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전 지원 서비스

COVID-19 기간 중 청소년 이전 지원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계속 제공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전달
방식은 공식 정부의 보건 조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개별적 연락은 직접 대면 세션 대신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며, 그룹 세션은 Zoom, WhatsApp 및
Facebook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영어가 부족한 고객들을 위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COVID-19 및 증상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청소년 이전 지원 (YTS)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YTS 서비스는 15 세 - 25 세 사이의 젊은 난민 입국자 및 취약한 이민자들이 취업과 교육에 참여하고, 구직
준비를 갖추고, 취업 기회를 이용하고, 교육 및 스포츠 참여를 통해 사회적인 교류를 만들어 나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난민 입국자와 기타 이민자들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술 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새로운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서 때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기존 네트워크 및 현지 취업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의 가족들도 역시 소속감과 사회 연계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YTS 서비스는 젊은이들을 현지 취업 서비스 및 직장, 기술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 연계시키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통하여 지역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YTS 서비스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나요?
YTS 서비스는 젊은 난민 입국자와 기타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의 역량과 끈기를 쌓아 그들이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YTS 서비스는 다음 4 개의 주요 영역에 초점을 둡니다.

•

젊은이들의 취업 준비성 향상을 위한 취업 파트너쉽.

•

젊은이들이 교육과 지속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의 강한 연계성.

•

젊은이들이 직업 기술을 습득하고 강화하기 위해 돕는 직업적 기회.

•

젊은이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연계와 자신감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스포츠 연계.

제가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15 세 - 25 세 사이의 영주권자로서, 지난 5 년 내에 난민 또는 가족 비자 이민자로 호주에 왔으며 영어능력이
낮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YTS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래 표는 YTS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목록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아래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자

다음 지역에 제공되는 YTS 서비스

레바논 이슬람 협회 (Lebanese Muslim
Association)

Canterbury, Bankstown, Liverpool, Fairfield, NSW

지역사회 이민자 자료 센터 (Community
Migrant Resource Centre Inc - Parramatta)

Auburn and Blacktown, NSW

호주 다문화 협회 (Multicultural Australia)

Brisbane, QLD

엑세스 지역사회 서비스 (Access
Community Services Limited)

Logan, QLD

고문 피해자를 위한 빅토리아 재단
(Victorian Foundation for Survivors of
Torture Inc (Foundation House)

Greater Dandenong, Casey, Hume, Brimbank,
Darebin, Maribyrnong, Melbourne, Whitehorse, VIC

브라더후드 오브 세인트 로렌스
(Brotherhood of St Laurence)

Hume, V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