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 소개

평범한 사람들

좋아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자립성 유지를 위해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 저희에게 연락하여 알아 보세요…

그 방법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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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라인에 전화: 1300 885 886
저희 보건 전문인 중 한 명에게 여러분의 목표
및 상황에 근거하여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월 – 금: 오전 8:30 – 오후 4:30
토: 오전 9:00 –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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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 센터 방문
저희 Ambient Living Display Centre를
방문하셔서 기구를 시험해 보시고 저희 보건
전문인들의 조언을 구해 보세요.
■

부엌, 침실 및 욕실 등 전용 진열을 통해
아이디어 및 영감 제공

■

일상 생활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1500
가지 이상의 지원 테크놀러지 품목

월 – 금: 오전 8:30 – 오후 4:30
토: 오전 9:00 –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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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실 수 없다구요?
걱정마십시오.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 보건 전문인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 환경에서 지원 테크놀러지를
시도해 볼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해 퀸즈랜드 전 지역이
모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1300 885 886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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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문: www.lifetec.org.au
저희 서비스에 관해 더 알아 보시고 여러 안내서
중 하나를 다운받거나 저희의 지원 테크놀러지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세요.

LifeTec는 일 주일에6일 개장합니다
월 – 금: 오전 8:30 – 오후 4:30
토: 오전 9:00 – 오후 2:00
LifeTec Display 센터는 모든 곳이 개방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방향을 원하시면
전화하십시오!

브리스번

재정지원 승인

Level One,
Reading Newmarket
Cnr Newmarket &
Enoggera Roads
PO Box 3241,
Newmarket Qld 4051
전화: 07 3552 9000
팩스: 07 3552 9088

HACC 고객으로서 여러분의 권리
및 책임을 알아보시려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타운스빌
Shop G-3A,
Domain Central,
103 Duckworth Street
PO Box 8280,
Garbutt Qld 4814
전화: 07 4759 5600
팩스: 07 4759 5688

Queensland Smart Home 진열 홈

무료 통화:

1300 885 886
이메일:
mail@lifetec.org.au

www.lifetec.org.au

Facebook.com/
lifetecqueensland

평범한 삶

www.lifetec.org.au

평범한 사람들

자립적 삶
LifeTec은 지원 테크놀러지를 통해 자립성을
최대화하도록 돕는 전문 정보 및 조언을
선도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아동 혹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가정,
직장 혹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자립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ifeTec은 지원 테크놀러지를 판매하지 않지만 수
많은 유용한 품목을 진열하고 더욱 많은 품목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저희 보건
전문인들은 공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신에게 최선이 되는 것에 대해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적 테크놀러지란 무엇인가요?

LifeTec 서비스

지원적 테크놀러지는 일상적 활동에 대한 실제적
해결을 제공하는 제품, 고안물 혹은 시스템입니다.
지원적 테크놀러지는 수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일하고
사회활동을 하며 자립성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삶을 좀더 성취하도록 돕습니다. 일상적인 삶입니다.

정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원적 테크놀러지는 사람들이
아래와 같은 일상적 생활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교육

무엇보다도, 이 자문 서비스는 전적으로 무료입니다!

■

우리의 목표는 가정, 직장 혹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일을 더욱 성취가능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주전자를 열고 수돗물을 열고 잠그기
대안적 의사소통 제공
좀더 안전한 기동성 누리기
컴퓨터 사용
레크리에이션 활동 즐기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지원

■

이용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
■
■
■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자격을 갖춘 저희 보건 전문인들 (직업 치료사, 언어
병리사 및 물리 치료사 포함)은 여러분들에게 무료 전문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자립 목표에
가장 적합한 지원 테크놀러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ifeTec은 지역사회 단체 및 전시를 위한 지원적
테크놀러지에 관한 대화, 진열 및 실습 시범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또한 보건 전문인들 및 지역사회 케어 종사자들을
목표로 한 실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워크숍도
제공합니다.

상담
저희의 무료 조언 서비스에 추가하여
LifeTec은 직업 치료, 언어 치료 및 홈
보수작업에서 개인적 상담 및
평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 방법을 더
알기를 원하시면 전화
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