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지역사회의 연계

모든 사람들과 연계

Linkers는 다양한 문화, 언어적 배경 출신자들은 

물론, 호주 원주민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람, 

지역사회와 함께 일을 합니다. Linkers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Linker
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Linker의 역할은 특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단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Linkers에게는 향후 또 다른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지거나 추가적인 지원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Korean

거주 지역 내 Linker에게 
연락하십시오

주 전역에 걸쳐 다양한 Ability Links NSW  
제공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  

내 Ability Links NSW Linkers의 자세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Pathfinders
전화: 0459 141 755

이메일: abilitylinks@pathfinders-aus.org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통번역 서비스(TIS), 전화 131 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athfinders은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뉴사우스웨일즈주 내 많은 지역 
Hunter New England 에서 Ability Links NSW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목표와 계획 수립 

기존 지원  

연계망의 발전과 

새로운 연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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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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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자신감 고양 

누가 Ability Links NSW를  
이용할 수 있는가?
Ability Links NSW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9세부터 64세 사이의 장애인 

•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

장애인 포용에 관한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개인, 

클럽, 단체, 사업체도 Ability Links NSW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bility Links NSW를 이용하기 위해 공식적인  

심사 절차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Ability Links NSW란 무엇인가 ?
Ability Links NSW는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귀중한 일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람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Ability Links NSW는 지역 내 Linkers(연계 

담당자)를 활용해 지역사회의 포용성 제고에도 

일조합니다. 

Ability Links NSW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의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고령 및 장애, 

가족 지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Ability Links NSW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Linkers로 알려진 Ability Links NSW 조정관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들이 자신의 목표와 희망,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스포츠나 교육,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든, 그 밖의 또 다른 

활동에 대한 참여든,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Linkers는 지역사회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협조하여 지역사회의 포용성 

제고에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