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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간병인(인정) 안내 법 
2010 (Guide to the NSW 
Carers (Recognition) Act 
2010) 
NSW Carers (Recognition) Act 2010 ( 본 법 )에서는 NSW 내 간병 
인들의 소중한 역할과 기여를 인정합니다 . 

NSW에는 장애 , 만성 질환 , 정신 질환 , 치매 또는 노화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무급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 
는 약 854,300 명의 가족 , 친구 및 이웃들이 있습니다 . 

지역사회및법무부(DCJ)에서 본 법의 시행을 주도합니다 . 

본 법은 2016년에 검토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NSW Carers (Recognition) Act 2010의 주요 특징 

NSW 간병인 헌장 
본 헌장은 본 법의 스케줄 1과 본 사실 보고서의 뒷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13가지 
원칙은 간병인의 기여, 건강 및 복지를 중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돌봄에 있어 파트너로서의 간병 
인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을 위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공 부문 기관의 의무 
공공 부문 기관 (정부 부처 , 시의회 및 기타 당국 포함 )은 기관의 직원들이 
NSW 간병인 헌장을 인식 및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들은 간병인에게 영 
향을 미치는 정책을 개발할 때 간병인과 혹은 간병인을 대변하는 조직과 협 
의해야 합니다 . 공공 부문 기관들은 또한 간병인 노동 인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부 인적 자원 정책을 개발할 때 NSW 간병인 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 

또한 간병인이나 간병인들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 
문 기관 (복지 사업 기관 )은 서비스 제공에 간병인 헌장 원칙을 반영해야만 합 “There are only four 
니다. 이들은 연례 보고서에서 본 법 준수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 kinds of people in 

the world. 
NSW 간병인 자문위원회 (NSW Carers Advisory Those who have 
Council been caregivers. 
본 법 하에 간병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NSW 간병인 자문위원회 (본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 본 위원회는 간병인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 문제 Those who are 
에 대해 가족 및 지역 사회 장관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 본 위원회 회원의 대 currently 
다수는 간병인입니다 . 본 위원회의 역할과 회원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caregiver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Those who will be 
https://www.facs.nsw.gov.au/inclusion/carers caregivers, and 
1 호주 통계청 , 2018년 장애 , 노화 및 간병인 설문 조사 those who will 

need a caregiver.” 

https://www.facs.nsw.gov.au/inclusion/c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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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간병인  헌장 

NSW 간병인(인정) 안내  법 2010의  스케줄 1 
1. 간병인은  지역  사회에  소중한  기여를  한다.  
a. NSW 는  간병인이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소중한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인정한다 . 
b. 간병인들은  다른  호주인들과  동일한  권리,  선택  및  기회를  가져야  한다 . 
c. 간병인들  고유의  지식과  경험이  인정  및  인식되어야  한다.  
d. 간병인과  그들이  돌보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존중되어야  한다 . 

2. 간병인의  건강과  복지는  중요하다 . 
a. 간병인은  최적의  건강과  복지를  누리고  가족,  사회  및  지역  사회  생활,  고용  및  교육에  

참여할  수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b. 간병인이  돌봄  역할과  직장  및  교육  등  다른  역할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 

3. 간병인은  다양하며  돌봄  역할  안팎에서  개별적인  필요사항을  가지고  있다 . 
a. 간병인의  다양한  필요사항들은  문화와  언어,  연령, 장애,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성  정체성및  성적  성향을  고려하여  정책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서  인정되고  인식 
되어야  한다.  

b. 호주  애보리진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의  가치,  유산  및  돌봄의  개념이  존중되고  소중히  
여겨져야한다. 

c. 시골과  벽지에  사는  간병인이  직면한  추가적  어려움이  인정되고  인식되어야  한다.  
d. 간병인  역할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 

원되어야한다. 

4. 간병인은  돌봄에  있어  파트너  역할을  한다.  
a. 간병인과  이들이  돌보는  사람들의  선택,  견해  및  필요사항들은  이들이  돌보는  사람들에 

게  제공되는서비스의  평가,  계획, 제공  및  검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b. 간병인에게  적절한  지원  및  서비스가  의뢰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c. 간병인에 대한 지원은 시기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접근이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본  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본  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service.nsw.gov.au/guide/carers  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ervice.nsw.gov.au/guide/car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