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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NSW 민사 행정 심판원 (NCAT)은 요청 시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리 계획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용 시설 

이곳의 대부분의 심리 장소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NCAT의 심리 장소 이용에 관한 

특정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NCAT 심리에 직접 올 수 없을 경우 전화 혹은 비디오 심리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 

Auslan수화를 사용하시는 경우 NCAT 심리에서 저희가 Auslan 통역사를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통번역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듣기가 힘들거나 보청기 사용이 어렵습니까?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귀하의 NCAT 심리를 위해 

청각 지원 기기 혹은 히어링 루프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청각 혹은 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 National Relay Service를 통해 NCAT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 

저희는 대안적 포맷으로 양식과 발행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을 NCAT 
Communications Team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읽기 지원 

NCAT는 인지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읽기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보완대체 커뮤니케이션 

보완대체 커뮤니케이션 (AAC)은 NCAT에서 용인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입니다. AAC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기 혹은 도서를 심리에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ncat.nsw.gov.au/content/dcj/ctsd/ncat/ncat/about-ncat/contact-us.html
https://ncat.nsw.gov.au/content/dcj/ctsd/ncat/ncat/help-and-support/interpreters-and-translators.html
https://ncat.nsw.gov.au/content/dcj/ctsd/ncat/ncat/about-ncat/contact-us.html
https://www.communications.gov.au/what-we-do/phone/services-people-disability/accesshub/national-relay-service
mailto:communications@ncat.nsw.gov.au
mailto:communications@ncat.nsw.gov.au
https://ncat.nsw.gov.au/content/dcj/ctsd/ncat/ncat/publications-and-resources/fact-sheets/guardianship-division-fact-shee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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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를 이용하길 원하실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럴 경우 귀하의 심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https://ncat.nsw.gov.au/content/dcj/ctsd/ncat/ncat/about-ncat/contact-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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