮤니티에 정착 및 사회 복지 등과 같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hinese Australian Service Society (CASS)

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 (ADHC)

전화: 9789 4587 / 9716 4133

어린이를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 서비스, 케이스워크,
임시간호, 행동 개입 서비스를 알선 합니다.

Chinese Migrant Welfare Association (CMWA)

전화: 9334 3700

www.adhc.nsw.gov.au

전화: 9716 0612

Lifestart

전화: 9807 9700

www.lifestart.org.au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장애 아동과 가족을 지원합니다.

시드니 치과병원, 소아과 치과학부
전화: 9293 3230

장애 아동에게 전문 치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자격 및 선택 사항을
논의하려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Pathways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Inc
전화: 9572 8840

www.pathwayseci.com

발육 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0세-6세 아동용. 가족중심 프로그램, 치료,
그룹치료. 자폐증 서비스.

Koorana

전화: 9750 4100

www.koorana.org.au

심리 서비스. 가족 지원 및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Catholic Care

전화: 8709 9333

www.catholiccare.org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Special Children Services Centre
휴대 전화: 0420 226 328

www.specialchildrenservices.org

특별 아동 서비스 센터 (SCSC) 는 특히 지적 장애, 발육 지연, 그리고
자폐증이 있는 이민자 어린이들에게 전문 교육, 치료 프로그램,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돕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은 Woodstock (22 Church St, Burwood) 및/또는 Burwood
커뮤니티 복지 서비스 센터 (45 Belmore Street, Burwood) 에서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www.cmwa.org.au

중국인 커뮤니티에 레크리에이션 그룹 및 플레이그룹을 운영합니다.

Co-As-It 이탈리아 본사
전화: 9564 0744

www.sswahs.nsw.gov.au

www.cass.org.au

한국인, 인도네시아인, 태국인, 중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로 도착한 이민자,
난민들에게 사회 정착, 레크리에이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coasit.org.au

이탈리아인 커뮤니티에 변호, 상담, 보육, 사교 단체, 커뮤니티 정착 서비스, 이중
언어 사용 학교 그리고 약물 및 알코올 서비스를 합니다.

Ethnic Child Care, Family & Community Service
Cooperative Ltd
전화: 9569 1288

www.eccfcsc.org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관련 서비스를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Russian Ethnic Community Council (RECC)
전화: 9745 4244

www.russiansinaustralia.org.au

러시아인들에게 건강, 주택, 고용 등과 같은 필수적인 주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훈련 및 교육 네트워크 개방 – 다문화 교육 단체
전화: 9715 8676
www.oten.edu.au
무료 전화: 1800 637 549 (NSW 내부)

OTEN 으로 원격 교육 공부를 하려는 비영어권 배경 (NESB)의 사람들에게 정보,
조언, 언어, 문화 지원 서비스, 특정 과정을 제공합니다.

Strengthening Families Resourcing Parents

전화: 9715 8676
www.russiansinaustralia.org.au
무료 전화: 1800 637 549 (NSW 내부)

40여 커뮤니티 언어로 번역된 육아 정보를 24시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발달, 건강, 수유 및 영양, 정신 건강, 육아, 부모 교육, 안전/아동 보호,
장애, 청소년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 시트.

유용한 자료
상담 전화
아동 보호 상담 전화:

Tresillian 아이 돌보기:
Karitane 상담 전화:
학부모 상담 NSW:
어린이 상담 전화:

독극물 정보 서비스:
전화 통역 서비스:

Centrelink 문화적 언어적 다양한 정보

132 111
9787 0855
1300 2274 64
1300 1300 52
1800 551 800
13 11 26
13 14 50
131 202

육아 정보

INNER WEST

아동 및 가족 서비스
(0세 - 12세)

가족 강화 학부모 자료는 육아 조언, 육아 교육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부모를 돕는데 목적을 둔 계획입니다. 자료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
resourdngparents.com 에서 확인하십시오.

육아 정보 및 자료
Raising Children Network
www.raisingchildren.net.au
Strengthening Families Resourcing Parents
www.resourcingparents.com
Community Services
www.community.nsw.gov.au
Government Schools
www.schools.nsw.edu.au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www.aifs.gov.au/sf/parenting.html

Inner West Child & Family Services (Korean)
어린이 및 가족 안내책자

차일드 케어 센터 및 학교 목록을 포함한 포괄적인 안내책자를 원하면
Inner West어린이 및 가족 안내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본은
9911 9847 에 전화하여 가족 NSW 담당자로부터 얻거나, 거주지역
해당 카운슬 웹사이트에서 조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shfield Council
www.ashfield.nsw.gov.au Ph: 9716 1800
Burwood Council
www.burwood.nsw.gov.au Ph: 9911 9911
City of Canada Bay Council
www.canadabay.nsw.gov.au Ph: 9911 6555
Strathfield Council

www.strathfield.nsw.gov.au Ph: 9748 9999

Ashfield, Burwood, Strathfield
& City of Canada Bay
Local Government Areas

가족 지원 서비스
Inner West Family Support Service
전화: 9744 1866

bcwsfss@bigpond.com.au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실용적이며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St Anthony’s Family Care
전화: 9747 5782

www.safc.org.au

0세-16세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arer and Parent Support (CAPS)
전화: 9716 7032

www.carerandparentsupport.com.au

0세~5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무료로 기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지원, 상담, 발육 점검, 새로운 부모 그룹, 모유 수유 지원 과정,
이유식 정보 세미나 그리고 적절히 다른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약속 또는 근무일 및 근무 시간은 8788 4288 로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Inner West 에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shfield Early Childhood Health Service

Summer Hill Family Support

24 Liverpool Rd Croydon NSW 2137 (Ashfield 에서 건물을 완성할 때

전화: 8788 4288

전화: 9797 8676

shfs@weldon.com.au

가족들을 위한 실용적이며 정서적인 지원.

까지 Croydon EC 에도 같이 배치됩니다)

The Infants Home Child & Family Services

Concord Early Childhood Health Service

학습 발달 센터 (종일 보육) 및 가정 보육을 포함한 아동 및 가족 지원 서비스.

57A Wellbank Street, Concord NSW 2137

전화: 9799 4844

www.theinfantshome.org.au

The Benevolent Society - Child and Family
전화: 8314 9494

www.bensoc.org.au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여기에는 부모의
방치, 학대 (또는 학대의 위험), 정신 건강, 약물 및 알코올, 복잡한 육아 문제, 가정
폭력, CALD/토착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회 - 자원 봉사자 가정 방문
전화: 8314 9494

www.bensoc.org.au

전화: 8788 4288

Croydon Early Childhood Health Service
24 Liverpool Road, Croydon NSW 2132

Chiswick Early Childhood Health Service
전화: 8788 4288

5a Blackwell Point Road, Chiswick NSW 2046

전화: 9715 6568

Barnardos Aboriginal Early Years Family Support

Royal Prince Alfred (RPA)

www.weldon.com.au

영국 성공회 보육원은 시드니의 Inner West 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 및 보호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빌릴 수 있는 장난감을 제공합니다. 0세-5세 아동용.

Koorana

Sydney Children’s Hospital

가족 지원 및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조기 치료 지원 프로그램.

전화: 9382 1111
High Street, Randwick NSW 2031

KU Inner West Play & Chat

St John of God Hospital

전화: 9750 4100

전화: 9692 0559

www.koorana.org.au

www.ku.com.au/ku.iwplayandchat

유아 교육자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룹 운영. 플레이그룹은 Inner West 전역의 여러
곳에서 운영됩니다.

시드니시 가족 관계 센터
전화: 8235 1500

sydneyfrc@ransw.org.au

별거 중인 부모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육아 협상에 합의할 수 있도록 가정 분쟁 해결
(중재)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보 및 소개를 통해 가족 관계를 강화시키고 관계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Inner West Family Connect
전화: 9559 1883

www.metromrc.org.au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0세~8세의 자녀가 있는 Inner West 의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www.sch.edu.au

전화: 9715 9215

www.beatbabyblues.com.au
23 Grantham Street, Burwood NSW 2134

비영리 개인 정신 건강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입원환자, 외래환자, 일상 체류 환자
전반에 걸쳐 전 가족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두고
치료하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Westmead Children’s Hospital
전화: 9845 5555

www.chw.edu.au
Cnr Hawkesbury & Darcy Roads, Westmead NSW 2145
모든 긴급 상황에 대한 경찰, 구급차, 소방대의
전화: 000 (휴대폰 전용 112)

www.housing.nsw.gov.au
56 Railway Parade, Burwood NSW 2134
일반 렌트 시장에서 적합한 주택을 찾거나 임대할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
및 복잡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장기 주택. 또한 개인 임대를
보장하기 위해 본드 및 사전 임대료를 함께 제공합니다.

고령화, 장애 및 자택 치료
전화: 9334 3770

물리 치료, 작업 및 언어치료, 행동 개입 및 지원, 사례관리 및 사회 사업
조정을 제공합니다. 지적 장애, 또는 발육 지연 자녀가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임시간호 서비스 , 숙박 및 기타 서비스를 알선합니다.

24 Liverpool Road, Croydon NSW 2132

www.sswahs.nsw.gov.au/MHealth/

아동 및 가족 건강 간호 서비스, 커뮤니티 간호 서비스 그리고 상담, 물리치료,
작업 치료, 언어치료를 포함한 아동 청소년 가족 건강 서비스. 정신 건강,
약물치료 그리고 치과치료.

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ies
전화: 8848 4900

www.sswahs.nsw.gov.au

정신 질환 및/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을 앓고 사람들을 위한 평가 및 치료.

Leichhardt 여성 커뮤니티 건강 센터
전화: 9560 3011

전화: 9515 6111
www.cs.nsw.gov.au/rpa
Missenden Road, Camperdown NSW 2050

주택 (Burwood 사무소)
전화: 9715 0600

시드니 지역 건강 네트워크 - Croydon 건강 센터
전화: 9378 1100
www.health.nsw.gov.au

24 Liverpool Road, Croydon NSW 2132

전화: 9767 5000

아동 보호 서비스, 육아 지원, 조기 치료, 위탁 보호, 입양 서비스 그리고
재해에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5세~18세의 자녀 및 가족에게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 음성 병리학, 심리학자, 작업 치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화: 9378 1100
영업 시간 후 급환 치료 전화: 132 222

Concord Hospital

www.community.nsw.gov.au

아동 보호 상담 전화 - 전화: 132 111

www.adhc.nsw.gov.au
Level 3, 56 Railway Parade, Burwood NSW 2134

Croydon Mental Health Service

병원

Community Services

Child and Family Health Service

2A Fraser Street, Homebush NSW 2140

전화: 8788 4288

Kids@Weldon Inner West Toy Library
전화: 9747 4577

www.karitane.com.au
126 The Horsley Drive, Carramar NSW 2163

Homebush Early Childhood Health Service

Inner West 에서 0세~5세 아동이 있는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www.barnardos.org.au

전화: 9794 2300

부모에게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중점을 둡니다. 프로그램에는 7세-14
세용 방학 프로그램,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어머니 그룹, 플레이그룹, 상담 및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www.concordhospital.com.au
Hospital Road, Concord NSW 2137

전화: 9218 2358

Karitane

전화: 9378 1100

전화: 8788 4288

www.sdn.org.au

Brighter Futures 는 0세~8세의 아동이 있는 가족들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플레이그룹을 운영합니다.

0세~5세의 어린 자녀 및 유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언을
하고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24시간 부모 상담 전화, 주거, 일일 숙박 및 출장
프로그램, 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출산 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한 도움을
포함합니다.

Family Mental Health Service

Cnr First Avenue & Park Road, Five Dock NSW 2046

SDN Brighter Futures

McKenzie Street, Belmore NSW 2192

www.tresillian.net

www.sswahs.nsw.gov.au
24 Liverpool Road, Croydon NSW 2132

Good Beginnings

www.goodbeginnings.net.au

전화: 9787 0855

전화: 9378 1100

전화: 8788 4288

Five Dock Early Childhood Health Service

자원 봉사자 가정 방문 서비스는 새로 부모가 된 커플을 그 가정에서 지원합니다.
(Ashfield 및 Burwood 주민)

Tresillian Family Centre & Babycare

정부 연락처

주 전체 주거 단지. 4세까지의 자녀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1
주일 체류. 의료 전문가의 소개로만 이용가능.

자원봉사자 가정 방문 서비스는 가정에서 취약한 가족들을 돕고 지원하는 조기개입
프로그램입니다.

전화: 9759 3820

의료 서비스

유아 보건 센터

55 Thornley Street, Leichhardt NSW 2040

www.lwchc.org.au

저렴한 비용의 의료 및 보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이 운영하는 여성용
비영리 여성 건강 센터.

Rivendell Adolescent Service
전화: 9736 2288

www.cs.nsw.gov.au/Mhealth/
Thomas Walker Building, Hospital Road, Concord West NSW 2138
입원환자/외래환자 치료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det.nsw.edu.au

커뮤니티 정보 담당자 전화: 8848 4934

학교 상담가, 학생 복지 자문 위원,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및 다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학생 서비스 및 형평성 프로그램.

Centrelink

www.centrelink.gov.au

약속 - 전화: 13 1021
가족 지원 - 전화: 13 6150
다국어 전화 - 전화: 13 1202

56 Railway Parade, Burwood NSW 2134

Centrelink 는 자급 자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호주 정부 법정 기관입니다. 구직 및 기타 재정 지원의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방 경찰국

Ashfield - 전화: 9797 4099
14 Victoria Street, Ashfield NSW 2131

전화: 9293 3333 for Bookings

Burwood - 전화: 9745 8499
24 Burleigh Street, Burwood NSW 2134

0세-17세 자녀용 종합 치과 치료. 평가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실시됩니다.
Croydon 과 Concord 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mington - 전화: 9764 0055
Flemington Markets Complex
Parramatta Road, Flemington NSW 2129

Sydney Dental Hospital
www.sswahs.nsw.gov.au
2 Chalmers Street, Surry Hills NSW 2010

커뮤니티 안전, 가정 폭력, 청소년 관계, 범죄 예방에 관한 협조, 지원 및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