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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어 노스 쇼어

이민자 서비스
빠른 참조 안내서

영어 수업

통번역 서비스

영어 회화 그룹 수업은 모스만, 노스 시드니, 레인 코브, 윌로비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자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AMEP)
9942 0712
 amep.nsi@tafensw.edu.au  www.immi.gov.au/amep  www.nsi.edu.au/amep
510 시간 무료 영어 강좌. 세인트 레오나즈 AMEP 사무소, 주소: The Northern Sydney Institute,
Learning and Innovation Campus, Building P, Room P.4.65, 213 Pacific Highway, St Leonards.
취업 및 교육 기술 (SEE) 프로그램
8448 9900
최대 800 시간 무료 강좌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센터링크 (Centrelink) 또는 호주 취업
서비스 (Job Services Australia) 제공업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시 가까운 취업 및 교육 기술 (SEE)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 MTC Work Solutions Level 2 & 3, 54 Neridah St, Chatswood
TAFE NSW 산하 노던 시드니 인스티튜트 (Northern Sydney Institute)  www.nsi.edu.au
131 674
회화 및 작문을 비롯해 학업 및 대학 진학 영어와 취업 준비 과정 (Skillmax) 등 다양한 영어 과정을
제공합니다. 해당 과정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및 장단기 과정으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
무료 24시간 전화 통역 서비스입니다.
문서 번역 서비스 (해외 자격증 번역 포함)
해당하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서비스.
세인트 레오나즈 AMEP 사무소, 주소:The Northern Sydney Institute, Learning and Innovation
Campus, Building P, Room P.4.65, 213 Pacific Highway, St Leonards

긴급 상황
경찰서, 구급차, 소방서  www.triplezero.gov.au
경찰 신고 전화  www.police.nsw.gov.au
범죄 제보  www.crimestoppers.com.au

000 ‘트리플 제로’
131 444 – 24 시간
1800 333 000 – 24 시간

채스우드 63 Archer Street, Chatswood
모스만 96 Bradleys Head Road, Mosman
노스 시드니 273 Pacific Highway, North Sydney

9414 8499
9969 1933
9956 3199

채스우드 MCLO (근무시간 내) 63 Archer Street, Chatswood

9414 8510

인근 경찰서 - 24 시간

경찰 다문화 커뮤니티 연락관 (MCLO)
안전 유지

어린이 보호 전화 (24시간)
가정폭력 위기 상담 전화 (24시간)
노던 시드니 어린이 보호 서비스 (근무시간 내)
노던 시드니 여성 가정폭력 법정 지원 서비스

132 111
1800 656 463
9462 9266
8425 8707

교통
버스와 열차 및 페리 정보  www.131500.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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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00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운슬 웹사이트의 이민자 서비스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131 450
9942 0712

이민자 서비스
노스 시드니, 모스만, 레인 코브, 윌로비 카운슬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난민자를 위한 지원 및 정보.
크로스 네스트 센터 이민자 서비스  www.crowsnestcentre.org.au
2 Ernest Place, Crows Nest
모자이크 다문화 센터  www.willoughby.nsw.gov.au
12 Brown St, Chatswood
센터링크 - 다국어 전화 서비스  www.humanservices.gov.au
56-64 Archer Street, Chatswood

9439 5122
9777 7952
131 202

카운슬
카운슬과 도서관은 각종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통, 친목, 문화,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
츠 시설에 관한 지역 정보를 찾아보기 좋은 곳입니다.
레인 코브  www.lanecove.nsw.gov.au
48 Longueville Rd, Lane Cove
모스만  www.mosman.nsw.gov.au
Mosman Square, Spit Junction
노스 시드니  www.northsydney.nsw.gov.au
200 Miller St, North Sydney
윌로비  www.willoughby.nsw.gov.au
31 Victor Street, Chatswood

9911 3555
9978 4000
9936 8100
9777 1000

도서관
레인 코브 도서관 Library Walk, Lane Cove
모스만 도서관 Library Walk 605 Military Road, Mosman
스탠턴 도서관 234 Miller St, North Sydney
윌로비 시립 도서관 Lower Ground, The Concourse, 409 Victoria Av, Chatswood

본 안내서는 모스만 카운슬의 재정 후원으로 로어 노스 쇼어 다문화 네트워크에서 제작했습니다.

9911 3634
9978 4091 또는 9978 4090
9936 8400
9777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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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서비스 빠른 참조 안내서
숙소 / 주거 지원
링크 하우징 (Link Housing) Level 12, 815 Pacific Highway, Chatswood
노어웨스트 링스 (NorWest Lincs) 주택 임대시 무료 정보 및 지원 제공
일반 렌트 정보  www.domain.com.au  www.realestate.com.au

지역사회 / 근린 센터

어린이 서비스 및 교육

크로스 네스트 센터 2 Ernest Place, Crows Nest  www.crowsnestcentre.org.au
도허티 커뮤니티 센터 7 Victor Street, Chatswood  www.willoughby.nsw.gov.au
키리빌리 근린 센터 16 Fitzroy St, Kirribilli  www.kirribilli.org.au
모자이크 다문화 센터 12 Brown St, Chatswood  www.willoughby.nsw.gov.au
노스 시드니 커뮤니티 센터 220 Miller St, North Sydney  www.northsydneycentre.com.au

어린이집과 같은 가까운 보육 서비스 센터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해당 카운슬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육 정보(60여개 다국어 지원):  www.resourcingparents.com

취업 / 구직

9412 5111
9984 9605

보육 시설

가까운 어린이집 찾기  www.mychild.gov.au

초등 및 중고등학교

현지 학교, 비자 자격, 영어 지원, 비용, 등록 방법, 번역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스 시드니
커뮤니티 정보 담당관(Information Officer) 에게 문의하십시오.
 www.schools.nsw.edu.au
학부모 학교 안내 (60여개 다국어 지원)  www.dec.nsw.gov.au/parents

TAFE NSW

호주의 선도적인 전문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
 nsi.study@tafensw.edu.au  www.nsi.edu.au

9987 3927

131 674

2

9942 0558

자원봉사를 통해 영어로 실습하면서 원하는 분야에서 경력도 쌓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회를
알아보려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1300 888 529
9219 5000

모스만 자원봉사 서비스
로어 노스 쇼어 커뮤니티 자원봉사 서비스  lnsvolunteer@willoughby.nsw.gov.au

9978 4089
9777 7815

의료 서비스

커뮤니티 그룹
호주 중국 커뮤니티 협회  www.acca.org.au
아르메니아 커뮤니티 복지 센터  http://armenianchurchsydney.org.au
호주 이란 커뮤니티 기관  info@aic.org.au  www.aic.org.au
호주 한인 복지회  koreanwelfare@hotmail.com
이탈리아 커뮤니티 (Co As It) (Italian)  www.coasit.org.au
호주 인도 협회 연맹  info@faia.org.au  www.faia.org.au
그리스 복지 센터  www.greekwelfarecentre.net.au
시드니 일본 클럽  jcs@japanclubofsydney.org
유대인 케어  firstcall@jewishcare.com.au
NSW 스페인 및 라틴계 협회  http://nswslasa.com.au
러시아 민족 공동체 위원회  www.russiansinaustralia.org.au

131 202

자원봉사  www.volunteering.com.au

법률 지원
해당 지역의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민자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NSW 로액세스 (LawAccess NSW)  www.lawaccess.nsw.gov.au
NSW 법률 지원 (Legal Aid NSW)  www.legalaid.nsw.gov.au

취업 정보 (JobSearch)  www.jobsearch.gov.au 는 구직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무료 온라인 웹사이트입니다.
호주 취업 서비스 (Job Services Australia)  www.humanservices.gov.au
호주 취업 서비스는 구직자의 취업 활동을 도와주는 다양한 취업알선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 지원 서비스 이용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센터링크의 다문화 상담전화에 연락하거나 다음
주소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56-64 Archer St, Chatswood
스킬맥스 (Skillmax)  nsi.skillmax@tafensw.edu.au
기술 이민자들이 해당 직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과정. 호주 기업 문화와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술과 같은 주제로 교육합니다. 지원 자격을 알아보려면 노던 시드니 인스티튜트에
연락하십시오.

9439 5122
9777 7800
9922 4428
9777 7952
9922 2299

9412 3488
9419 6399
9635 1249
9718 9589
9564 0744
9516 2188
0421 776 052
9488 7100
9724 2220
9745 4244

병원

로얄 노스 쇼어 병원 Reserve Road, St Leonards
24시간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병원
메디케어
메디케어 서비스에 대한 정보 안내  www.humanservices.gov.au
 medicare@humanservices.gov.au
메디케어 위치
채스우드 Shop 527, Westfield Chatswood, 1 Anderson Street, Chatswood
모스만 Shop 22, Bridgepoint Shopping Centre, Cnr Military Road & Brady Street, Mosman
노스 시드니 Shop P40 Ground Floor, Northpoint Plaza, 100 Miller Street, North Sydney
다문화 보건 서비스
이민자 및 난민자에게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나 간병인
및 장애인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비롯해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드니 노스 쇼어 및 해변 지역 메디케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의사와 기타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정보 안내
 http://www2.snsbml.org.au  info@snsbml.org.au

본 내용은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9926 7111

132 011

8968 3406

1300 798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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