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장애인을 위한 등록 정보

Korean - 한국어

장애인 복지 종사자의 자발적 등록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인
복지 종사자의 자발적 등록은 장애인 지원의 질과 선택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장애인 학대에 대한 '무관용' 정책의 일환입니다.

왜 내가 등록된 장애인 복지
종사자를 선택해야 하나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복지 종사자들의

등록 위원회에서는 또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지
종사자들의 적합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의 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

능력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 관련된 범죄 기록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 종사자 등록제도를 통해

• 장애인 복지 혹은 보건 종사자 등록의 취소 및 정지 여부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안전성 및 능력을
여러분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부서의 기금을 받는지, 어디에 소속된 직원인지에

상관없이, 빅토리아주의 등록된 복지 종사자는 감독 기관인

빅토리아주 장애인 복지 종사자 등록 위원회 (Disability

Worker Registration Board of Victoria)에 의해 안전성,

기술 및 전문성을 평가받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여러분께서는 직원이 등록되어 있는지

장애인 복지 종사자등록부 www.vdwc.vic.gov.au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종사자들은 무엇을
등록해야 하나요?

장애인 서비스 보호법 2018 (이하 보호법)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장애인 복지 종사자 등록 위원회 (이하 등록

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인들이 자신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자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웹사이트vdwc.vic.gov.au
전화1800 497 132

• 영어 언어 능력

• 보건 및 장애 서비스 제공 혹은 아동 보호와 관련한 금지 명령
• 등록하기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양호한 사람인가?

내가 등록된 장애인 복지
종사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장애 서비스를 제공할 등록된 종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복지 종사자가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적합한 복지

종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NDIS 플랜이 있으면 등록된 복지
종사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정된 법률인, 장애 서비스 보호 규칙 2020에 제시되어

종류의 기관에서 일할 수 있으며, 자영업 형태로 일하기도

행동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강령은 장애인을 위해와

네. 등록된 복지 종사자는 NDIS 서비스 기관을 포함, 모든
합니다.

어느 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던지, 어느 곳에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하던지 혹은 어느 기관에서 기금을 받는지와 상관없이,

등록을 통해 빅토리아주의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은 안전성,
기술 및 전문성에 대해 평가받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NDIS 플랜을 통해 등록된 장애인 복지
종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복지 종사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등록되지 않은 복지 종사자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실 수도

장애 서비스 보호 행동강령은 장애인 서비스 보호법 2018하에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모든 장애인 복지 종사자는 장애 서비스 보호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장애인 복지 종사자 등록부

모든 등록된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은 빅토리아주의 장애인 복지
종사자 공식 명부에 기록될 것이며, www.vdwc.vic.gov.au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빅토리아주 장애인 복지 종사자 명부를 검색하여

인근에 이용가능한 등록된 복지 종사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빅토리아주 복지 종사자의
명단 또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비등록 복지 종사자는 행동강령

(Code of Conduct)을 준수해야 합니다. 빅토리아주

장애인 복지 종사자 위원회의 위원장이 비등록 복지 종사자를

규제합니다.

빅토리아주 장애인 복지 종사자 위원회에 대하여

빅토리아주 장애인 복지 종사자 위원회는 장애인을 더 잘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장애인 복지 분야를 민들어 나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장애 서비스 보호 행동강령을 수호하며, 장애인을 지원하는 빅토리아주의 모든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을 제시하며, 불만을 처리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불만 및 보고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복지 종사자들에게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vdwc.vic.gov.au를 방문하거나

1800 497 132 로 전화하세요 저희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팔로우하기

웹사이트vdwc.vic.gov.au
전화1800 497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