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귀하의 옹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4 단계 – 누가 귀하의 옹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NDIS 는 귀하에게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통제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에 관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때로는 귀하가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유급 종사자들에게 NDIS 가입 신청에 관한 지원 또는 귀하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귀하를 대신해서 행동할 있도록 도움을 구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귀하의
‘옹호자’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옹호자는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전화 통화나 회의에 귀하와 함께 참석할 수 있거나 귀하를 대신해서 말하거나, 쓰거나 또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옹호자는 다음을 해야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귀하에게 맞는 일을 합니다.
귀하의 필요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귀하에게 충실합니다.
귀하가 필요하실 때 귀하의 목소리가 됩니다.
NDIA 는 어떤 결정의 법적인 재심을 위한 옹호 지원 또는 대변을 제공하지 않음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NDIS 법 (2013)이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외부 옹호 프로그램들
옹호 지원을 제공하는 많은 외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 및 준주의 프로그램들 일부의 목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www.dss.gov.au
또한 국가 장애 옹호 프로그램(NDAP) 이 귀하를 돕고 지역 프로그램이나 동료 지원에 관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 장애 옹호 프로그램 (NDAP)
NDIS 에 가입을 시도하실 때 옹호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옹호해줄 지원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장애 옹호 프로그램 (NDAP) 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옹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옹호자는 특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인권의 동등한 영위를 증진, 보호 그리고 보장합니다. 국가 장애 옹호 프로그램은 여섯 가
지 핵심 영역을 다룹니다:
자기–옹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또는 그룹으로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족 옹호: 가족구성원들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옹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 옹호: 차별, 학대와 방치에 관한 노력으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법적 옹호: 차별, 학대와 방치에 관한 법적 측면을 다룸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합니다.
시민 옹호: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들과 연결시킵니다.
전체적 옹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벽을 없애고 차별문제를 다룹니다. 온라인 옹호 찾기를 사용하여 귀하의 해당 지역에 있는 옹호 지원 단체를 찾아 보십시오.

자기-옹호
자기-옹호는 귀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들을 귀하 혼자서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자신의 필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에 관한 결정을 내
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학습 활동에서 자기 옹호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ploring self-advocacy for the NDIS and recovery
이 체크리스트가 유용 할 수도 있습니다:
Self-Advocacy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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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옹호 기술 개발하기
국가 장애 옹호 프로그램 (NDAP) 은 또한 자기-옹호 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귀하가 더욱 성장하고 귀하의 필요와 목표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움
귀하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확실히 이해하시도록 확인
귀하가 귀하의 결정과 그 결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시도록 확인
재심과 관련한 지원 제공. 예를 들어 귀하가 NDIA 에 내부 재심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들은 귀하가 그 재심에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NDAP에서는 또한 귀하가
NDIS의 결정에 관해 행정 재심 재판소 (AAT) 에서 외부 재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귀하를 지원 종사자와 연락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 옹호 네트워크 오스트레일리아 리미티드(DANA) 에서 NDIS 와 연관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웹사이트인 www.advokit.org.au 를 살펴
보십시오.

Useful links:
Looking after yourself
Assertive communication
Assertiveness
Resolving conflict
no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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