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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말하기와 읽기 및/또는 쓰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구직자는 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프로그램 참가 자격이 될 수있습니다.   

고용 기회 증진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취업 기회를 높이고 직업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신감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본 프로그램은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신감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하여 친근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읽기, 쓰기, 수리 능력과 관련하여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성인 학습자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진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언어 능력을 비롯해 읽기와 쓰기 및 수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서식, 편지, 이력서 등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참가 자격은 

무엇입니까?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15세~21세 (Youth Allowance)  

•  만 22세~64세로 Newstart Allowance, Disability Support Pension, Parenting Payment, Widow 

Pension/Allowance or Partner Allowance를 수령하는 경우 

•  새로 온 이민자로서 2년 대기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주권자로 임시 비자나 조건부 비자를 소지한 경우   

•  호주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소득 지원 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기술이민비자 소지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비자 조건들도 

적용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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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교육기관이나 TAFE에서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평가를 거쳐 구직자의 요구에 맞는 수업이나 과정을 배정합니다. 해당 구직자는 매주 10~20 

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  

humanservices.gov.au 를 방문하십시오. 

영어 이외 언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131 202*로 문의하십시오.  

*유선 전화로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13’번에 전화하는 경우 통화료는 가입하신 전화 

서비스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면책 조항  

본 출간물에 포함된 정보는 해당 보조금 및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안내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본인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보조금 수급 신청 및 기타 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 정보는 2013년 6월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이후에 본 출간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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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If you are a jobseeker and need to improve your speaking, reading and/or writing skills you 
may be eligible for the program, 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Improving more than just your job prospects 
The program will help you gain the skills and confidence you need to improve your chances of 
getting a job or successfully completing vocational training. 

How will the program help you? 
The program will help you gain the confidence and skills needed to get a job. It will: 

• be held in small groups to create a friendly and relaxed setting 

• provide a supportive environment with people facing similar difficulties with reading,  
writing and numbers 

• be provided by professional staff with experience in teaching adult learners 

• improve your language or reading, writing and number skills, and 

• make it easier for you to fill out forms, write letters and resumes. 

Who is eligible for 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You may be eligible for the program if you are a registered job seeker and you are: 

• 15 to 21 years of age (Youth Allowance) 

• 22 to 64 years of age and receiving Newstart Allowance, Disability Support Pension, Parenting 
Payment, Widow Pension/Allowance or Partner Allowance 

• a migrant who is subject to the two-year newly arrived resident waiting period 

• a non-permanent resident and hold a temporary or provisional visa, or   

•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Australia whose first language is not English. In this case you 
do not need to receive an income support payment from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Note: holders of a skilled migrant visa are currently not eligible for the training. Other visa 
conditions may als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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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the program run by and how do I know if it will  
be relevant to me? 
The program is delivered by local training providers or TAFEs. Once you are referred for the 
program, you will be assessed and placed in a class or course that suits your needs. You will be 
provided with 10–20 hours of training each week. You can receive free training if you need it. 

To find out more information in your language  

Go to humanservices.gov.au 

Call 131 202* to speak to u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Charges for calls from your home phone to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13’ numbers vary 
depending on your telephone service provider.  

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only as a guide to payments and service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decide if you wish to apply for a payment and to make an application, 
with regard to your particular circumstances.  

This information is accurate as at June 2013. If you use this publication after that date, please check 
with us that the details are curr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