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이용 방식
본 사이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정신 건강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하여
리이매진 투데이(reimagine.today)에서는 정신 건강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65세 미만 성인들이 국가 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이하NDIS)를 더 잘 이해하고 NDIS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나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리이매진 투데이에서는 정신 건강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여러분의 회복에 있어 하나의 리소스로써 NDIS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근본이 되는 믿음은 “회복이란, 정신 건강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혹은 회복하는 동안에 각 개인이 정의한 대로 개인적·사회적·정서적 웰빙을 구현하는 최적의 삶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본 웹사이트는 정신 건강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NDIS를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며, 그 분들이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거나 없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리사회적 장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면 1단계: 심리사회적 장애 이해하기를 확인하시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으시거나, 혹은 이러한 기기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 혹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대부분 이런 공간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구성원, 혹은 보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서비스 제공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시어 본 리소스를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십시오.

지원자들을 위하여
또한 본 웹사이트의 정보는 친구와 가족 구성원, 그리고 보호인이 정신 건강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섹션에서는 가족 구성원 혹은 보호인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원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나 기타 의료계 종사자(예: 정신과 의사와 제휴 의료 사
업자), 그리고 지원 근무자 등이 이러한 지원자에 해당합니다.
NDIS 자금지원을 받는 각 개인은 각자의 목표와 개인 사정 그리고 장애 지원 필요를 반영한 본인의 플랜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비록 플랜의 초점은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있
지만, 개인의 플랜에서 지원의 종류에 따라 가족과 보호인 역시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NDIS가 새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특히 정신 건강 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해 NDIS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해 주십시오! 본 웹사이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MHCC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DIS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가 장애 보험청(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 이용 방법
해당 리소스의 정보는 여섯 개의 섹션, 혹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본인의 방식대로 살펴보고 원하는 내용을 골라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1단계: 심리사회적 장애 이해하기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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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활동내용
여러분의 신청을 돕기 위해 저희가 인생을 재해석하기: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북이라는 툴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리소스를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답변을 기록할 수 있는 리이매진 투데
이 워크북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이 NDIS를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워크북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워크북 다운로드하기
no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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