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제도  

Medicare  
호주 정부는 Medicare 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의료 비용 및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Medicare는 대부분의 의사 진료비, x-레이, 피검사, 공립 병원 치료 및 그 외 서비스를 

커버합니다.  

자격 여부를 알아 보고 Medicare 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권 혹은 여행 서류를 가지고 

Medicare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Medicare 는 앰뷸런스, 치과, 물리치료, 안경, 발치료, 척추 조정 요법 혹은 사립 병원 

입원 등은 커버하지 않습니다.   

Centrelink Health Care Card 
만일 Centrelink 수당을 받고 계시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정부가 발행하는Health Care 

Card 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가지 할인혜택을 부여하는데 약품비 및 

의료 서비스 (의사, 치과 및 앰뷸런스)를 포함합니다.  

Health Care Card 를 소유하고 있다해도 이 카드로 이루어 지는 모든 기본적인 병원 

및치료에도 Medicare 카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사립 의료 보험  

많은 호주인들은 사립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사립 혹은 공립 

병원에서 개인 환자로서의 치료를 커버하며 Medicare 가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 즉, 

치과 및 시각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커버하는 비용과 종류가 다양하므로 사립 의료 

보험에 가입하시려면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려책 

정부는 국민들의 사립 의료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재정적 장려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사립 의료 보험 프리미엄에 연방정부의 30% 상환이 보조되며 (65 세 

이상에게는 더 높은 상환 적용) 사립 의료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고소득자에게는 1% 

세금 징수 (tax levy) 가 적용됩니다.  

 

LIFETIME HEALTH COVER  (평생 의료 커버) 

Lifetime Health Cover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사립 의료 보험 비용이 병원 

커버에 처음 가입하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31 번째 생일 다음에 오는 7 월 

1 일까지 병원 커버에 가입하고 회원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더 나이가 들어서 병원 

http://www.centrelink.gov.au/
http://www.centrelink.gov.au/internet/internet.nsf/payments/conc_cards_hcc.htm
http://www.centrelink.gov.au/internet/internet.nsf/payments/conc_cards_hcc.htm
http://www.health.gov.au/internet/wcms/publishing.nsf/Content/lifetime+health+cover-3


커버에 가입하는 사람보다 평생 동안 낮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병원 커버 

가입을 연기하게 될 경우,  특히 30 세 이후에 가입하는 것을 연기하게 될 때 매 해 2%의 

추가 지불을 부담하게 되며 65 세에 병원 커버를 처음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70%까지 개인 부담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새로 온 이민자들을 위해 특별 조건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아래 

기간까지 (둘 중 더 뒤에 오는 기간) 병원 커버에 들 경우 부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31 번째 생일 다음에 오는 7 월 1 일; 혹은 

• Medicare 자격자가 된 후 일년째 되는 날. 

이 날짜들 이후에는 정상적인 Lifetime Health Cover 부가금이 적용됩니다. 

 

상세한 정보 

사립 의료 보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www.health.gov.au/privatehealth 

및www.phiac.gov.au를 방문하시거나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Private Health Insurance Ombudsman 1800 640 695 
 www.phio.org.au

 

Commonwealth Carelink Centres (연방정부 보호링크 센터)는 노인 및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monwealth Carelink Centres 1800 052 222 
 www.commcarelink.health.gov.au

의료 지원 

응급실 

응급치료는 특정 의료 센터 혹은 병원의 응급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 및 사립 

병원은White Pages전화 번호부의 Hospitals 항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복용 중인 약품 및 Medicare 카드, 사립 의료 보험 카드, Health 

Benefits 혹은 Pension Concession Card 를 소지하십시오.  

응급 치료는 공립 병원의 ‘Casualty(응급실)’ 혹은 ‘Emergency(응급실)’에서 24 시간 

가능합니다. 

상황이 위급하지 않을 경우 general practitioner (일반 진료의)로부터 의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http://www.health.gov.au/privatehealth
http://www.phiac.gov.au/
http://www.phio.org.au/home.php
http://www.phio.org.au/
http://www.commcarelink.health.gov.au/index.htm
http://www.commcarelink.health.gov.au/
http://www.whitepages.com.au/


일반 진료의 (GP) 

응급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먼저 패밀리 닥터 (‘general practitioner’ 혹은 GP 라고도 함) 

혹은 의료 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의사 혹은 의료 센터는 귀하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Yellow Pages 전화 안내에 ‘Medical practitioners’ 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진료 의사가 청구서를 bulk bill(진료비 정부 부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Medicare 양식에 서명하시게 되고 이 양식이 다시  Medicare 로 보내져 의사에게 

진료비가  지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귀하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후 Medicare 혹은 사립 의료 보험회사 (해당될 경우)에 가셔서  비용 

상환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Medicare Card 와 Health Care Card 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통역 

의사는 의료 진료 동안에 우선순위 전화선을 사용하여 귀하를 위해 통역관에게 

통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귀하가 영주권자 혹은 호주시민인 경우 그리고 

진료가 Medicare 에 의해 커버될 경우 귀하와 의사에게 비용부담 없이 이루어 집니다. 

TIS Doctors Priority Line (24 시간) 1300 131 450

 www.immi.gov.au/tis/doctor.htm
 

전문의  

GP 를 방문하시기 이전에는 전문의 방문이 불가능 합니다.  의사는 차후 치료를 위해 

귀하를 다른 의사 혹은 specialist (전문의)에게 인계할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의사는 귀하가 의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chemist  (혹은 pharmacy)에 가져갈 

처방전을 써 줄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Centrelink 에서 제공한 Health Care Card 혹은 Pension Concession Card 가 

있으면 특정한 의약품에 대해 할인이 됩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실 때 Medicare 

Card 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의약품의 지시사항과 레벨을 주의 깊게 읽어 보고 확실치 않은 것이 있을 경우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약품에 관한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약사에게 이야기 하시거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 시에서 오후 6 시까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십시오. 

Medicines Line 1300 888 763 

Community Health Centres (지역의료센터) 

Community Health Centre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센터가 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help_with_translating/english-speakers/doctors-priority.htm
http://www.immi.gov.au/tis/doctor.htm
http://www.nps.org.au/site.php?content=/resources/content/cons_ml_about.html


가능한 서비스는 간호, 보건 교육 및 증진, 물리치료, 치과치료, 의료 간호, 카운셀링 및 

사회 복지를 포함합니다. 이 센터는White Pages 전화번호부의 ‘Community Health 

Centres’ 혹은 ‘Health’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정신 건강 문제 및 정신 질환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general practitioner (일반 진료의) 혹은 Community Health Centre (지역 의료 

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Queensland Transcultural Mental Health Centre 3240 2833 
Outside Brisbane 1800 188 189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 출신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다수의 병원 및 대형 의료 센터에는 지역 이민자 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 팀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운셀링, 조언, 연계 서비스및 의료 정보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언어 그룹을 위한 Multicultural Health Worker 가 있는지의 여부는  

지역 병원 혹은 Community Health Centre 에 전화해 보십시오.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어린이들 (어른들)을 해로운 감염에서 보호합니다. 예방접종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자녀들을 위해 권장됩니다. 몇 몇 주와 준주(NSW, VIC, 

TAS, ACT)에서는 탁아시설과 학교에 들어 갈 때 예방접종 기록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탁아시설과 학교는 어떤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는 지 알게 됩니다. 

예방접종은 패밀리 닥터가 혹은 지역 Community Health Centre 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 Community Health Centre 혹은 지역의회에서 예방접종 서비스를 원할 경우 

그들에게 연락하여 어떤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언제 실시될 수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http://www.whitepages.com.au/


귀하의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육 수당 자격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National Immunisation Infoline 1800 671 811 
 http://immunise.health.gov.au
Australian Childhood Immunisation Register 1800 653 809 

치과 서비스 

귀하의 지역에 대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사립 치과의사들이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사립 의료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부 및 테리토리 정부는 또한 Centrelink 할인 카드 소지자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료 치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진통 및 기본적인 치과 치료이며 

틀니도 포함합니다. 해당 지역 내의 자세한 서비스는 의료 센터 혹은 병원에 연락해 

보시고 할인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시려면 Centrelink 에 연락하십시오  

노인 간호 서비스 이용  

거주지 노인 요양 간호는 가정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이며 가정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병이나 장애, 사별, 위급한 상황, 간호의 필요성, 가족 혹은 친구 

등이 있으며 혹은 단지 도움이 없이는 가정 생활이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 

요양소 (care home)에서 제공하는 간호보다 적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독립 유니트 

주택 혹은 은퇴 빌리지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ged Care Assessment Teams (ACATs, 노인 간호 평가 팀)은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정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지 혹은 노인 요양소를 

시작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제공합니다.  

노인 요양소로 옮기기를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은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 자격 여부 평가 
• 요양소 찾기 
• 비용 산출 
• 적용 
• 이사 및 정착. 

노인 간호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Aged Care Information Line  1800 500 853  
 www.seniors.gov.au

 

http://immunise.health.gov.au/index.htm
http://immunise.health.gov.au/
http://www1.hic.gov.au/general/acircirghome
http://www.seniors.gov.au/internet/seniors/publishing.nsf/Content/Aged+Care+Information+Line
http://www.senior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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