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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는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과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현지 지역 코디네이터 (LAC)로서, SSI는 7세~64세 연령층들이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국립장애보장제도 
- NDIS)과 지역사회의 기타 서비스 및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4년이래 SSI는 Ability Links와 IgniteAbility® Small 
Business Start-ups (소사업 창업) 등 지역사회 기반의 여러 
사업들을 통해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및 간병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폭넓은 지식으로 NSW주 전역에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의 직원들과 참여자의 전문 지식 및 
이들의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NDIS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SSI LAC 제공업체들은 참여자와 그 가족들 및 간병인들의 기능 
및 지식 구축을 도와서 주요 서비스 및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지원 연결 

ILC 상담가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개별적 목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지원에 대해 알도록 지원함으로써 NDIS 모임을 
준비하며 이들이 NDIS를 이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SSI의 ILC 상담가들은 상당한 현지 지식이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가들은 지역사회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을 환영하고 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우리의 ILC 상담가들은 NDIS와 LAC에 대한 정보 세션을 온라인 혹은 
대면으로 운영합니다. 이들은 또한 역량 구축 워크숍을 촉진하며 
참여자와 그 가족 및 간병인들이, 정보에 기초하여, NDIS 플랜들과 
재정지원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립니다.

ILC 상담가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아래 사항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NDIS 이해 및 이용 지역사회 참여 기존 지원 네트워크 
강화 및 새로운 
네트워크 창출

기타 정부 서비스와의 
NDIS 협력 방법 이해  

미래를 위한 목표 및  
계획 파악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SSI의 현지 지역 조정 서비스와 제휴 기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ssi.org.au/services/local-area-
coordination를 참조하세요.
혹은 
아래 연락처로 SSI Intake Team에 연락하세요.

  1800 960 975번으로 월~금요일,  
오전10시에서 오후4시 사이에 전화하십시오

 혹은

 일반 문의를 원하시면 lac@ssi.org.au로 이메일을 하세요 
  피드백 제출을 원하시면  

lacfeedback@ssi.org.au로 이메일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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