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나와누이 서비스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

예산관리:
휴대폰이나 컴퓨터, 태블릿으로 편리한
디지털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예산을 설정하고 지출을
관리하며 비용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나와누이는 지금까지 항상 경계를 넘어
고객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이러한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저희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활동 보조인 관리:
필요한 활동 보조 사항을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표,
활동 보조인 관리, 급여 지급 등 모든 것을
포털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도움:

추가 서비스

이 팸플릿은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기타 지원 옵션:
•

건강 및 안전 패키지

•

고용주 보호 패키지: 활동 보조인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호받기 위한 특별 보험

•

인력 스케줄 관리: 활동 보조인을 여러
명 둔 사람에게 이상적

•

e-Mploy: 고용주와 활동 보조인을
연결해 주는 구인/구직 웹사이트

•

www.manawanui.org.nz
고객 센터 전화 (월~금, 오전 8시 ~ 오후 8시):
0508 462 427
info@manawanui.org.nz
manawanuinz
manawanuiincharge
PO Box 83, Albany Village, Auckland 0755

교육훈련: 활동 보조인을 위한 NZQA
인증 건강 및 복지 훈련

Korean

자기 주도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위하여

마나와누이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나와누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저희는 장애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전문성

당사는 2004년부터 개별화 자금 조달( IF)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온 뉴질랜드의 선두
주자입니다.
개별화 자금 조달은 장애인 지원 자금을
관리하는 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선택권과 통제력,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저희는 자기 주도가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믿습니다. 당사는 여러분이 지원 자금을
찾아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희 팀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영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전문성에 입각해 최상의 도구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당사가 추구하는 가치
기쁨을 선사합니다
Ka kawe mātou i te hari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Ko te tangata te mea nui
편리함을 지향합니다
Ko te whainga matua, me ngawari
한계를 넘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Ko te whainga matua kia piki kia eke

개별화 자금 조달 부문의 선구자로서 당사는 15
여 년의 경험과 지원 자금의 용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뉴질랜드의 전문가입니다.
편리한 서비스
자기 주도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저희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간편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과 디지털 도구,
전문 지원 팀을 토대로 제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상호 협조 체제
중요한 것은 일 처리 방식에 대한 본인의
희망입니다. 일단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당사 직원이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

고객 센터 무료 전화

•

이메일이나 메시지

•

면담 지도 서비스

•

Facebook 라이브 스트리밍

•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임

마나와누이 팀은 많든 적든 상관
없이 필요로 하는 만큼 여러분과
가족 및 활동 보조인을 지원하고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