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를
위한 지원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들을 도와 드립니다.
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formal arrangements - 주 또는 테리토리의 복지 기관이나 가족법에 의거한 양육 명령에
의하여 어린이 보호가 관리되고 있는 경우



informal arrangements – 예)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들이 누가 어린이를 돌볼 지에 관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합의한 경우

조부모의 경우처럼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들이 아이를 돌보며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Grandparent Advisers
Grandparent Adviser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책임을 가진 조부모뿐만 아니라, 수양부모, 친족 및
기타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도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상황을 바탕으로 한 지원금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직원들과의 면담 주선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연방, 주, 테리토리 및 지역 서비스 기관과의 연결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는 지원금
Centrelink
아이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이거나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인 경우, 다음 보조금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Child Care Subsidy 및 Additional Child Care Subsidy—아동 보육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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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Tax Benefit—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친자식, 친손주, 수양아 또는 입양아를 돌보는
보호자들이 해당 자격이 될 수 있음



Double Orphan Pension—고아이거나 특정 상황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취학 연령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로써, 아동이
외진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애 또는 건강상의 특수한 사유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



ABSTUDY— Aboriginal이나 Torres Strait Islander 중 16세 미만의 초중등생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



Parental Leave Pay—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주 양육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Dad and Partner Pay—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

다음과 같은 혜택도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nt Assistance



Concession및Health Care Cards





사회복지사
Centrepay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장애 또는 의료 질환이 있는 아동을 돌보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Medicare
돌보는 아이를 위해 Medicare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Medicare 카드에 아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를 위한 Medicare 혜택을 청구하려면, 아이가 환자로 기재된
보호자 명의의 청구서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Medicare 카드 번호도 제출해야
합니다. Medicare 카드 번호를 알지 못하며, 청구비를 진료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센터링크에 문의하여 해당 어린이의 Medicare 카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원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경우, Medicare Safety Net을 통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담하여 돌보고 있는 아이를 위해 Medicare Safety Net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아동이 자신의 Safety Net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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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Safety Net을 통해 일부
약제비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hild support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들은 아이의 부모 한쪽 또는 양쪽 모두로부터
child support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support는 소득으로 포함되어 Family Tax Benefit
수당 산정시 계산이 됨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Grandparent Adviser와 영어로 통화하시려면 Freecall™ 1800 245 965번의 Grandparent
Adviser 상담 통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된 정보를 얻으시려면 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를 방문하십시오.



131 202번으로 전화하시면 Centrelink 지원금 및 서비스에 관해 한국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31 450번(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National)으로 전화하시면 Medicare 및
Child Support 수당 및 서비스 등에 관해 한국어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림: 호주 전역의 가정용 전화로 ‘13’번으로 거는 통화에는 고정 요금이 부과됩니다. 지역별 및
전화 서비스 제공사에 따라 전화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용 전화에서 ‘1800’번으로 거는
통화는 무료입니다. 공중 전화 또는 휴대 전화로 거는 경우, 통화 시간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며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안내문은 오직 참고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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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arent carers caring
g for children under:


mal ar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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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 arrange
ements), wh
hen the care
e of the child
d is being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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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 sttate or territtory welfare
e authority, or
o a family law parentin
ng order is in
n pla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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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mal arrang
gements (in
nformal a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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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hen non
n-parent carers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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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me to a private agreem
ment about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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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he child.

Grandpare
ents andothe
er non-pare
ent carers who
w are carin
ng for childrren and live in the same
e house as
a parent arre generallyy noteligible to receive assistance.
a
If you’re in this situatio
on you can contact
c
us
to discuss your circum
mstances.

Grandp
parent Adviser
A
rs
Grandpare
ent Adviserssprovide support to gra
andparents who have caring
c
respo
onsibilities for
f their
grandchildren, as well asongoing
g support for foster, kin
nship and otther non-parent carers of
children. They
T
can he
elp you by:


providing tailored information
n about paym
ments and support
s
serrvices based
d on your fa
amily
circumsstances



arrangiing appointm
ments for you with our specialist staff,
s
such as
a social wo
orkers, and



arrangiing referralss to other fe
ederal, state
e, territory and
a commun
nity service
e providers who
w may
also be
e able to help you.

Assista
ance yo
ou may be eligiible for
Centrelin
nk
If you are the
t grandpa
arent or non
n-parent carrer of the ch
hild you care
e for, you m
may be eligible for one
or more oftthe following paymentss:


Child Care
C
Subsid
dy and Additional Child
d Care Subs
sidy—can help you with
h the costs of child
care



Family Tax Benefiit—can help
p with the co
osts of raisiing or caring
g for childre
en, and you may be
eligible
e if you’re th
he carer of your
y
birth ch
hild, grandc
child, foster child or ado
opted child



Double
e Orphan Pe
ension—can help with the costs of
o caring for children wh
ho are orphans or are
unable to be cared
d for by their parents in
n certain cirrcumstances



Assista
ance for Isolated Childrren Scheme
e—can help
p carers of school
s
aged
d students if they live
in an issolated area
a, or can’t go
g to an app
propriate sta
ate school daily
d
becausse they hav
ve disability
or speccial health need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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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UDY—can helpcarers ofAboriginal orTorres Strait Islander secondary school students
under 16 years of age and some primary school students



Parental Leave Pay—provides assistance if you’re a primary carer taking time off work to care
for a newborn or recently adopted child, and



Dad and Partner Pay—provides assistance if you take time off work to care for a newborn or
recently adopted child.

You may also be able to access:






Rent Assistance
Concession and Health Care Cards
social workers
Centrepay, and
the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If you’re caring for a child with disability or a medical condition,we have extra assistance available.

Medicare
You can claim Medicarebenefits for a child you’re caring for. They don’t need to be registered on
your Medicare card. To claim Medicarebenefits for them, you need to provide us with an invoice or
receipt in your name with the child listed as the patient. You’ll also need to provide the child’s
Medicarecard number. Where the Medicare card number is unknown and the claim is processed at
the practice, the health professional can obtain the child’s Medicare card number by contacting us.
Where you have incurred high out-of-hospital medical expenses, the Medicare Safety Netmay help
you cover some of these costs. To be eligible to receive Medicare Safety Net benefits for a child,
who’s in your full time care, you must have legal authority for the child and the child must be
registered in your Safety Net family. The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Safety Net can
also help your family with the cost of some medicines.

Child support
Grandparents or non-parents caring for children may be able to get child support from one or both
parents of the children. It’s important to know that we include child support as income when we
calculate the rate of Family Tax Benefitwe can pay you.

For more information






to speak to a Grandparent Adviser in English, call our Grandparent Adviser line on
Freecall™1800 245 965
visit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for information in your language
call 131 202 to speak to someonein your language about Centrelink payments and services
call 131 450(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National) to speak tosomeonein your
language about Medicare and Child Support payments and services, or
visit a service centre.

Note: calls from your home phone to ‘13’ numbers from anywhere in Australia are charged at a
fixed rate. That rate may vary from the price of a local call and may also vary between telephone
service providers. Calls to ‘1800’ numbers from your home phone are free. Calls from public and
mobile phones may be timed and charged at a high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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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only as a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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