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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 

2015 년 9 월 주요사항: 

 NSW주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장애지원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본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2016 년 7 월 1 일부터 국립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NDIS 자격요건은 국립장애보험청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NDIA) 이 결정합니다. 

본 정보지는 NSW주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장애지원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장애인들이 언제 어떻게 NDIS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NDIS 는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NDIS 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그러한 서비스를 

누구로부터 받는지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도 드리며, 여러분이 지원서비스 및 

정보를 이용하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드립니다.  

언제 NDIS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NDIS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여러분의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지도는 여러분의 지역에 NDIS 가 시행될 시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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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7 월 1 일부터는 NSW 주민들 중 해당되는 장애인 모두가 NDIS 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NSW 주 정부로부터 특수장애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분들 중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 아무 지원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NDIS 가 본인의 

거주지역에 시행될 때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NDIS 를 이용하나요? 

NDIS 를 이용하려면 NDIA 가 명시하는 NDIS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NDIS 가 여러분의 거주지역에 시행될 때 이용신청서 를 작성하셔서 NDIA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NDIS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우, 여러분은 지원계획사와 면담을 가지게 됩니다. 

지원계획사는 여러분의 꿈과 목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대해 상담해드릴 것입니다.   

NDIS 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나요? 

NDIS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4 단계를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1. NSW NDIS www.ndis.nsw.gov.au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여러분의 

거주지역에 NDIS 가 시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2. 국립 NDIS 웹사이트 www.ndis.gov.au 를 통해 본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My Choice Matters 웹사이트 www.mychoicematters.org.au 를 

참조하시거나 가족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4. NDIS 가 여러분의 거주지역에 시행될 시기가 가까워 오면 

www.ndis.gov.au 또는 1800 800 110 번으로 NDIA 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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