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Information Service—Korean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FIS)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현재 및 미래의 재정 문제를 위한 투자 및 금융 사안에 대하여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세미나, 전화 및 면담을 통한
독자적인 무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고객 정보 보안을 유지합니다.

FIS 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의 담당관은 귀하께서 미래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심사
숙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FIS officer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귀하께 도움을 드립니다.


재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예금 전략 개발



안전한 자금 관리 및 투자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 상품/서비스 비용 급여 공제 및 세금 혜택)과 연금 이용



감원 또는 긴축



보상금 또는 유산 수령



퇴직 계획



기부 또는 대출



별거, 이혼 또는 사별



노인 간호 및 노인 주거공간 선택

FIS officer는 금융 설계사가 아닙니다. FIS officer는 조언을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투자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연금에 대한 계산을 하거나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FIS officer 를 방문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하거나, 혹은 본인을 대신하여 다른사람이 FIS
officer 와 상담할 수 있도록 예약 가능합니다. 후자인 경우, 대리인 허가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FIS officer 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비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와 다를 경우 지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어 외의 다른 언어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131 202 번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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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어디서든 일반 전화로 ‘13’ 번호로 전화할 경우 현지 통화료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통신회사에 따라 통화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00’ 번호로 전화하는 것은 무료
통화입니다. 공중전화나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좀 더 높은 통화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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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uman Services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The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FIS) is an edu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available to
everyone in the community. We help people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investment and
financial issues for their current and future financial needs. We are independent, free and
confidential and provide services through seminars, and by phone and appointment.

How can FIS help you and your family?
A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officer can give you information to help you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your future. FIS officers can help by providing information o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developing short-term and long-term savings strategies to help you reach your financial
goals
managing your money and investing safely
using salary sacrifice and superannuation
redundancy or retrenchment
receiving compensation payouts, or an inheritance
planning your retirement
gifting or lending money
separation, divorce, or death of your partner
aged care, and accommodation choices for older people.
FIS officers are not financial planners. They do not give or sell advice or purchase investment
products, and FIS officers do not make calculations or decisions about your pension.
You may bring someone with you when you visit the FIS officer, or you can arrange for someone to
speak with the FIS officer for you. To do this you will need to sign an authority. This is to
safeguard your privacy.
Any personal information you give to the FIS officer wi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However, the
rate of your payment may change if the information you provide is different to the information we
already have.
For more information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call 131 202 or visit our website
humanservices.gov.au
Calls to ‘13’ numbers from a standard telephone service can be made from anywhere in Australia
for not more than the cost of a local call (call charges may vary depending upon the telephone
service provider). Calls to ‘1800’ numbers are free of charge. Calls from public and mobile
telephones may be charged at a high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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