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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으십니까? 전국 릴레이서비스
(전화번호 133 677 번)를 통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십니까? 
131 450번으로 전화통역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우편주소 
PO Box 884 
Granville NSW 2142

이메일 
mdaa@mdaa.org.au

주소 
10-12 Hutchinson Street 
Granville NSW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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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AA 협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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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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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적 권익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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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합니다.

저희는 정의와 포용의 실천을 위한 발언권 
및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요구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주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

저희는 지역과 지방 장애인 네트워크 및 NSW 주 
여성장애인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비단 지역 뿐 아니라 주 
전역에 걸쳐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능력 개발, 연락망 구축 및 자원이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사업 개발

저희는 자원을 개발하고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심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MDAA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MDAA가 하는 일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기

�		기부하기($2 이 넘는 기부금은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		MDAA에 자원봉사자로 재능기부하기

�		MDAA의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		인종차별 및 각종 차별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하기

�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를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기 

MDAA 협회는 연방사회서비스부를 통한 호주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및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노인, 장애 및 
자택간호)를 통한 NSW주 정부의 재정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