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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 취업 유급 인턴쉽 프로그램 견적서

귀 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요청하신 귀 대학의 해외 유급 인턴십 취업 프로그램의 견적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제 1안 >

국가

학교명

기간

지역

O1 Consulting

1:8수업(6개월)

시드니

총 비용

인턴십
449 만원

호텔 리조트
인턴십

인턴십(6개월)

기타

호주 전역

취업 연수
(200만원
장학금)

호주
O1 Consulting 스피킹 집중트레이닝 1:8수업, Job Interview Class
포함사항 : 수속료, 등록비, 학비, 호주 해외취업 인턴쉽 비용
불포함사항 : 항공권(약 80만원), 워킹홀리데이 보험(약 40만원), 비자 인지대(약 40만원),
신체검사비(15만원), 현지 숙소비(약 50만원/4주), 기타 개인 용돈(약 50만원/4주)

비고

대상 : 전주대 졸업예정자 / 호주 워홀비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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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CONSULTING
suite 60 427 victoria ace chatswood nsw 2067

호주 취업 유급 Internship
프로그램 제안서

제이스타 투어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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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Service

English Program

Internship
Program

공항픽업, 핸드폰개통, 숙소배정, 은행계좌오픈, TFN신청, 이력서 첨삭, 커버레
터첨삭, 아르바이트 알선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되어 학생 개개인과의 대화를 이끌어내 말하기, 듣기와
같은 실용적인 영어 교육 및 영어실력 향상을 극대화
학생들에게 호주 내 Hospitality 분야에서 일을 하며 다양한 문화적 접촉 및 경
험, 영어 실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 목표이며
학생의 영어실력, 경력, 태도, 목적에 따라 진행.

O1 CONSULTING은
호주 시드니 근교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문화적 교류와 영
어를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강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호텔 & 리조트 취업 유급 인턴쉽은 호주 전역에 있는 4,5성급 호텔 및 리조트에서 근무
하면서 호주 현지 동료 및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영어를 노출하고 문화교류 및 비즈니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유급 인턴쉽을 통해 시급 최소 $17.29 보장으로 경제적 부담
감에서 벗어나 자립심을 키우며, 개개인의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실무업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100% 취업 보장으로 1:1 관리 후 안전한 일자리 보장이 실
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rvice 분야에서 근무했던 것을 인정하는 Reference letter (경력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도 경력이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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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취업 유급 인턴쉽 프로그램
1. 인턴쉽 전 영어교육과정
ESL Course
한국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워오는 리딩 또는 문법 등도 물론
영어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영어권 국가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
요한 파트는 바로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책으로 하는 공부, 칠판에
실전 영어교육

적고 필기를 하는 공부는 호주가 아닌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O1
Consulting은 호주에서 생활하고, 친구를 사귀고, 취업을 하는데 있
어 적합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이 말할 수 있는 시간
과 리스닝을 진행하여 실용적인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중
그룹 수업

Job
Training

Initial
Interview

5~8 명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종에서 필요한 실전 영어와 다양한 표현
등을 익히고 롤플레잉을 통해 실제로 손님과 직원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등을
설정하여 대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쌓게 하는 수업 입니다.

호주 전 지역 호텔 및 리조트 또는 시드니 내에 있는 로컬잡(레스토랑, 카페, 리테일
그룹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포지션별 직무교육으로 학생들이 취업 전 사전교육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을 어느 정도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모의 인터뷰 수업으로 실제 호텔 및 리조트 취업 전 인터뷰와 비슷한 설정으로
학생들을 Training 하는 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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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연수 후 취업 유급 인턴쉽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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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 유급 인턴쉽
Positions

Positions
Duty

Food and Beverage 의 약자로 호텔이나 리조트, 공항 등 서비스 시설 안에 있는
F&B

레스토랑 서빙, Bar 담당, 예약된 점심, 저녁 식사 등 시설 내에 음식과 주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포지션으로 중급정도의 영어실력과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Room
Attendant

호텔과 리조트 등의 손님이 객실에 머무는 동안 손님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지션으로 방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룸서비스 등을 담당합니다.
호텔이나 리조트에 입장 시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곳으로 이 포지션의 근무는

Front Desk

중, 상급의 영어수준과 실력을 보유해야하고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도 겸비하고
있어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호텔이나 리조트 및 공항 내부에 있는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일하는 포지션으로

Kitchen
Steward

손님에게 직접 접대하는 음식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주방에서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주방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 합니다. 주방에 많은 현지인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에 영어에 많이 노출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Public Area Attendant 의 약자로 호텔이나 리조트의 건물 및 시설들을 관리 유지
하게 됩니다. 호텔이나 리조트의 시설물들, 골프장, 선착장, 정원, 잔디 등 모든

PA

시설물들을 관리 및 유지하고 Multi Player로서 취업처 안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많
은 일들을 원래 포지션 담당자 대신 처리도 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호텔 및
리조트의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업무를 지시 받고 보고하는 일이 많아 영어를 많이
쓸 수 있고 경력도 많이 쌓을 수 있는 매력적인 포지션 입니다.
럭셔리 리조트 등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Activity 또는 호핑투어 및 섬 일주 등의
프로그램을 인솔과 각종 해양 스포츠 및 스파 등의 서비스를 예약하며 진행함으로

Tour Guide

전반적으로 여행을 통솔하는 포지션입니다. 현지 관광지에 대한 이해와 중급 이상의
영어 실력이 요구되지만 적극적이고 활발한 마인드의 학생들은 도전해 볼만한
좋은 포지션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포지션 있고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 지원을 할 수 있고

Etc

그에 맞는 영어실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어느 포지션이든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비슷하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업무에 임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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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 >

< F&B >

< Room Attendant >

< Front Desk >

< Kitchen Steward >

< PA >

< Activity Tour Guide >

< F&B Cr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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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호텔 리조트 취업 유급 인턴쉽 보장내용

1) 호주 호텔 / 리조트 취업 유급 인턴쉽은 4, 5성급 이상의 호텔/리조트 배치
- 호주에서 4, 5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리조트로 배정이 이루어 집니다.
(호텔&리조트는 텍스잡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리조트에서는 Staff 전용 숙식을 제공하며 Staff 들이 리조트 내 시설을 직원가로 이용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용 면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호주 텍스잡 취업인턴쉽은 시급 최소 $17.29을 보장 합니다.(세전)
- 한국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브로커를 통해 일을 하게 된다면 보통 시급이 $8~$10 정도
입니다. 하지만 호텔/리조트 유급 인턴쉽은 최소 시급 $17.29이 보장 되어집니다.
호주 시티내에서도 시급이 $17인 Job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3) 호주 텍스잡 취업 인턴쉽은 매주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 합니다.
- 최소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20시간에
시급 $17.29 월 4주 노동 시 최소 $1,380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은 20~36시간
근무를 하고 Two Job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 대략 급여는 $2,000~$4,000 로 다양합니다.
4) 호주 텍스잡 취업 인턴쉽은 급여의 최소 9%를 연금으로 보장 합니다.
- 호주의 모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최소 9%의 연금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턴쉽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호주 취업처로 인턴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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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지 변동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1) 호주 현지에서 응급 상황 발생시, 현지의 한국인 총괄 매니저에게 바로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락이 닿
고 이후 제이스타유학원을 통해 빠르게 학부모님에게 상황이 전달되게 됩니다. 빠른 조치로 타지에서 인
턴십을 하는 자녀를 두신 한국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진행됩니다.
2) 해외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현지에서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 받도록 조치합니다. 현지 병원에서 진료 받고 치료비 선 지불 후 한국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거쳐 보
험 실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3) 취업하는 곳은 협약되어진 호주 전역 내의 4성급 이상 호텔 / 리조트 또는 시드니 내의 로컬텍스잡입
니다. 오랜 기간 많은 학생들이 경험한 인턴십으로써, 안전하게 입증된 취업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인
터뷰를 통해 합격하게 되면 기본 급여 및 날짜가 명시된 정식 계약서 작성을 하게되며, 그 후에 인턴십을
시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받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4) 시드니 제이스타 센터에서 Job training을 받으면서 공부할 때에는 담당 한국인 매니저가 배정되어 철
저히 관리하게 되며, 현지 정착 및 인턴십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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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호주 유급 인턴쉽 연수생 선발 공고문
제이스타투어&유학은 전주대학교와 함께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 사업 파트너로써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호주 취업연수 프로그램의 학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일조하고자 해당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주대학교
현장실습센터와 제이스타투어 유학에서 준비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해외 취업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해당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어학연수 및 해외 취업 경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제 1안 >

선발대상

2018년 2월 전주대학교 졸업예정자
호주 워홀비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선발인원

15명 <선착순 모집>

교육시작

1차 : 2018년 2월 ~ (6개월 취업영어연수 + 최대 6개월 현지취업)

교육기관

호주 시드니 O1 Consulting (Opportunity for everyone)

교육비용
포함내역
불포함내역

- 개인부담금 : 449만원
장학금 최대 200만원 지원
24주 연수비, 인턴쉽 교육 및 취업, 공항픽업비, 숙소 알선비
항공료, 숙식비, 보험료, 용돈, 워킹홀리데이 비자 및 신체검사비용

※

프로그램 특징 ※

· 취업에 관련된 영문이력서 작성법, 직무 교육 및 모의 인터뷰 수업을 통한 인터뷰 스킬 향상
· 현지 경력개발을 통한 국내 취업 시 경쟁력 강화
· 일반 어학연수 대비 2~3배 이상의 영어실력 향상 효과
· 취업활동을 통한 현지인과의 교류 및 업무습득
· 최저시급 $17.29 로 충분한 현지 생활비 조달
· 취업분야 : F&B(Food and Beverage), Front Desk, Room Attendant
Kitchen Steward, PA(Public Area Attendant), Retail, Sales, Tour Guid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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