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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 워홀러들에게 안전하고 실속있는 취업(호주 기업체) 및 호주생활이 될 수 있게 우선 시드니 A.I.C.E에서 4주
영어연수를 하고 N.S.W, VICTORIA, TASMANIA, 지역 기반으로 10년 축적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호주 육가
공 인력지원 업체인 AK-WORKFORCE와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 이 프로그램을 6개월간 성실히 수행하고 나면 1년동안 호주 생활이 보장된 WORKING HOLIDAY VISA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합법적으로 2년 체류 가능) 또한 6개월 후 다른회사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 소위 2ND VISA(subclass 417 form 1263)의 충족요건은 1차산업체에서 88일 근무를하면 되지만 기회의 땅 호
주에서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워홀러 청년들에겐 경제적 이점이 보장된 6개월 취업을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 모집시기: 년중

- 참가자격: 18-30세 남녀 누구나(Working Holidays Visa Holders)



- 당사가 지난 10년째 메인 에이전트로 취업 진행하고 있는 양도축 업체로 시드니 남서쪽 캔버라 방향으로 약
200KM 에 위치해 있으며 INDUCTION 후 곧바로 현지 지정병원 MEDICAL 테스트를 진행 하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날 곧장 근무 시작 합니다.

- 시드니 남서 약 200km 지점 / 캔버라 방향 / 세컨 비자 가능

- 양 도축 업체 / 주 38시간 / 하루 7.6시간 / 6개월 근무 가능

- 근무강도가 쉬운 업체로 매우 유명하며 매주 목요일 본인의 구좌로 업체가 직접 주급 지급

- 시급 미니멈 $22.86(포지션에 따라 추가 수당) + 9.5% 연금추가 지급

- 오버 타임 시 법적 추가 시급 150 ~200% 지급

- 100% 산업재해 보험가입

- 보너 스라우터맨 등 나이프 핸즈 경우 6개월 근무 후 자회사로 재취업 원할 시 특별 진행 해드림

- Q-FEVER 접종 여부 상관 없음 (업체 통해 접종 진행)

- 프로그램 진행비용은 아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임시 숙소 예약 서비스 (회사 숙소 또는 개인 숙소 선택 가능)

- Q-FEVER 접종, 메디컬 테스트, 시드니 기준 현지로 이동 교통편, 숙소 준비 및 첫 출근을 포함한 이틀간 모든 일정
을 담당자가 동행하여 모든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OULBURN, NSW



TONGALA, VICTORIA
- MELBOURNE 북부방향으로 약 200KM 떨어진 GOULBURN VALLEY LINE의 소고기 육가공 수출업체 입니다. 공장

내 일의 강도 및 오지 워커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일 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 난 곳 중 한곳 입니다. 하루 도축
하는 소가 약 180마리 정도로 일의 강도 면에서 타 공장들 보단 월등히 적은 마리 수이며 그만큼 일이 매우 쉽습
니다.

- MELBOURNE 북쪽 약 200km 지점 (SHEPPARTON/ ECHUCA 인접)

- 대기, ROTATION, SHUT DOWN 없습니다. 안정적인 근무 형태

- INDUCTION 후 바로 근무 시작 (담당자와 협의 하여 1명도 인덕션 후 근무 시작 가능 합니다)

- 시급 오전반 $22.86 & 레벨 up $24.23 / 오후반 $26.29

- 기본 주38시간(하루 7.6h) / SECOND VISA 가능 / 호주 근로법에 근거한 오버타임 적용

- 장비 DEPOSIT 이나 MINIUM STAY CONTRACT 없음

- 산재 보험 가입

- 경력자 및 차량 소지자 우대함

- 현지 업체에 한국인 MANAGER 상주하며 모든 도움 제공

- 숙소: 2인1실 - 공과금 포함 $110 숙소 내 인터넷 가능(텔스트라) 

- 혹은 현지인 쉐어- 주 $110 (2인실 기준) 혹은 카라반



TASMANIA

- TASMANIA LAUNCESTON에서 약 24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고기 육가공 업체로, 바닷가에
인접해 있고 주변의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낚시나 해양 스포츠, 또한 여행을 좋아
하시는 분들과 한여름 내륙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최적의 장소 입니다.

- 시급: $22.86/level up-$24.23 + 9.5%연금 / 오버타임 법정 페이 지급 / TAX 포함

- 현지 업체에 한국인 MANGER 상주하며 모든 도움 제공

- SECOND VISA 가능 / 산재보험 가입

- 월~금 하루 7.6시간씩 주 38정도의 호주 법정Full Time시간 근무 보장

- 공장 근처 SHARE 하우스 완비(주 110~120/2인실 또는 3인실 -인터넷 & 빌 포함)

- 장비 DEPOSIT 이나 MINIUM STAY CONTRACT 없습니다.

- 담당자가 PICK-UP 및 MEDICAL, 신체검사를 위한 병원에 동행 및 픽업, 다음날 INDUCTION까지
함께 진행

- 차량 소지자 우대 하며,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나 도시를 떠나 바다와 함께 하는 생활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어학연수 4 주

IELTS Preparation 4 weeks
( Enrolment fee + Materials Fee + Tuition Fee)

Homestay 4 weeks
(Double/Twin room + Airport pick-up+ Placement fee)

Transportation Fee (From homestay to school)
Opal card $50/week x 4 weeks ) 



연수비용내역서

4주 영어연수 비용(수강비 +등록비 + 교재비)

Homestay 4주 비용(사용료 + 알선비 + 공항 픽업)

육가공 업체 알선비용

불포함 내역

- 항공편

- 비자관련비용

- 개인용돈

- 개인 보험료 및 여행자 보험

- homestay  4주 동안 점심값



연수비용 송금방법

Bank details
Bank name: Commonwealth Bank

BSB: 062 223
Account number: 1136 6150

Account title: DongIn Holdings PTY,LTD T/A Giant Consulting
SWIFT /BIC code: CTBAAU2S

cost: AU$4,100



THANK YOU

DongIn Holdings PTY LTD T/A(Trading As) Giant Consulting
A.I.C.E & AK-workf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