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커뮤니티 서비스에 헌신하는 기관
CASS Care Ltd 는 2002 년에 창설된 공인 자선기구이다. CASS Care 는 호주 세무국으로부터
승인된 자선기구인 CASS 의 부속기관으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ASS 그룹의 공헌과 성취는 다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2011 년, CASS 그룹은 창립 30 주년을
맞이했으며, NSW 상원위원은 특별의제를 통해 CASS 의 지난 30 년간의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을
치하했다. 또한 연방 및 주정부 의원들, 특히 국회 하원위원 및 NSW 하원위원들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CASS 의 공적을 치하한 바 있다.
CASS Care 의 목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가난, 고충, 질병, 고통, 결핍 및 무력감 완화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비영리 서비스의 시작, 확립, 운영 및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CASS Care 는 현재 시드니 서부내부, 남동부, 남서부지역과 북부지역 및 울릉공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커뮤니티 서비스와 액티비티를 제공하고 있다. CASS 의
서비스 대상은 중국, 한국, 베트남, 인도계 및 여러 일반 대중도 포함한다. 매주 2,400 이상의
가정에서 CASS 의 정규 서비스 및 액티비티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및 액티비티:
주거형 노인 간호 서비스
 동아시아계 시니어들을 위해 공인된 주거형 노인간호시설(노인요양시설) 운영
가정방문 노인지원 서비스

가정지원 패키지서비스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케어


연방정부 가정지원서비스 및 다원화된 서비스
 시니어를 위한 데이케어센터, 가사지원, 개인위생 및 사교지원서비스
 편리 지원(3H) 서비스
 가정지원 중개 서비스
 시니어 대상 액티비티 그룹

장애자 서비스
 지적 장애자들을 위한 그룹홈
 데이프로그램 : 커뮤니티 참여, 삶의 선택, 활동적인 노년 프로그램
 융통성 있는 위탁간호 서비스
 공인된 생활지원기금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자 편리지원(3H) 서비스
취업 및 트레이닝 서비스
 CASS 페밀리데이케어 취업 서비스
 성인영어클라스, 응급처치자격증 코스(중국어) 및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미취업자들을
위해 TAFE 및 기타 공인기관과 함께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건강 및 정착 서비스
 정착서비스 – 최근 이민 온 중국이민자 대상 정착관련 대면상담 및 이메일상담
(help@cass.org.au), 전화상담 서비스 (02) 9787 8333 (화요일 및 목요일 10:00am- 4:00pm)
 정보 세미나 및 엑스포
 서류 작성 및 JP 서비스
 세금환급신청 관련 지원 서비스
 건강서비스 – 건강 세미나 및 관련자료 커뮤니티 제공 및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권장

봉사자 서비스
 봉사자 모집 및 훈련
 커뮤니티 방문 프로그램
 안부전화 서비스
 중국인 봉사자가 주류 기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가정 및 아동 서비스 (모회사인 CASS 와 함께 운영)
 차일드케어센터 3 곳 운영. Campsie, Hurstville 및 St. Leonards 에 각각 위치
 CASS 패밀리 데이케어 – 시드니의 다양한 지역에서 공인된 중국계 유아교육자가 가정에서 전문
케어서비스 제공

모 회사인 CASS 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중국어 및 중국문화 보급 홍보
 CASS 중국어 학교 (www.casschineseschool.org.au)
 CASS 예술학교 – 발레, 그림, 무술반 등
 문화, 취미반 – 태극권반, 댄스반, 사자춤반 등
커뮤니티 액티비티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사교춤, 여름캠프 및 참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정기적인 액티비디 및 사교 모임 제공
 환경보호팀
 청소년그룹 – 다양한 사교 및 스포츠 행사 개최
 중국 전통명절 축하 – 음력설, 드레곤보트 축제, 추석 등
 취미반 – 장기, 라인댄스, 우표수집 등
 팬다루스(Pandaroos) 가족 – 중국계 입양아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입양아와 그 가족이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 역량 개발
 문화, 언어적으로 다른 소수그룹의 권익보호 옹호 및 로비
 여러 자선기구를 위한 모금운동 개최
 중국커뮤니티의 지역사회 관련업무 참여촉진 및 고무

CASS 및 CASS Care 는 모든 분들의 CASS 서비스 이용과 액티비티 참여를 환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 61-2-9789 4587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팩스 : 61-2-9718 6357
이메일 : info@casscare.org.au
웹사이트 : www.casscare.org.au
CASS & CASS Care Head Office address:
44 - 50 Sixth Avenue, Campsie NSW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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