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NDIS 플랜 시작하기

플랜 참여자, 보호자 및 가족들을 위한 자료
NSW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 관할지구 조정 프로그램

Korean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비니스’ 관할지구 조정담당자 혹은 LAC가 다음과 같이 해 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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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만나 향후 12개월 동안
여러분의 필요와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참여자 구술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의 NDIS 플랜이 작성될
수 있도록 구술서 상의 정보를
NDIA에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플랜을 어떻게 시작하며
자금지원 패키지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줍니다.
MyGov (마이가브) 계정을
만들고, 지원서비스들을 찾아
내며 서비스계약서 작성법을 보여
드립니다.

•

본인 지역사회 내의 기타
지원서비스들을 알아보도록 돕습니다.

•

여러분의 플랜이 끝날 무렵 여러분과
만나 플랜 재검토 준비하는 것을
돕습니다.

•

여러분이 NDIS플랜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LAC는
•

여러분 대신 서비스 제공자 측에
연락하거나 서비스 예약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비니스’ 관할지구 조정담당자
조정담당자 이름:
조정담당자 전화번호:
조정담당자 이메일 주소:
조정담당자 사무실 주소:
저희 LAC 프로그램 직통전화 및 이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제게 연락이 되지 않을 때나
여러분의 관할지구 조정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페이스북:

1800 794 934
LAC@vinnies.org.au
https://lac.vinnies.org.au
페이스북 그룹에서 ‘Vinnies LAC’ 를 검색

VINNIES LAC

특별한 감사의 말씀:
본 자료준비에 시간과 능력을 보태 준 NSW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 관할지구 조정담당자 프로그램 전 직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DIS 관할지구 조정담당자 프로그램
(NDIS Local Area Coordination Program)
St Vincent de Paul Society NSW
2C West St Lewisham NSW 2049
PO Box 5 Petersham NSW 2049
©2018 St Vincent de Paul Society NSW

우리는 충심으로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을 이 땅의 전통적인 보호자로 인정한다.
과거 및 현존 원로들이 예우와 축복 받기를
기원한다. 우리 함께 동정심과 정의 희망 믿음
화해에 기반한 미래를 건설하기를 축원한다.

권리불요구:
저작권법이 허락한 용도를 제외하고, 누구도 본 자료의 그 어떤
부분도 NSW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의 허가없이 인쇄물에
옮겨 게재할 수 없음. 본 자료에 소개된 정보는 출판 당시
정확하다고 간주된 것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

비니스 관할지구 조정담당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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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어로 대화하기

VINNIES LAC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면 통역사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관할지구
조정담당자와 이야기하거나 저희 프로그램에 연락해야 할 때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구 조정담당자 (LAC) 는 전문 통역서비스 기관인 ‘번역 및 통역 전화’
( TIS) 를 이용합니다.

전화 통역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통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LAC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TIS 내셔널에 131 450으로 전화한다
본인이 어떤 언어를 원하는지 얘기한다
교환수에게 본인의 LAC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교환수가 한국어 통역사와 연결시켜 준다
그런 다음 TIS가 본인과 통역사를 함께 LAC에 연결시켜 준다

한국어로 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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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역사
저희는 또한 회의 시 현장에 통역사가 참석하도록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이란 뜻은
통역사가 LAC와 함께 직접 회의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LAC에게 통역사의 회의
참석을 원하는 지 알려 주십시오. 항상 전문 통역사를 이용하며 통역사들은 비밀보장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추가 언어가 가능한 LAC 들:
어떤 LAC들은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구사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실 경우 한국어를 사용하는 LAC가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
드리지 못 할 경우, 통역사를 꼭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의 LAC에게
문의하십시오.

VINNIES LAC

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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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NDIS 와 여러분

VINNIES LAC

국립 장애보험 제도 (NDIS)
NDIS는 호주에서 장애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또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 큰 통제력을 갖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NDIS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더욱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당하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할 기타 지원서비스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제공하는 지원
보건이나 교육 등 기타 호주 정부기관들을 통해 가능한 지원 서비스들
종교관련 예배장소, 스포츠 클럽 혹은 문화 집단 등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서비스

여러분의 필요에 맞추어 준비되는 것이므로 사람마다 플랜이 다를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플랜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세 정보는 NDIS 웹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www.ndis.gov.au. 특정 정보는 각 언어별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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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는 다음과 같은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에서 NDIS와 공조하여
관할지구 조정 (LAC)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시드니, 사우스 이스트 시드니, 사우스 웨스트
시드니, 센트럴 코스트와 헌터, 뉴 잉글랜드.
여러분의 LAC가 맡은 역할은 NDIS 이용개시 준비와 NDIS 운영방법의 이해를 도와 여러분이
자금지원을 받을 때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 큰 통제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LAC는
또한 여러분과 해당 지역사회와의 연계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NDIS 전체 과정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
•

저희 웹사이트 방문: https://lac.vinnies.org.au
저희 페이스북 그룹 가입: 페이스북 ‘Groups’에서 ‘Vinnies LAC’ 를 검색하십시오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 LAC 에 관하여

VINNIES LAC

가입 6 내지 10 주

NDIS 에서
본인의
가입서를
받는다

본인의 LAC 와
플랜준비
회의를
실시한다

NDIS 1 년 스케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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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준비 1 내지 2 개월

NDIS 로부터

본인의
허가된 플랜을
수령한다

본인 거주지
근처의
‘서비스제공자’
들을 알아 본다

본인의
마이가브
계정을 만들고
마이플레이스
액세스를
확보한다

서비스
제공자들과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다

9 내지 10 개월 본인의 플랜 사용
본인이
‘자금지원 받은
지원서비스’
들의 이용을
개시한다

본인의
지원서비스들을
‘바꾸려면’ 적정
기한을 두고
통보해야만
한다

본인에게 ‘남은
지원자금’의 액수를
확인한다. 지원받은
자금을 꼭 다
사용토록 해야하지만,
초과지출은 하지
않는다!

플랜 재검토 4 주에서 8 주
본인의
‘플랜 재검토’와
관련하여
NDIS 에서
편지나 전화를
받게 된다.

여러분의
LAC 와 하는
‘재검토 회의’

여러분의 다음 번
‘허가된 NDIS
플랜’을 받는다.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과 새로이
‘서비스 계약서’
들을 작성한다.

담당 LAC 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VINNIES LAC

여러분의 LAC가 물어보는 것들:
현재 어떤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나
장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새로이 필요할 지원서비스들은 무엇인가
이런 정보가 여러분의 참여자 구술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
•
•
•

여러분의 플랜과 지원자금은 이 정보를 토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플랜준비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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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LAC는 또한 여러분이 어떤 지원자금 관리방법을 원하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같은 4가지 선택방법이 있습니다.

NDIA에서 관리하기

1.
•
•

플랜 관리

2.
•
•
•

어떤 개인이나 업체 (플랜 매니저)가 여러분의 지원자금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결제해 준다
여러분은 NDIS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필요에 맞는 어떤 서비스제공자도 사용할 수 있다
NDIS가 여러분의 지원자금이 어떻게 쓰였나 알고 싶을 때에 대비하여 플랜 매니저가 모든
영수증을 보관한다

스스로 관리

3.
•
•
•

4.

NDIA가 여러분의 서비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결제해 준다
여러분은 NDIS 등록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NDIS 지원자금에서 본인의 서비스제공자들에게 결제해 준다
여러분은 NDIS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필요에 맞는 어떤 서비스제공자도 사용할 수 있다
NDIS가 여러분의 지원자금이 어떻게 쓰였나 알고 싶을 때에 대비하여 본인 스스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혼합식

여러분은 이런 선택방법들을 혼합하여 선택할 수 있다.
최상의 선택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LAC와 이야기 해 본다.

VINNIES LAC

여러분의 플랜 이해하기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자금은 다음의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집니다.
•

•

•

핵심 – 개인 위생 및 사회적 지원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용도
설비 – 휠체어, 보조공학 또는 주택 그리고/혹은 자동차 구조변경 등 필요할 수도 있는 물품
구입 용도
능력 배양 – 교통수단 이용연습, 언어 및 작업치료 등 여러분의 능력과 자립성 증진 용도

여러분의 플랜은 여러분의 특정 필요에 맞추어 설계되므로 이 부문들이 모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플랜과 지원 부문들에 대한 상세정보에 대해서는 담당 LAC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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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NDIS는 버스나 전철 등의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성인들을 위해 교통편 자금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금은 택시나 지역사회 버스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학령기 아동들은 등하교 교통편 이용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LAC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자격이 되는 사람의 경우, 이 교통편 지원금이 여러분 NDIS 플랜의 핵심 지원부문에 표시될 것
입니다. 여타 지원서비스 자금과는 달리, 교통편 지원금은 매 2주마다 여러분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교통비에 대한 상세정보를 원하시면 담당 LAC에게 문의하십시오.

VINNIES LAC

서비스제공자들이란 여러분의 NDIS 플랜에 있는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여러분이
선택하는 사람들 혹은 업체들입니다. 지원 도우미, 언어치료사 또는 주택개조 서비스 등이
그 예입니다. 누가 제공자가 되느냐는 항상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NDIS 등록 제공자들의 목록은 다음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
•

www.mycarespace.com.au
참여자 포털의 제공자 찾기 기능
NDIS 웹사이트에서

서비스제공자 물색 방법
20

여러분 지역내의 서비스제공자들을 물색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됩니다.
•
•
•
•
•

동배 멘토링 그룹
다른 NDIS 참여자들
여러분의 조정담당자 (LAC)
여러분 지역사회 내의 사람들
친구 및 가족

NDIS 등록 서비스 제공자들은 NDIS 가격지침상의 액수 이상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ndis.gov.au/providers/pricing-and-payment
NDIS미등록 서비스제공자들은 NDIS 가격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가격을
물어본 다음 다른 제공자들에게서도 견적을 받아 최고 가치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다른 서비스를 받는 데 이용할 더 많은 지원자금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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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가브 (MyGov) 계정 만들기
여러분의 NDIS 플랜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마이가브 계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이가브 계정을 통하여 인터넷 상의 여러분의
NDIS 포털인 마이플레이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마이가브 계정을 설정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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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쓸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혹은 지역사회
관련업무 종사자와 이야기 한다
담당 LAC에게 얘기한다
마이가브 핫라인에 전화한다
센터링크 사무실을 방문한다

이용할 컴퓨터가 없는
경우, 종종 일반대중이
사용할 컴퓨터를 갖춘
지역 도서관이나
센터링크 사무소,
이민정착 서비스
제공단체,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보십시오.
컴퓨터 사용이 끝나면
항상 잊지말고 로그
아웃하여 신상정보가
안전한 곳에 보관되게
하십시오.

마이가브 계정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갖고있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 계정을 설정합니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my.gov.au로 가서,
‘Create a MyGov
account’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이가브 사용조건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조건들을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I agree’를
선택하십시오.

제공된 난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본인은 이미 마이가브 계정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돌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이 계정을 설정할 경우,
그 사람 용으로는 다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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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5 단계

일련 번호 (코드) 가 당신의
사용할 핸드폰이 없을 경우, ‘Skip this
이메일 주소로 보내 집니다.
step’을 선택하십시오
이 코드는 여러분의 보안을
위한 것으로서 확실히 여러분만
자신의 마이가브 계정을
이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코드를 제공된 난에 입력합니다.
‘Next’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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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
여러분의 마이가브 계정
파스워드를 설정하십시오.
이 파스워드는 적어도
1개의 숫자와 1개의 문자를
포함하여 적어도 총 7개의
기호로 구성돼야 합니다.
본인의 파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Next’를 선택하십시오.

7 단계
그 다음, 주어진 리스트에서 비밀 질문을 3가지
선택하던가 아니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 또한 여러분 계정의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잊지 말고 질문의 답들을 적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계정이 설정되었으며 여러
분은 서비스 연계를 개시할 차비가 되었습
니다.
사생활 보호 및 보안을 위해, 마이가브 계정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항상 화면 우측 상단
코너의 ‘Sign out’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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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포털인 마이플레이스는 여러분이 자신의 NDIS 플랜을 살펴 보고 지원자금 중 얼마를
사용했는지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웹사이트입니다.
이 포털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제공자들에게서 받는 서비스를 관리하고, 자신의 플랜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인 경우 지급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이가브 또는 NDIS 웹사이트를 통하여 마이플레이스 포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에는 포털에 들어가기 위한 활성화 코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NDIS 혹은
여러분의 LAC가 이 코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LAC가 다음과 같이 할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 마이플레이스 포털 사용하기
• 여러분의 인적사항 업데이트 하기
• 마이플레이스에 여러분의 은행계좌 추가하기
• 여러분의 NDIS 지원자금 점검하기
마이플레이스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담당 LAC에게 연락하십시오.

참여자 포털인 마이플레이스 액세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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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컴퓨터 화면에서
마이플레이스는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VINNIES LAC

서비스계약서 작성 방법
서비스계약서란 여러분과 여러분이 선택한 서비스제공자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어디서, 언제, 누구에 의해 또 어떤 가격 (비용) 에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말해줍니다.
서비스계약서는 여러분의 NDIS 플랜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NDIS 플랜에는
여러분의 NDIS 지원서비스 목록이 실려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서는 이런 지원서비스들을
실시하는 데 관한 것이며 여러분이 선택한 자금 사용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서비스계약서는 이해하기에 쉬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의 시간당 요율과 총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요율은 NDIS 가격지침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LAC가 이
지침의 사용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서비스계약서에는 또한 여러분이 서비스 종료를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주전에 통보해야 하나, 통보기간 단축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제공자도 해당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똑같은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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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통역사를 통해 읽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계약서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절대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비스계약서 없이 서비스를 개시하지 마십시오.
서비스제공자가 여러분의 NDIS 플랜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제공자나 다른 어떤
사람과도 여러분의 플랜 전체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적어도 플랜상의 목표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보여주어 여러분이 어떤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그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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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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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여러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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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란 사람들 혹은 업체들이 돈을 탐하여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분이 받고 있지 않거나 동의하지도 않은 서비스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NDIA에는 부정직한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 사기전담반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NDIS 참여자, 서비스제공자 혹은 직원 등에 의한 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NDIA에 연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NDIS를 상대로 저질러진 사기행위로 의심되는 모든 신고는 심각하게 간주하여 수사할 것입니다.

NDIS 사기전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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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이메일: fraudreporting@ndis.gov.au
전화: 1800 650 717 ( TIS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전화번호로 연락한 다음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 LAC와 얘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
담당 LAC가 아동이나 연로한 사람 혹은 장애를 지닌 사람의 안전이나 케어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법에 의해 이를 정부기관에 제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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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생활 보호
저희는 여러분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NSW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는 프라이버시법 1988 (Cth) 에 실린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들을 포함하여 개인 사생활 보호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 소사이어티는 또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국립 장애보험제도법 2013의 요건들도
준수해야 합니다.
동 소사이어티는 비영리기관에 적용 가능한 프라이버시법 상의 면제권을 포함하여 때로
이러한 법규들 상의 면제권에 의존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규들을 준수해야 여러분의 프라이버시가 항상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허가없이는 여러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저희에게 전화하거나 이메일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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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공유하는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하는가
수집된 정보를 누가 액세스 할 수 있는가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를 신고할 일이 있으면, NSW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의 프라이버시
담당관에게 연락하십시오:
우편 주소: PO Box 5, Petersham NSW 2049
전화: (02) 9568 0262
이메일: privacy@vinnies.org.au

또한 NDIS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전화: 1800 800 110
이메일: privacy@ndi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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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NDIS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므로 호주 소비자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권리, 보증 및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ACCC) 는 여러분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구매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
하자있는 서비스를 취소할 권리.
무언가 잘 못 될 때 수선, 교체 혹은 환불받을 권리.

•
•
•
•

여러분의 소비자 권리
36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일반 상품 (예, 식료잡화, 의류 및 생활용품)
장애관련 상품 (예, 청력보조기 혹은 보행보조기,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의 이동 보조기구)
일반 서비스 (예,숙소, 청소, 조리, 개인위생, 정원손질 혹은 사례관리 지원서비스)

상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뉴 사우스 웨일즈 공정거래부에 13 32 20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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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 및 불만제소
다음과 같은 경우 여러분은 불만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
•
•
•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본인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학대나 홀대를 받았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불만제소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지구 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불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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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본인의 LAC나 기타 연락담당자와 얘기하는 방법
이메일 이용: LACcomplaints@vinnies.org.au
우편 이용: PO Box 5 Petersham NSW 2049
전화 이용: 1800 795 626

NDIS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만
•
•
•

직접 관할지구에 있는 NDIA 사무실에 얘기
이메일 이용: feedback@ndis.gov.au
전화 이용: 1800 800 110

추가 조언이 필요하시면 다음의 부처에 얘기하십시오.
•
•
•

불만해결 및 의뢰 서비스 – 1800 880 052
NSW 옴부즈맨 – 전화: 02 9286 1000 또는 www.ombo.nsw.gov.au
국립 장애 학대 및 방치 핫라인 – 1800 880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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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락처
질문내용

연락처

관할지구 조정 (LAC)에 관하여 문의가 있다

NSW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
관할지구 조정 프로그램

전화: 1800 794 934
이메일: LAC@vinnies.org.au
웹: https://lac.vinnies.org.au

통역사가 필요하다

TIS 내셔널

전화: 131 450
웹: www.tisnational.gov.au

NDIS에 관해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다

국립 장애보험제도

전화: 1800 800 110
웹: www.ndis.gov.au

내 장애 지원서비스 제공자가
만족스럽지 않다

뉴 사우스 웨일즈 옴부즈맨

전화: 1800 451 524
이메일: nswombo@ombo.nsw.gov.au
웹: www.ombo.nsw.gov.au

호주정부의 장애지원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않다

연방 옴부즈맨

전화: 1300 362 072
이메일: ombudsman@ombudsman.gov.au
웹: www.ombudsman.gov.au

내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

뉴 사우스 웨일즈 공정거래부

전화: 13 32 30
웹: www.fairtrading.nsw.gov.au

권익옹호 단체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NSW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
관할지구 조정 프로그램

전화: 1800 794 934
이메일: LAC@vinnies.org.au
웹: https://lac.vinnies.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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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

질문내용

연락처

연락처 정보

한국어로 NDIS 정보를 얻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NSW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
관할지구 조정 프로그램

전화: 1800 794 934
이메일: LAC@vinnies.org.au
웹: https://lac.vinnies.org.au

다른 장애자들과의 연계를 원한다

다양성 및 장애 연맹

전화: 0431 430 871
이메일: info@ddalliance.org.au
웹: www.ddalliance.org.au

내 지역사회와의 연계나 기타 정부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원한다

능력 연계 뉴 사우스 웨일즈

전화: (02) 9572 9684 (시드니)
(02) 4905 0700 (뉴카슬)
이메일: Ability.Links@vinnies.org.au
웹: www.abilitylinksnsw.org.au

장애지원 기타 다문화 서비스와의 연계를
원한다

소수민족 지역사회 서비스 협동조합
(ECSC)

전화: 02 9569 1288
이메일: admin@ecsc.org.au
웹: www.ecsc.org.au

사생활 문제로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 NSW 센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
측과 얘기하고 싶다
관할지구 조정 프로그램
사생활 문제로 NDIS 측과 얘기하고 싶다

국립 장애보험제도

전화: 1800 794 934
이메일: LAC@vinnies.org.au
웹: https://lac.vinnies.org.au
전화: 03 5224 8348
핸폰: 0472 827 784
이메일: privacy@ndis.gov.au

내 거주지의 비니스 LAC 사무실 주소

‘비니스’ LAC 사무소들의 총 목록을 원하거나 LAC
행사들을 알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www

저희 웹사이트 이용: https://lac.vinnies.org.au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이용: 페이스북에서, ‘Groups’ 중에 ‘Vinnies LAC’ 를 검색하십시오
전화: 1800 794 934 (통역사를 원하시면 131 450 에 전화하여, 1800 794 934 를 부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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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AC@vinnies.org.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