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eakthru is a registered training provider with the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ASQA). RTO#91512

Limited Spaces.

 Enrol Now !!

             ELIGIBILITY REQUIREMENTS 

• 15 years old and over and 
• No longer at school, and
• Living or working in NSW (or an Aboriginal or Torres 
   Strait Islander person living in specific NSW areas), and
• An Australian citize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Australian humanitarian visa holder or New Zealand citizen. 

Date: 
   Starting on 27 May 2019 
Time:  
  Every Monday and Tuesday, 9am – 3pm 
Course Duration: 
  6 months (plus 120 hours of work placement)

Venue:  
  Breakthru Training Room
   Suite 202, Level 2, 20 George Street, Hornsby 
   (Opposite Hornsby Station)
Course fee: 
  Varies, depends on your eligibility for               
  the NSW “Smart and Skilled” Funding.

Enquires & Enrolment

Would you like to  join the growing 
Australian Aged and Disability Workforce?

Breakthru (Chinese/English): 
0437 703 350
CASS (Chinese/English) :  
0424 026 405
CASS (Korean/English):   
0411 572 267
CASS (Vietnamese/English): 
0408 918 765

Australia’s ageing popul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is increasing the demand for personal care workers. 
In response to this, Breakthru and CASS have successfully started the 

“Certificate III in Individual Support”  
course in April.  With great interest from the community, another class 
will start in May 2019. This course aims to assist you to get qualified or 
further develop your career in the disability, aged care and community 
care industries. This would be a good opportunity to see your eligibility for 
this “Smart and Skilled” program which is a reform of the NSW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could be a potential career pathway for 
you to work in the community sector such as CASS!



Breakthru ( 중 국 어 / 영 어 ) : 
0437 703 350
CASS ( 중 국 어 / 영 어 ) : 
0424 026 405
CASS ( 한 국 어 / 영 어 ) :   
0411 572 267
CASS ( 베 트 남 어 / 영 어 ) : 
0408 918 765

문 의  및  등 록

수강자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고령인구 증가와 국가장애보험제도 도입으로 개인 케어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Breakthru와 CASS는 지난4 월 “Certificate III in Individual Support” 코

스를 시작하였고 관련 분야에 일하고자 하는 분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지역사회

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가 2019년 5월에 또 하나의 코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코스는 

장애인 케어, 고령자 케어, 커뮤니티 케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경력을 더 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코스입니다. 동 코스를 통해 수강자들은 NSW 직업 교육 및 트레이닝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Smart and Skilled”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또한 CASS와 같은 커뮤니티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격  요 건
• 15 세 이상,

•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 NSW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며 (또는 NSW 의 특정지역에 

살고있는 원주민, 토레스해협 섬주민),

• 호주 시민권, 호주 영주권, 호주 난민비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소지한 자

시작일: 
  2019 년 5 월 27 일 (월요일)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수강기간: 
  6 개월 + Work placement 120 시간

수업장소: 
  Breakthru Training Room

   Suite 202, Level 2, 20 George Street, Hornsby 
(혼스비 기차역 맞은편)

수강료:  
  “Smart and Skilled” 에 규정된 수강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다양함

호주 고령자/장애인케어 분야에서 일하

시고 싶으신가요? 

* Breakthru는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ASQA)에 등록된 교육기관입니다. RTO # 91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