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서비스
–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헌장

본 헌장에는, 여러분이 적십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할 때 어떠한 권리와
대우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최고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이 맡아야 할 책임과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헌장은,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해야 할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로부터 요구될 수 있는 사항
적십자는 가능한 최고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항상 존중 받을 권리
– 공정하고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권리
– 합당한 선택을 내리고 적합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사용하며 필요 시 통역가를 고용하는 것을 지원 받을
권리
– 적십자 활동에 참여 시, 안전을 보장받고 위험 요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전문가들로부터 수준 높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언제라도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권리

최고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은 더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 혹은 직원 및 자원
봉사자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안전하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 여러분 자신과 상황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예약 혹은 약속 내용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이를 알려주십시오.
–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생각 및 견해는 저희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서비스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권리
– 호주 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비밀로 보장받고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 누군가에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 혹은 항의를 할 권리.

적십자의 ‘고객 서비스 헌장’ 책자에는 본 헌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저희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