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active - 구직 활동 지원

jobactive는 더 많은 호주 국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호주 전역 1,700여 곳에 달하는 jobactive 제공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결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자에게 jobactive 제공 기관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작성
• 구직 활동
• 면접 준비

• 현지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술 습득
• 취업 및 유지

jobactive 이용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jobactive 서비스는 Newstart Allowance
이나 Youth Allowance 또는 Parenting Payment
과 같은 소득 지원금을 받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상호
의무 요건이 적용됩니다. 상호 의무란, 구직 활동과 같이
구직자가 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해야 하는 특정 사항을
말합니다.
호주 정부의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는
구직자의 환경과 jobactive 수혜 자격을 평가하고
구직자에게 jobactive 제공기관을 알선합니다.

소득 지원을 받지 않거나 소득 지원을 받더라도 상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에 해당한다면 jobactive
서비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취업 또는 학업 상태가 아닌 경우
• 호주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jobactive 제공기관은 융통성 있게 각 구직자의 요구를
평가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가
취업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jobactive 제공기관은 당사자를 만나서 구직 활동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Job Plan 작성을 돕습니다.

• 현지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을 구직자가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활동
• 필요할 때 비직업적 문제를 극복하거나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 매월 최대 20개 일자리 검색 - jobactive 제공기관은
검색 수를 구직자의 환경과 현지 노동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매년 6개월 동안 수행할 Work for the Dole(실업 수당
근로)나 기타 승인된 활동(예: 시간제 근무, 적격한
과정의 시간제 학업, 인가된 언어와 문해력 및 수리력
교육 또는 자원봉사 참여 등)
구직자의 취업 활동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고자
jobactive 제공기관은 해당 기금을 사용하여 취업 후
업무 관련 사항과 전문 서비스, 교육과 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무 환경에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Work for the Dole 제공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직장
보건 및 안전 문제와 기타 우려사항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제공 기관이 우려사항을
취급하는 방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jobactive
제공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해당 기관은 그 외 다양한 정부 계획과 구직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주 지원, 임금 보조금, 직업
훈련, 수습제도 등이 포함되며,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NEIS) (창업 성과보수 제도(NEIS))
를 통해 창업 과정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www.employment.gov.au/jobactive
참조. 이미 jobactive 또는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장애인 고용 서비스)
에 등록한 상태라면, 고용 서비스 안내 전화
(Employment Services Information Line) 13
62 68*번으로 연락하거나 담당 제공기관과 상의
웹사이트 www.jobactive.gov.au에서
가까운 jobactive 제공기관 검색

어떤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jobactive 제공기관은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소속
사무소에서 구직자가 컴퓨터와 인터넷, 프린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직자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채용 정보를 검색하고 입사 지원, 이력서
수정과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jobactive 웹사이트 www.jobactive.gov.au 또는
무료 Job Seeker JobSearch 앱 (iTunes와 Google
Play에서 이용 가능)에서 채용 정보를 찾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myGov 계정을 JobSearch 계정에 연결하면,
개인 대시보드에서 입사 지원 상황을 추적하고,
제공기관과의 일정을 관리하며, 취업 안내를 받고,
이력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reer Quiz 앱은 구직자에게 어울리는 일자리
종류를 알아보고 아울러 특정 산업의 종사자 수와 임금
수준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Career Quiz를 내려받거나
www.joboutlook.gov.au/careerquiz로 가시면
됩니다.

구직자에게 기대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소득 지원금을 받고 상호 의무 요건이 있다면, Job Plan
에 참여하고 다음과 같이 명시된 활동을 모두 완수해야
합니다.
• 매월 요구하는 수만큼 일자리 검색

• 매년 6개월 동안 work for the Dole이나 기타 승인된
활동 수행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 제공기관이 알선하는 특정한
일자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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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active 제공기관은 구직자가 상호 의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구직자에게 설명하고
협력을 다 할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

호주 정부는 jobactive 제공기관이 구직자와 고용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공기관의 서비스 요건을 명시한 Service Guarantee(
서비스 보증)는 www.employment.gov.au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obactive 제공기관은 구직자와 고용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서비스 보증과 서비스 제공
계획을 비치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계획은
www.jobsearch.gov.au 에도 게재됩니다.

본 안내 자료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통역이 필요할 때는 통번역 서비스(TIS) 전화
131 450*번으로 전화하여 13 62 68*번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가 있는 분은 National
Relay Service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layservice.com.au*를
참조하십시오.
*휴대폰으로 ‘13’번에 전화하면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