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그리고 
책임
귀하의 권리:

• 양질의 서비스 받기

• 존중, 품위, 예의로 대우 받기

•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평가 
받기 

• 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러한 결정에 참여

• 자신의 케어에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을 
경우 그렇게 할 누군가 (옹호자 혹은 지원자)가 
귀하를 대리하게 함

• 귀하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의 존중

• 귀하에 관해 보관된 개인 정보 조회

• 본 기관에서 귀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복 조치 없는 불만제기

귀하의 책임:

• 존중과 예의로 직원과 타인을 대하기

•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책임지기

• 평가 및 적절한 서비스 결정을 돕기 위해 
직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자신의 상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직원에게 통보

귀하에 대한 본 기관의 약속:

• 귀하의 신념, 사생활 및 비밀유지를 존중

• 예의와 존중으로 귀하를 대우

• 귀하가 선택하는 대리인을 인정하고 참여시킴

• 귀하를 돌보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증진하며 소중히 여김

• 본 기관의 모든 서비스와 타 기관의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알림

• 귀하의 언어 및 문화적 필요사항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김

• 필요할 경우 통역사를 주선함

• 모든 불만제기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인정되며 공정하고 비밀 유지 하에 
조사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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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You have a right to :

• receive quality services 

• be treated with respect, dignity and courtesy

• have your needs assessed to determine the   
 right service for you

• be informed about and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you

• have someone represent you (an advocate or   
 support person) who participates in decisions   
 relating to your care if you do not have the   
 capacity

•	have	your	privacy	and	confidentiality	respected

• access personal information kept about you

• make a complaint, without retribution, if we do not  
 meet your expectation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

• treat staff and others with respect and courtesy

• be accountable for your own actions and  decisions  

• provide enough information to assist staff to   
 assess and determine appropriate services

• inform our staff if there is any change in  
 your condition

Our commitment to you is to: 

• respect your personal beliefs, privacy and   
	 confidentiality

• treat you with courtesy and respect 

• acknowledge and include any person you choose  
 to act on your behalf 

• recognise, promote and value the role of  people in  
 care relationships with you

• inform you of our full range of services and   
 relevant services of other organisations

• respect and value your language and cultural needs 

• provide you with access to interpreters if required

• have any complaint acknowledged and    
	 investigated	fairly	and	confidentially	with	a	view			
 to resolving the issue prompt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