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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옹호 서비스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 - MHAS)
이 서비스는 Legal Aid NSW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정신 
건강법에 대한 무료 법적 정보,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전화상으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즉시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미팅을 예약해서 Burwood 사무실에 있는 저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전화: 9745 4277).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도 저희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일반 시민 봉사자들도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MHAS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신건강법 (Mental Health Act)에 따라 병원에 
수용된 상태라면, 정신건강 재심 심사국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에서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대신 문의해보고, 다음 
사항에 대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법에 따른 여러분의 병원 수용

▲ 심사국에 대한 문의 및 심리

▲ 재정 관리 명령

▲ 지역사회 치료 명령

▲ 항소



가디언쉽
MHAS는 가디언쉽 관련으로 NSW 민사 및 행정 심사국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 NCAT)의 
심리에 출석할 때 변호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심리일 이전에 
미리 MHAS에 전화해서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십시오.

MHAS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나요?
MHAS의 변호사나 민간 변호사 (MHAS 주선)는 NSW 
주내에 비자발적인 정신 질환 환자가 수용된 모든 병원을 
방문합니다. 병원에 수용된 이후 여러분이 심사국에 
출석하게 된다면, 변호사가 우선 여러분을 만나볼 겁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이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수용 중이고, 다음 문제와 관련 심사국에 
출석하게 된다면, 변호사가 여러분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할 
것입니다: 

▲ 비자발적인 환자 명령의 연장 문제

▲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NSW Trustee & Guardian가 
관리하도록 하는 문제.

다음의 경우 여러분에게 변호사가 제공될 것입니다:

▲ 병원에서 여러분에게 지역사회 치료 명령 (CTO)을 
요청하고,

▲ 이에 대해 여러분이 저희 변호사를 요청하는 경우

여러분에게 변호사가 제공될 수 있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퇴원에 대해 의사가 반대할 경우,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때입니다. 

CTO나 항소에 대해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빨리 
MHAS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MHAS에 
전화해 주십시오.



정신 건강 옹호 서비스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
Level 4, 74–76 Burwood Road 
Burwood NSW 2134 
전화: 9745 4277

이 소책자는 아랍어, 중국어 (전통), 파시, 한국어, 스페인어, 
터키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출판 당시, 여기에 제시된 정보는 정확하나, 이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많은 문의 사항이 있으면, LawAccess NSW 1300 888 52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책자가 필요하시면, 온라인으로 (www.legalaid.nsw.gov.au/

publications) 주문하거나, publications@legalaid.nsw.

gov.au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9219 5028번으로 전화해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Legal Aid NSW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www.legalaid.nsw.gov.au를 방문해 주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십니까?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는 영어 사용이 힘든 
분들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IS
는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해서 저희에게 문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TIS 131 45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언어 혹은 청각 장애가 있다면, 내셔널 릴레이 
서비스 (National Relay Service) 133 677
번이나 LawAccess NSW (TTY)1300 889 52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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