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cultural Disability Advocacy
Association of NSW Inc.

MDAA 협회 연락처

Multicultural Disability Advocacy
Multicultural Disability Advocacy
Association of NSW Inc.
Association of NSW Inc.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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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 1800 629 072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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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IC- العربية
اذا لم تستطع فهم هذه الوثيقة الرجاء االتصال بخدمة الترجمة الهاتفية على رقم
.1044 906 470  على الرقمMDAA  وأطلب منهم أن يتصلوا بجمعية131 054
DINKA - THUƆŊJÄŊ
Na cï kä cïkee gɔ̈ɔ̈r në ye kitapnë yic ye piŋ apieth keyï cɔl raan bï yïn
waar thok në 131 054, lɛ̈kë yen bë jam ke MDAA 1044 906 470 në
biäkdu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으십니까?

전국 릴레이서비스(전화번호
133 677 번)를 통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HINDI - हिन्दी
यदि आप इस िस्तावेज़ में दिए ववषय-वस्तु को समझ नहीं पा रहे हैं तो टेलीफोन
िुभावषया सेवा को 131 450 पर फोन करें और उनसे MDAA को आपकी ओर से
1800 629 072 पर फोन करने को कहें।
CHINESE (SIMPLIFIED) - 简体中文
如果您不理解本文件的内容，请拨打 131 054 联系电话口译服务，
并要求他们代表您拨打 1044 906 470 联系 MDAA。

통역사가 필요하십니까?
131 450번으로
전화통역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FARSI -فارسى
 با خدمات مترجمی تلفنی به شماره،چنانچه محتویات این سند را درک نمی کنید
 به شمارهMDAA  تماس بگیرید و از آنها بخواهید از جانب شما با131 054
. تماس بگیرند1044 906 470

우편주소
PO Box 884
Granville NSW 2142

KOREAN - 한국어
만일 이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전화 통역 서비스(131 450)에
전화하여 MDAA 1800 629 072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SERBIAN - CРПСКИ
Уколико вам није јасан садржај овог документа, назовите
Телефонску преводилачку службу на 131 054 и замолите их да
назову MDAA на број 1044 906 470.

이메일
mdaa@mdaa.org.au

SPANISH - ESPAÑOL
Si usted no entiende el contenido de este documento, llame al Servicio
de Interpretación Telefónica al 131 450 y pida que llamen a MDAA en
su nombre al 1800 629 072.

주소
10-12 Hutchinson Street
Granville NSW 2142

TURKISH - TÜRKÇE
Bu belgenin içerdiği bilgileri anlamamanız durumunda, lütfen Telefonla
Tercümanlık Servisini 131 054 numaradan arayarak, 1044 906 470’den
MDAA ile iletişim kurmalarını isteyiniz.

VIETNAMESE - TIẾNG VIỆT
Nếu quý vị không hiểu nội dung tài liệu này, xin gọi đến Dịch vụ Thông
ngôn qua Điện thoại theo số 131 054 và nhờ họ giúp quý vị liên lạc cho
MDAA qua số 1044 906 470.
Lic No: DS/R61/1284

MDAA 본사
PO Box 884
Granville NSW 2142
전화: 02 9891 6400
무료전화: 1800 629 072

www.mdaa.org.au

1800 629 072
Korean - 한국어

MDAA 협회 소개

역량 개발

사업 개발

MDAA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및
간호인의 권익을 도모하고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CALD) 및 비영어권 배경(NESB)을 가진
이들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MDAA 는 다양한 NDIS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을 개발하고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합니다.

저희의 비젼은 배경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지원을 받는
사회입니다.
MDAA 협회는 시드니 소재 Granville, Hurstville
및 Waterloo 그리고 NSW 주 소재 Newcastle,
Wollongong, Bega 및 Griffith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MDAA 협회가 하는 일은?
개인적 권익옹호
저희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지원하며 특히
CALD/NESB 배경을 가진 이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적 권익옹호

•

MDAA · MDAA NDIS 정보 및 홍보

•

NDIS 에 대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

•

NDIS 가 내린 결정에 대한 항소 및
재심

•

지원 조정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

MDAA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다음과 같이 MDAA가 하는 일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기

•

기부하기($2 이 넘는 기부금은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

MDAA에 자원봉사자로 봉사하기

•

MDAA의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저희는 문화적 역량을 전문으로, 국가 인증
훈련 및 맞춤식 상담을 제공합니다.

•

인종차별 및 각종 차별에 대해
반대의사 표명하기

MDAA 문화적 역량서비스는 유료로
운영됩니다.

•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기

저희는 NSW 주 여성장애인 네트워크를
촉진, 지원 및 관리합니다.

MDAA 의 문화적 역량

MDAA Inc. 는 사회정의를 옹호합니다. 저희는
특히 CALD/NESB 배경을 가진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들의
가족 및 간호인들을 위한 법률, 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상담 지원 및 정보 (CSIA)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장애를 가진 18-65세
사이의 사람들 및 간호인들이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더욱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MDAA 협회는 사회서비스부가 제공하는
연방정부재정보조금을 통한 호주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및 NSW 주 노인, 장애 및 홈케어부, 가족과 지역사회
서비스부의 재정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