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관리
5 단계 – 플랜 관리
NDIS 재정 지원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할 때, 여러분의 플랜에 있어 중요한 결정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권
은 살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회복 코치‘ 지원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할 때, ‘지원 코디네이션’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플랜에 있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은 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코디네이션
영상 확인: 지원 코디네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영상의 스크립트는 이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지원 협조
플랜의 일부분으로써 요청해야 할 지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코디네이터(Support Coordinator)입니다. 지원 코디네이터는 독립 개체로서, 본인이 지원 서비스를 선택 및 관리
하는 방법을 배우고 플랜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 협력자는 여러분이 지불하고 있는 서비스가 유용한 지 여부와 어떤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
게 도와줄 것입니다. 심리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 대다수는 지원 협력자로부터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심리 사회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면 NDIA 가 지불하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조금밖에 받을 수 없다면 지원
협력자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원 협력자는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유용한 것인지 확실히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금 지원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본인의 플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 협력자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때로는 다음과 같은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 협력자의 지원을 받아 본인의 플랜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 처리하기
선택하기
본인의 자금 관리하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응 방법 파악하기

리이매진 투데이(reimagine.today) 워크북의 6단계에서는 지원 협력자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단점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운용의 선택권

해당 영상의 스크립트는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자가 관리
여러분의 플랜을 통해 지원을 위한 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예산과 재정 지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각각의 사항을 함께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NDIS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옵션들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 여러분의 플랜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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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관리
여러분의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NDIS 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지명한 사람에게 직접 지불을 할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자가 관리하
는 데 있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예산의 일부만 자가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플랜 일부분으로, 스스로 예산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가
관리를 한다면,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랜 지명인
플랜 지명인이란 여러분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장애보험청(NDIA)의 공인 플랜 관리 제공자
여러분이 이렇게 할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예산은 플랜 관리 제공자 (Plan Management Provider) 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여러분이 선택한 기관이 됩니다. 이 옵
션을 선택하시면, 장애보험청 (NDIA) 에서는 여러분의 플랜 담당자(Plan Manager)에게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국가장애보험청(NDIA)
국가장애보험청(NDIA) 에서 여러분의 예산을 관리하게끔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의 지원 제공자에게 장애보험청에서 직접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NDIS 참가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선택사항을 결합하여 스스로 예산 일부를 관리하는 동시에 다른 누군가가 기타
예산을 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리이매진 투데이(reimagine.today) 워크북의 6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당장 지원 협력자가 필요한 지, 그리고 예산 관리를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NDIS 계획을 세우기 시
작할 때,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제삼자에게 독립적인 조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몸이 좋지 않을 경우 NDIS 계획이 어떻게 될지 걱정합니다. 이 인쇄 가능한 리소스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지원하는 데 유용 할 수 있습니다:
What if I become unwell?
no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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