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관에서는 어떤 형태의 불만제기, 칭찬 혹은 
의견이든 귀하의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이는 본 기관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본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체험에 관해 본 기관에 
연락하길 원하시면 귀하를 도울 대리인을 선택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 방법으로 귀하의 불만제기, 칭찬 혹은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기:  
Locked Bag 3001, Hawthorn 3122

혹은:

• 이메일 alz@alzheimers.org.au
• 전화 03 9815 7800
• 팩스 03 9815 7801
• 방문 Alzheimer’s Australia Vic의 직원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본 기관에 
우려사항을 제기하여 본 기관에서 조사하여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불만제기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비밀 유지 하에 다루어질 
것입니다.

대체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서비스청장 (Health Services Commissioner) 
전화 1800 136 066 
health.vic.gov.au/hsc

공익옹호청 (The Office of the Public Advocate)
전화 1300 309 337 
publicadvocate.vic.gov.au

fightdementia.org.au

국립 치매 헬프라인
1800 100 500
통번역서비스
131 450

Alzheimer’s Australia Vic는 가능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귀하의 불만제기, 칭찬 및 의견은 본 기관에 중요하며 본 
기관과 서비스에 관한 귀하의 반응을 환영합니다. 이는 
본 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불만 칭찬 
의견 작성 방법

불만, 칭찬
및 의견 양식

불만제기 칭찬 의견

호칭                이름 (first name)

성 (Surname)

주소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이메일

옹호/지원인 정보

이 사안에 관해 옹호인/지원인을 이용하길 원하십니까?  

(동그라미 표시)  예      아니오

옹호인/지원인 이름 연락처

익명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귀하의 피드백

이 피드백에서 선호하는 성과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내어 이 양식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불만제기 접수 후 다음 근무일까지  
접수 통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공식 답변은  

근무일 7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본인은

 치매 환자

 가족 간호인

 가족 구성원

 보건 종사자/의료전문인

 학생

 옹호인

 기타 명시하십시오

이 피드백과 관련된 사항

 국립 치매 헬프라인

 상담

 교육 워크숍/코스

 도서관

 Alzheimer’s Australia Vic 행사

 직원

 커뮤니케이션

 기타 명시하십시오

KOREAN/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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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elcome your feedback, whether it is in the form of 
a complaint, a compliment or a comment because it will 
help us to improve our services. 

If you wish to contact us about your experience of our 
service, you have a right to have a person of your choice 
to assist you in this regard or to act on your behalf.  

You can send your complaint, compliment, or comment 
directly by: 
      
• completing the attached form and posting to 
 Locked Bag 3001, Hawthorn 3122

or by:

• Email alz@alzheimers.org.au
• Phone 03 9815 7800
• Fax 03 9815 7801
• In person to any Alzheimer’s Australia Vic 
  staff member 

If you have a complaint it is always a good idea to raise 
your concern with us as soon as possible so that we can 
investigate and respond quickly. All complaints will be 
dealt with promptly, fairly and confidentially.

As an alternative you may also contact the 

Health Services Commissioner 
Phone 1800 136 066
health.vic.gov.au/hsc

The Office of the Public Advocate
Phone 1300 309 337
publicadvocate.vic.gov.au

fightdementia.org.au

National Dementia Helpline
1800 100 500
via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131 450

Alzheimer’s Australia Vic is committed to providing the 
best service possible.

Your complaints, compliments & comments are 
important to us and we welcome your response 
regarding our organisation and the services we provide, 
this will be used to improve our services.

HOW TO MAKE A 
COMPLAINT, 
COMPLIMENT, 
COMMENT

COMPLAINTS, 
COMPLIMENTS, 
AND COMMENTS FORM

complaint compliment comment

Title                First name

Surname

Address

Suburb                                                          Postcode

Phone                               Mobile

Email

Advocacy/Support person information
Do you wish to use an advocate/support person in relation to 
this matter (circle)    YES    NO

Advocate/support person name and contact details

I wish to remain anonymous

Your feedback

What is your preferred outcome from this feedback?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complete this form

You will receive an acknowledgment before the close 
of the next business day from receipt of your complaint 
and a formal response within seven (7) working days.

I am a
 Person with dementia

 Family carer

 Family member

 Health worker/professional

 Student

 Advocate

 Other please specify

This feedback relates to
 National Dementia Helpline

 Counselling

 Education workshop/course

 Library

 Alzheimer’s Australia Vic event

 Staff

 Communication

 Other please spec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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